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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도프 호스펌프는 축봉장치나 밸브가 없는, 자흡력을 가진

용적식 펌프입니다. 이송액이 오직 호스 내부에만 접촉하며

펌프 몸체와는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마모성 슬러리나 불규칙한 슬럿지 뿐만 아니라, 고점도액이나

많은 함량의 고형물을 이송하는데 적합합니다. 

  호스펌프는, 소모품인 호스와 펌프용 그리세린만 호스 파손

시에 교체하여 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펌프입니

다. 

펀도프 호스펌프를 설치 및 운전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 주

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를 펌프와 함께 보관하시어, 정상적

이고 원활한 사용을 기원합니다. 이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궁금한 점이나, 설치 때 발생된 문제점은 저희 펀도프코리아

나 구입하신 리점으로 연락바랍니다. 저희 펌프를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생산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

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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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PSK, PX, PX/2 model

펀도프 호스펌프 PSK, PX, PX/2 model은 3개의 로울러에 의하여 자흡이 이루어지고, 최

2bar의 토출압력을 가집니다. PSK Model의 케이싱 재질은 Plastic이고, PX, PX/2 model의

케이싱 재질은 Aluminum Alloy입니다. Base structure는 Steel로 되어 있고, 로울러의 재질

은 Teflon입니다. 펌프 색상은 RAL5021입니다. 

◈ PSK model 

구  분 단  위 PSK-6 PSK-8 

최  이송 용량 liter/min 75 105 

최  토출 압력 kgf/cm3 2 2 

최  흡입 높이 m 5 5

펌프 호스 내경 mm 6 8 

연결구 외경 mm 14 14 

최  사용 온도 ℃ 80 80 

최  사용 점도 cps 25,000 25,000 

펌프 충량 kg 13 13 

호스 종류 ea Ponnprene-G 

◈ PX, PX/2 model 

구  분 단위 
PX-10 

PX-10/2

PX-15 

PX-15/2

PX-27 

PX-27/2

PX-35 

PX-35/2 

PX-50 

PX-50/2

최  이송 용량 liter/hr 
150 

250 

500 

950 

2,200 

5,000 

6,000 

11,500 

12,500 

24,500 

최  토출 압력 kgf/cm2 2 2 2 2 2 

최  흡입 높이 m 7 7 7 7 7

펌프 호스 내경 mm 10 15 27 35 50 

연결구 외경 mm 14 25 33 51 75 

최  사용 온도 ℃ 80 80 80 80 80 

최  사용 점도 cps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펌프 축 직경 

홈 치수 
mm 

10 

8.2×3 

15 

12×5 

15 

12×5 

25 

20.9×8 

25 

20.9×8 

펌프 중량 kg 4 7 14 26 42 

호스 종류 ea
Hypalon, Neoprene, Natural rubber 

Natural rubber-food grade 

2) PDX, PDX/2 model
펀도프 호스펌프 PDX, PDX/2 model도 3개의 로울러에 의하여 자흡이 이루어지고, 최

2bar의 토출압력을 가집니다. 이 펌프의 재질도 Aluminum Alloy입니다. Base structure는

Steel로 되어 있고, 로울러의 재질은 Teflon입니다. 펌프 색상은 RAL5021입니다. 

구 분 단  위 
PDX-19 

PDX-19/2 

PDX-30 

PDX-30/2 

PDX-35 

PDX-35/2 

최  이송 용량 liter/hr
500 

850 

2,700 

4,500 

4,000 

6,700 

최  토출 압력 kgf/cm2 2 2 2 

최  흡입 높이 m 7 7 7

펌프 호스 내경 mm 19 30 35 

연결구 외경 mm 22 33 51 

최  사용 온도 ℃ 95 95 95 

펌프 축 직경 mm 15 15 25 

펌프 중량 kg 7 14 26 

호스 종류 ea Ponnpren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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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D, PD/2 model
펀도프 호스펌프 PD, PD/2 모델도 3개의 로울러에 의해서 자흡이 이루어지고, 최  4bar의

토출압력을 가집니다. PD, PD/2 모델의 케이싱 재질도 Aluminum Alloy이고, 베이스의 재질

은 Steel입니다. 로울러의 재질은 Teflon이고, 펌프 색상은 RAL5021입니다. 

