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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g Automatic Lubrication System Hansung Automatic Lubrication System

COOLANT PUMPSCOOLANT PUMPS ROTOR PUMPSROTOR PUMPS

1. 배관
- 배관시 Seal Tape를 사용하여 기 을 유지한다
- 배관시 압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관 및 배관류 부속을 최대한 줄인다.

2. 설치
- 사용액이 튀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
- 보수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
- Pump 밑면과 Tank 밑면의 간격은 20~30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 자흡식 Pump는 가능한 유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
- 침수식 Pump는 Pump부가 반드시 유면하에 침수되어야 하며 Pump에 표시되어 있는
상·하한선의 수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회전방향
- 회전방향은 회전방향 점검창을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운전한다.

4. Tank
- Oil Tank는 토출량과 배관 Line의 체류 유량을 감안하여 최소한 Pump분당 토출량의 3배 이상 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 여과망은 Tank내에 이물질이 흡입되지 않도록 2개이상 설치하고, 여과망은 #100이상을 사용한다.
- 정기적으로 1년에 2~3회씩 Tank를 세척하여야 한다.

5. Priming (기름마중)
- 자흡식 Pump를 처음 또는 장시간 정지후 운전시는 Priming을 하여 관내 및 자흡실내의 공기를 제거한다.
- Priming을 하지 않고 공전할 경우에 Mechanical Seal이 파손될 수 있다.

COOLANT PUMP의고장원인및대책 ROTOR PUMP의고장원인및대책

취급시주의사항

소음이 있을때
토출량이 적음

압력의 저하

누유

Pump 소음

Valve 작동의 불규칙

작동유의 과열

Pump의 불규칙한 작동

Switch 접촉 불량

전선상 단선

Bearing의 마모로 Motor의 회전자

및 고정자의 접촉

Motor Coil의 단선

전선의 단선

Switch 접촉 불량

Motor의 회전자 및 고정자의 접촉

Motor의 고정자 및 회전자의 불평형

고정자 Coil의 상단선

역회전

Tank내 기포 발생

Impeller의 마모

Oil의 점도가 낮음

흡입측이 이물질로 막힘

Tank내 Oil의 부족

접촉부위 조정

본사 및 각 사무소로 연락 처리

Bearing의 교체

본사 및 각 사무소로 연락 처리

전선의 보수

Switch 교체 및 조정

본사 및 각 사무소로 연락 처리

R.S.T 단자 중 2개의 배선의 변경

기포 발생 원인 제거

Impeller의 교체

적정점도 유지(30°C에서 150cst 기준)

흡입구 청소

Oil의 보충

회
전
불
량

회
전
시

토
출
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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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없을때

소음 및
과전류 과열 발생

토출량이 적음

토출량의 급격한 감소

Tank내 Oil의 부족

흡입불량

Pump 회전 불량

Oil의 점도가 높다

Valve 조절 불량

상기항목과 동일

내부 누설량이 많다

외부 누설량이 많다

배관상태 불량

Packing, Seal의 파손

Pump 부품 손상

이물질의 혼입

Valve의 손상

Oil의 점도가 높음

Tank내 Oil 부족

압력 설정이 높음

토출 압력이 높음

관로의 불규칙

Air의 혼입

과도한 마모 혹은 파손

Cavitation

Oil 보충

흡입 Filter 청소 및 Air 혼입방지

Pump 회전방향 확인

적정점도 유지

Valve의 재조정

상기항목과 동일

각 Packing 및 Seal의 조정이나 교환

Pump, Valve, 각 배관의 점검

배관방법 개선 및 누유부위 점검

교환

본사 및 각사무소에 연락

이물질의 혼입방지

손상된 Valve의 교체

적정 점도 유지

Oil의 보충

점검 후 조절

점검후 조절

관로의 보수

Air 혼입 방지

부품 교체 및 재조정

Air 혼입, Filter 눈이 막힘, Tank내
Oil부족, Oil의 점도 등의 확인 및 조치

대책원인현상현상 원인 대책

※ Motor는 KSC 4202에 의거 E종 절연 채용시 120℃ (주위온도+Motor온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주위온도가 40℃가 넘을 때는 당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