구  분 단  위 
PD-15 

PD-15/2 

PD-27 

PD-27/2 

PD-35 

PD-35/2 

최  이송 용량 liter/hr
500 

950 

2,500 

4,800 

5,500 

9,500 

최  토출 압력 kgf/cm2 4 4 4 

최  흡입 높이 m 8 8 8

펌프 호스 내경 mm 15 27 35 

연결구 외경 mm 22 33 51 

최  사용 온도 ℃ 80 80 80 

최  사용 점도 cps 35,000 35,000 35,000 

펌프 축 직경 mm 15 15 25 

펌프 중량 kg 7 14 26 

호스 종류 ea Natural rubber 

4) PK model
펀도프 호스펌프 PK 모델은 두개의 슈에 의하여 흡입과 토출이 이루어집니다. PK 펌프의 

케이싱은 Aluminum alloy로 제작됩니다. 베이스의 재질은 Steel입니다. 슈(Shoe)의 재질은

Aluminum으로 되어 있고, 펌프 색상은 RAL5003입니다. 

구  분 단  위 PK-15 PK-25 PK-40 PK-50 PK-65 

최  이송 용량 liter/hr 700 2,100 7,700 15,500 32,000 

최  토출 압력 kgf/cm3 7 15 15 15 15 

최  흡입 높이 m 8 8 8 8 8 

펌프 호스 내경 mm 15 25 40 50 65 

연결구 외경 mm 20 31 51 61 67 

최  사용 온도 ℃ 80 80 80 80 80 

최  사용 점도 cps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펌프 축 직경 mm 
22 

19×6 

30 

26×8 

40 

35×12 

50 

43×10 

70 

61×15 

펌프 중량 kg 20 70 150 240 450 

호스 종류 ea Natural rubber, NBR, EPDM 

2. 펌프별 조립 방식
1) PX, PDX, PD Model

-GM      : 감속모터 

-GM/FUC : 인버터에 의한 유량 조절 

-RST  : VS 모터에 의한 유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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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K Model
◈ 직결방식의 펌프 

-GM      : 감속모터 방식 

-GM/FUC : 인버터에 의한 유량 조절 

-RST  : VS 모터에 의한 유량 조절 

◈ 커플링방식의 펌프 

-GM      : 감속모터 방식 

-GM/FUC : 인버터에 의한 유량 조절 

-RST  : VS 모터에 의한 유량 조절 

3. 설치
1) 보관방법
펌프가 조립된 상태에서 곧 바로 설치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시원하고 습기

가 없는 곳에 해야 합니다. 만약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할 경우에는, 호스를 펌

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펌프 호스가 로울러나 슈(Shoe)에

계속적으로 눌려 있게 되므로, 분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펌프를 약간 돌려 주어 호스의 눌려

있는 부위를 다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펌프 속의 호스가 일정한 부위

만 계속적으로 눌려지게 된 상태가 되어 이 부분의 복원력이 떨어지게 되고, 심하면 곧 바

로 파손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펌프를 설치하시기 전에 주변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독성이 강한 작업장이나 화학적

으로 위험한 환경에서는, 만약을 위한 누수나 중독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폭발성이 잠

재된 작업장에서는 이송액과의 화학반응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구동모터는 

반드시 방폭모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펌프를 설치하는 작업 중에 펌프가 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기의 연결을

반드시 차단하십시오. 또한 모든 밸브가 잠겨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모든 주변이 안전한 상

태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3) 배관 방법
펌프는 평탄하게 하고, 바닥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모든 배관은 가급적 짧고, 직선으로 해

야 합니다. 배관의 굴곡은 완만히 하고, 마찰 저항이 적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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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구경은 펌프의 구경보다 25% 큰 것이 좋고, 최소한 펌프의 구경과 같이 사용하여

야 합니다. 절 로 펌프보다 작은 구경의 배관을 사용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토출부의 배관에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면, 과부하로 인한 펌프와 모터의 파손을 방지하

기 위하여 바이패스 밸브나 압력조절 밸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펌프와 배관 사이

의 연결은 0.5~1m 정도의 플렉시블 배관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것은 펌프의 맥동

이 배관이나 그 외의 씨스템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스페어 호스의

교체시에 단히 편리합니다.  

만약 배관을 호스로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고압용이나 스프링이 들어간 호스를 사용하여

야 합니다. 

※ 주의 

용적식펌프인 호스펌프에, 압력조절밸브나 개폐용 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초과압력으

로 인한, 펌프나 시스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토출부에 바이패스 밸브를 부착

하여야 합니다. 

배관 작업시에 다 사용한 용접봉 조각이나 나사 및 너트를 비롯한 이물질이 배관 안이나 

펌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펌프와 연결되는 Flange, Thread connection 

또는 Hoseclip은 누수나 공기의 흡입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합니다. 

4) 전원 연결
모터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 전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전원에 맞

게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Three phase squirrel-cage motor

Terminal board

L1

L2

w2 u2

u1 v1

L3

v2

w1

L1

L2

w2 u2

u1 v1

L3

v2

w1

Three phase motor with temperature sensors

k2

L3

v2

w1

Terminal board

L1

L2

w2

u1

u2

v1

k1

k1

k2

Temperature sensors

L1

N

L1

N

Separate fan

Three phase motor with temperature sensors, separate fan and frequency converter

PeL1 N/L2 Pe

u1

w2

Frequency converter

1

Sensor

Poti

U V W

v1 w1

u2 v2

2 3 4 5 6 7 8

N

L1k1

Switch

Separate fan

L1 N 1 x 230 V, 50/60 Hz

Pe

u1

w2

Frequency converter

1

Sensor

Poti

U V W

v1 w1

u2 v2

2 3 4 5 6 7 8

N

L1k1

Separate

U

L
N

3 x 400V, 50/60 Hz
L1
L2
L3
Pe

k2 k2

V W Pe

and separate fan

fan

Switch

5) 호스 파단 센서
  펀도프 호스펌프는 Option으로, 호스 파단 센서를 부착하여 호스 파단시에 경광등을 작동

하게 하거나, 부저를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고 작동과 함께 모터를 자동으

로 멈추어지게 조작될 수 있습니다. 이 센서의 연결 회로는 다음 장과 같이 연결하시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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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model> 

<PSK, PX, PD, PDX, PA model> 

4. 가동

펌프를 가동하기 전에 모든 주변 여건을 다시 한번 세밀히 확인하여, 안전한가를 파악합

니다. 각 밸브를 모두 열어 둔 상태에서 전원을 넣습니다. 펌프의 회전 방향이 맞는지 확인

하고, 반 로 회전할 경우에는 모터 연결선 두 가닥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펌프와 배관

에서 누수나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어야 합니다.  

처음에 펌프를 가동할 경우에, Lubricant 주입구로 이 Lubricant가 흘러 내릴 수가 있습

니다. 이것은 펌프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든지, Lubricant의 양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으

로, 이상현상은 아닙니다. 

  모든 상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모터의 냉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토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배관의 진동이 심한 것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호스펌

프는 맥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동 현상이 배관에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이 현상을 줄이려면, 토출 배관에 맥동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자료는 

카다로그를 참고하시고, 펀도프코리아나 구입 리점으로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펌프를 사용한 후, 세척을 할 경우에는 물이나 용제를 순환시키면 됩니다. 이 때 사용되

는 용제는 호스 재질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관이나 펌프 안에서 굳을 염려가 

있는 이송액은 반드시 배출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호스가 파손된 경우가 아닌, 배관이나 

펌프 호스 내부를 세척하기 위하여 펌프를 분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펌프

부저 

경광등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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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1
A2

H1

I

13

4

K1

3
2

1S1

H2
A1

A2
K2

H1 = Run-light
H2 = Alarm & Indicator

K2 = flasher 0,5 sec.
M  = Electric motor drive

A1 = Hose monitor 

S1 = Pushbutton

B1 = Sensor
F1 = Fuse
F2 = Motor-fuse
F3 = Motor-overloads

K1 = Motor contactor

18
~

16
15K2

F1

98 96
95F3

L1
L2
L3

PE
N

u

B1

 Drive

Pump

3~
M
v w

1

2

A1

F3

F2

K1 53

4 6

A1

1    2    3    4    5    6

7   8    9   10   11   12
N     L1

<호스 파단 센서 연결 회로도> 

5. 호스 교체
1) PX, PD, PDX, PA Model의 호스 교체

(1) 호스 분리 

펌프로부터 호스를 분리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전원을 차단

해야 합니다. 흡입부와 토출부의 

밸브를 잠가, 배관에 든 이송물

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한 후에, 

먼저 펌프와 연결된 배관을 분

리합니다. 호스 파단 센서가 부

착된 경우에는 이 센서의 작동

을 멈추게 한 후 합니다. 

※ 주의 

호스를 분리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안전하게 차단해야 합

니다. 

호스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①흡입/토출구인 Counter 

flange(도면번호 11, 12)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②Sealing 

ring(도면번호 9)을 뺀 다음 ③Sealing ring이 없는 쪽으로

펌프를 돌리면 호스가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때, 펌프는 

전원을 넣으면 돌아가는데, 회전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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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를 분리한 후 펌프 내부를 물이나 적합한 용제로 세척합니다. 그리고 펌프 내부의 이

상유무-이물질의 발견, 로울러의 마모, 케이싱 내부의 돌출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상이 있는 부분은 보수하든지 교체하여야 합니다. 

(2) 호스 조립 

호스를 조립하기 전에, 펌프 케이싱을 포함한 다른 부분은 모두 조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Counter flange만 분리된 상태에서 ②새로운 호스에 펀도프에서 공급하는 호스펌프용 실

리콘 오일을 충분히 바릅니다. 호스를 모터 회전 방향으로 끼워 넣고 호스를 가볍게 밀어줍

니다. ③끝까지 들어갔으면 모터를 멈추고, 호스의 비틀림 상태를 확인합니다. ④이상이 없

을 경우 Sealing ring(도면번호 9)을 호스 끝단에 채우고 Counter flange(도면번호 11, 12)

를 조립합니다. 

  조립이 끝나 후, 펌프 전면 아크릴 카바를 분리한 후 실리콘 오일을 펌프 내부에 충분히

발라주면 더욱 호스의 수명을 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펌프의 조립이 완료되면, 분해한

반 의 순서 로 밸브 및 배관을 조정합니다. 

※ 주의 

호스를 조립하기 위하여 잠깐씩 모터를 구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터의 전원은 안전하

게 차단해야 합니다. 

2) PK model
(1) 호스 분리 

펌프로부터 호스를 분리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흡입부와 토출부

의 밸브를 잠가, 배관에 든 이송물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고, 펌프와 연결된 배관을 분리

합니다. 호스 파단 센서가 부착된 경우에는 이 센서의 작동을 멈추게 한 후 합니다. 

① 드레인 플러그를 풀고, 그리세린을 제거합니

다. 사용된 그리세린은 호스 수명을 위해 재사용

하지 않습니다. 

② 토출부와 흡입부의 인서트를 펌프로부터 분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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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 편의 인서트도 제거한 후, 모터를 구동시킵

니다. 
④ 펌프의 회전에 따라, 호스가 자동적으로 빠져

나옵니다. 

(2) 호스 조립  

호스를 조립하기 전에, 펌프 케이싱 내부를 깨끗이 세척해 줍니다. 

① 새로운 호스에 그리세린을 충분히 바릅니다. 이

때,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② 펌프를 가동하여, 회전방향으로 호스를 끼우

고, 호스를 밀어 넣어 줍니다. 호스의 끝단이 약 

30~40mm 남게 되면 모터를 멈춥니다. 

③ 클램프 링을 그림과 같이 약 5~10mm 여유를

두고 호스에 끼웁니다. 
④ 호스의 끝단이 인서트까지 닿게 한 후 인서트

를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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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흡입부의 인서트를 완전히 체결한 후, 펌프를

3~4 회전시키면, 반 쪽으로 호스가 빠져 나옵니

다. 

⑥ 같은 방법으로 인서트를 체결한 후, 호스펌프

용 그리세린을 충전합니다.이 때 그리세린을 펌프 

중앙의 아크릴까지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압력조절판 조절 

펌프의 압력 조절판은 사용될 토출 압력에 알맞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각 토출 압력에 알

맞은 Shoe shim의 수량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압력 조절판이 실제 사용 압력보다 과도하

거나 부족하게 삽입되었을 때는 호스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점도가 매우 높거나, 깊은 흡상

고를 요할 때는 다음 수량보다 1장을 더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출 압력 

PK model 
1bar 5bar 10bar 15bar 

Shoe shim 갯수 0 1 2 3

압력 조절판(도면번호 1)의 장착은, 펌프 전면 커버를 펌프 케이싱으로부터 분리한 후, 로터

에 부착된 Shoe(도면번호 4)를 고정한 볼트(도면번호 11)를 풀어 줍니다. 완전히 풀지 말고

어느정도 공간이 생기게 풀어준 다음, 압력조절판(shoe shim)이 부착된 개수를 확인한 후, 

위의 지정 개수만큼 삽입한 다음 고정 볼트를 완전하게 조여 줍니다. 이때 압푹 슈(shoe)의

상태를 확인하고 마모된 곳이나, 날카롭게 된 부분 등을 조치한 다음 펌프 케이싱을 조립합

니다. 

2 1 4 5 6 7 8

6 4 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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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ubricant 보충 

펌프의 윤활 역할과 냉각 작용을 위하여, 호스 교체시에 호스펌프 전용 Lubricating oil을

교체하여 줍니다. 이 호스펌프용 Lubricant는, 독성이 없는 식품용이고, 물에 잘 녹는 수용

성 윤활유입니다. 

Lubricant 용량 

PK model PK-15 PK-25 PK-40 PK-50 PK-65 

liter 1 3 8 13 25 

6. 점검

주기적으로, 펌프와 구동모터의 진동이나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펌프 주변의

누수 상태도 역시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호스의 점검은 일정한 주기가 없습니다. 호스는 파단시에만 교체하여 주면 되고, 호스가 

파단되면 펌프가 토출을 하지 않고 일정한 소리를 발생합니다. 펌프가 가동하지 않을 때는, 

펌프 내부에 있는 Lubricant가 펌프 내부에 모두 차게 되거나, 펌프 내부가 완전히 비어 있

는 경우에는 호스가 파단된 상태입니다. 

 감속모터의 윤활유는, 500시간이거나 2개월 이내에 1차 윤활유 교환을 실시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윤활유의 온도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500시간마다 교환해 주십시오. 사용 윤

활유는 다음과 같은 적정 윤활유를 추천합니다. 

펌프 점검 주기 

검검 부위 Hose 점검 Shoe/Roller 점검 Bearing 점검 

점검 주기 파손시 교체 500 시간마다 호스 교체시 

감속기 추천 윤활유 
주위 온도 

점도(40℃) 

ISOVG 하우톤 모빌 현 SK

50℃ 초과 메이커에 문의 

30~50℃ 320 
MP gear oil 

320 

Mobil gear 

632 

Sheel OMALA 

320 

EP lubricant 

320 

0~30℃ 220 
MP gear oil 

220 

Mobil gear 

630 

Sheel OMALA 

220 

EP lubricant 

220 

0℃ 미만 150 
MP gear oil 

150 

Mobil gear 

629 

Sheel OMALA 

150 

EP lubricant 

150 

7. 문제 해결

상태와 원인 조치 

1) 자흡력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

① 과도한 에어 누수 호스 연결 부위의 크램프나 프랜지를 완전하

게 조여 줍니다. 특히 흡입부의 연결 부위는 

완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높은 흡입 높이 펌프 회전수가 클수록 흡입 높이는 감소합니

다. 점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흡입 높이가 높

을수록 펌프의 회전 속도를 적게 하여 주십

시오. 

2) 토출량이 적게 나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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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원인 조치 

① 낮은 모터 마력과 회전수 필요한 압력에 맞는 모터 마력수가 적용되었

는지 확인하고, 모터가 용량에 맞게 회전하

는지 확인합니다. 압력이 있는 경우에, 모터

의 힘이 모자라게 되면 유량은 줄게 됩니다. 

② 작은 배관 구경 펌프에 연결된 배관의 구경을 확인합니다. 

배관은 최소 펌프의 구경과 같아야 하며, 펌

프 구경보다 25% 큰 것이 좋습니다. 펌프

구경보다 적은 배관을 사용하면, 모터에 부

하가 발생하고 펌프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③ 에어 누수 펌프와 연결된 부분을 완전하게 조여 줍니

다. 공기가 흡입되면, 액체보다 유동성과 신

축성이 좋은 공기가 탄력적으로 작용하여 토

출량이 적게 됩니다. 

④ 과도한 토출 압력과 흡입 높이 펌프의 선정 압력이 실제 사용되는 토출 압

력에 비하여 적게 선정되었는지 토출압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흡상고가 높아 액상이

잘 빨려 오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 원인이 

맞는다면, 더 큰 모델의 펌프로 더 낮은 회

전수로 가동해야 합니다. 

⑤ 너무 높은 점도와 적은 흡입 배관 점도가 높은 액상이라면, 펌프 회전수를 더

천천히 해 주어야 합니다. 아주 높은 점도를 

가진다면, 흡입 조건을 펌프보다 위쪽으로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흡입 배관

을 펌프의 배관보다 훨씬 큰 것으로 교체해

야 합니다. 점도가 높을수록, 큰 모델의 펌프

로 가급적 천천히 가동해야 합니다. 

⑥ 호스의 부식이나 마모 호스가 이송액에 적합한 재질인지 확인하고, 

만약 재질이 부적합한 것이라면 적합한 재질

의 호스로 교체합니다. 장기간의 사용으로 

호스 내부가 마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

니다. 호스가 파손되지는 않았더라도, 내부가 

많이 마모되었다면, 토출량이 줄고 압력이

저하됩니다. 

3) 모터의 과부하

① 펌프가 회전하지 않음 펌프를 납품 받고 처음 가동할 때, 호스가

펌프 내부에서 완전하게 압축되어 펌프가 회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모

터 팬 커버를 분리한 다음, 팬을 제거한 후 

펌프 축을 회전시킵니다. 이 조치로 부분

해결되지만, 만약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펌

프에 연결된 인서트나 프랜지를 분리하고, 

그 방향으로 같은 방법을 시행합니다. 펌프

를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보관만 한 경우에

도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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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원인 조치 

② 모터의 출력 회전수가 빠름 감속 모터의 출력 회전수가 빠르면, 토르크

가 감소하여, 모터가 구동하다가 멈추어 서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펌프 회전

수를 낮추어 주든지, 더 큰 용량의 모터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③ 모터의 용량이 적음 더 큰 용량의 모터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④ 토출부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 토출부에 개폐밸브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모

든 밸브가 펌프의 토출 압력보다 무리하게 

닫혀 있는 경우, 현재보다 더 열어줍니다. 

4) 과도한 진동이나 소음이 있는 경우

① 배관의 잘못된 연결 펌프와 배관 사이에는 플렉시블 파이프로 연

결하여 줍니다. 펌프와 배관 사이에 약

1~3m의 공간을 플렉시블 호스로 연결하여 

두면, 진동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스 교체시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② 배관의 경직된 배치 배관을 가급적 직각으로 설치하기 보다 굴곡

이 완만하게 조절합니다. 

③ 커플링의 Alignment 불량 커플링의 조립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만약 Alignment가 맞지 않으면 재조정

합니다. 

④ 베어링 파손 베어링이 파손되면, 소음이 발생합니다. 베어

링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5) 펌프에 과도한 열이 지속될 때

① 과도한 토출 압력 펌프의 압력을 압력계로부터 확인합니다. 토

출부에 과도한 압력이 지속되면 열이 발생합

니다. 토출부에 과부하가 발생할 소지가 있

는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가급적 부

하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줍니다. 

② 펌프 회전수가 높음 펌프의 회전수가 매우 높으면, 열이 많이 발

생합니다. 펌프의 회전수를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③ Shoe shim의 잘못된 삽입 호스펌프는 토출 압력에 맞게 shoe shim을

조절 장착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열이 지속

될 경우에는 현재 삽입된 shim의 개수보다 

하나 적게 조정하십시오. 

④ Lubricant의 누수 펌프 내부에 있는 lubricant의 양을 확인한 

후, 적정량보다 적을 경우 보충하십시오. 또

한 lubricant의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

하여 조치합니다. 펌프가 빠르게 회전하거나 

과도하게 주입되었을 경우에 Lubricant가 주

입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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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흡입이 제 로 안됨 흡입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

속적으로 펌프가 회전하면 열이 발생하고, 

호스 수명을 짧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⑥ 베어링 파손 베어링이 파손되면 소음의 발생뿐 아니라, 

열을 생성시킵니다. 따라서 베어링이 파손되

었다면 바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6) 호스 수명이 매우 짧을 경우

① 호스 재질의 부적합 이송액에 적합한 호스 재질인지 확인하십시

오. 호스 재질이 이송액에 부적합하면 호스

는 쉽게 부식이 일어납니다. 

② 매우 심한 마모 매우 심한 마모성액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펌프를 가급적 천천히 돌려 주고, 토출부의 

압력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

오. 

③ Shoe shim의 조정 낮은 토출 압력에도 불구하고 Shoe shim의

개수가 너무 많이 장착되어 있으면 호스 수

명이 매우 짧아집니다. 또한 높은 토출 압력

임에도 shim의 장착이 너무 적게 되어 있을 

경우에도 Back-pressure로 인하여 호스의 

파손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호스 교체부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십시오. 

④ 펌프 케이싱의 고열 펌프의 회전에 따라 케이싱에 열이 어느정도

발생합니다. 매우 심한 열이 발생되면, 호스

의 수명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⑤ 이물질의 흡입 날까롭고 모난 이물질이 유입되면 호스를 쉽

게 파손시킵니다. 유입부에 적절한 Strainer

를 설치하여,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십시오.

⑥ 매우 높은 토출 압력 토출 압력이 매우 높은 곳에서 사용되는 경

우, 펌프의 압력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Shoe shim을 삽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우 

강한 힘으로 호스를 누르게 되어, 호스의 수

명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⑦ 높은 온도를 가진 이송액 이송액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펌프 케이싱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온도를 생성합

니다. 이송액이 높은 온도를 가진다면 공급

자와 상의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⑧ Shoe의 마모나 파손 호스펌프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면, 알루

미늄으로 된 Shoe의 마모와 파손을 피할 수

없습니다. Shoe의 마모가 확인되면, Shoe 

shim으로 조절하여 줍니다. 그리고 Shoe의

압축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파악합니다. 날카

로운 부분이나 흠이 있으면 정상적인 상태로 

다듬은 후 조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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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펌프에서의 누수

① 펌프 전면 커버에서의 누수 부분 펌프 케이싱의 조립이 제 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 납니다. 펌프 케이싱을 

다시 조립하여 주십시오. 

② 펌프 축이나 베어링 커버에서의 누수 이 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난다면, 펌프 회전

부분과 베어링부에 있는 Lip seal의 파손에서 

기인합니다. 이 Lip seal을 교체하여 주어야

합니다. 

③ Lubricant 주입구에서의 누수 펌프 가동시 이 Lubricant 주입구로부터 

lubricant가 튀거나 샐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lubricant가 과다 주입된 경

우이거나, 펌프 회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

입니다. 얼마간 사용하다 보면 이 현상은 멈

추어집니다. 

④ Lubricant 주입구에서 계속적으로 누수가

일어날 때

호스가 파손되었을 때 이송액이 파손된 호스 

부분으로 계속 유입되므로 일어납니다. 또

호스가 Insert로부터 빠졌을 경우에도 이 누

수가 일어납니다. 

8. 참고

(1)  단위 환산표 
1kPa = 1bar 1bar = 1kgf/cm2

1kgf/cm2 = 14.5psi 1HP = 0.75kw 
1gallon = 3.785liter 1¨= 25.4mm 
1m = 3.281 feet 1mile = 1609.3m 
1m3 = 1000liter ℃= (℉-32)Ⅹ5/9 
rpm = (120ⅩHz)/pole CP(점도) = SSUⅩ비중 = CSTⅩ비중 

Pressure=(HⅩS.G)/9.8 4pole=1750rpm, 2pole=3450rpm 

(2)  점도표 

SSU Strokes
Centi-

strokes
Poises

Centi-

poises

Engler 

seconds
Liquid @21℃

31 0.010 1.00 0.008 0.8 54 Water

35 0.025 2.56 0.020 2.05 59 Kerosene

50 0.074 7.40 0.059 5.92 80 No.2 fuel oil

80 0.157 15.7 0.126 12.6 125 No.24 fuel oil

100 0.202 20.2 0.162 16.2 150 Transformer oil

200 0.432 43.2 0.346 34.6 295 Hydraulic oil

300 0.654 65.4 0.522 52.2 470 SAE 10W oil

500 1.10 110 0.88 88.0 760 SAE 10 oil

1,000 2.16 220 1.73 173 1,500 SAE 20 oil

2,000 4.40 440 3.52 352 3,000 SAE 30 oil

5,000 10.8 1,080 8.80 880 7,500 SAE 50 oil

10,000 21.6 2,160 17.0 1.760 15,000 SAE 60~70 oil

50,000 108 10,800 88 8,800 75,000 Molasses B

(3)  Standard sieve comparison 

mesh 目(목) micron mesh 目(목) micron mesh 目(목) micron 

10 14.6 1520 90 119.3 140 2000 238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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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펌프 도면 및 부품도
(1)  PX, PD, PDX, PA Model 부품도

No. Description Quantity Part No. 

1 Casing part 1 1 10-010-002 

2 Casing part 2 1 10-010-004 

3 Nut for retaining screw 4 90-0934001 

4 Casing cover, complete 1 10-010-007 

5 Retaining screw for Teflon insert 1 90-798-001 

6 Teflon insert 2 10-010-011 

7 Retaining screw for Teflon insert 1 90-798-002 

8 Roller, Teflon 3 10-010-017 

9 Rotor complete 1 10-010-022 

10 Ball bearing 2 10-010-020 

11 Pump hose 1 
Natual rubber 10-010-060 

Natural rubber according FDA 10-010-066 

Neoprene 10-010-062 

Hypalon 10-010-064 

12 Clamping ring 1 10-010-026 

13 Screw complete 4 90-093-003 

14 Connecting socket (Insert) 2 10-010-027 

15 Counter flange 2 10-010-024 

16 Centering bolt complete 2 10-01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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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K Model 부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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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K Model 부품명 및 부품번호 

No. Description Quantity Part No. 

1 Casing 1 18-015-002 

2 Casing cover 1 18-015-004 

3 O-ring 1 18-015-017 

4 Rubber sealing 2 18-015-014 

5 Paper sealing 1 18-015-015 

6 Inspection glass 1 18-015-021 

7 Clamping ring 2 18-015-013 

8 Rotor 1 18-015-008 

9 Shim 8 18-015-025 

10 Gliding shoe 2 18-015-010 

11 Screw 2 90-093-018 

12 Lock washer 2 90-012-003 

13 Socket (Insert) 2 18-015-012 

14 Rotor shaft 1 18-015-030 

15 Bearing casing 1 18-015-006 

16 Rotary shaft seal 1 18-015-031 

17 Rotor shaft seal 2 18-015-033 

18 Bearing 1 18-015-034 

19 Circlip 1 90-047-001 

20 Circlip 1 90-047-003 

21 Circlip 1 90-047-002 

22 Bearing 1 18-0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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