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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A, SP일반자료

성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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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A, SP일반자료

사용 용도

PS A, SP펌프는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수 공급용

�관개시설용

�지하수 개발용

�가압설비용

�기타 다용한 산업용도

펌프 표시

보기 SP 95 - 5 - A B N

펌프 타입 (SP A, SP)

공칭유량 (m3/h)

임펠러 단수

직경에 따른 임펠러 종류 (A, B or C)

직경에 따른 임펠러 종류 (A, B or C)

재질

= DIN W.-Nr. 1.4301 

N = DIN W.-Nr. 1.4401 

R = DIN W.-Nr. 1.4539 

사용액체

사용액체는 점도가 낮고 부식성이 없으며 고체입자나 섬유질을 포

함하지 않은 맑은, 청수라야 합니다.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진 SP A-N (DIN W.-Nr. 1.4401), SP A-

R, SP R (DIN W.-Nr. 1.4539) 모델의 경우는 부식성 액체에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조건

유량, Q : 0.1~335 m3/h 

양정, H : 최 810 m 

최고 허용 유체 온도

�MMS 모터에만 해당됩니다.

Note: MMS 6000, 37 kW, MMS 8000, 110 kW, MMS 10000,

170 kW 모델의 경우 허용유체온도가 상기 표에 제시된 온도

보다 5℃ 낮아야 됨. 

MMS 10000, 190 kW는 상기 표보다 10℃ 낮아야 됨. 

최고 허용 운전 압력

펌프성능곡선상의 전제조건

본 책자에 제시된 펌프성능곡선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전

제로 제작 되었습니다. 

일반사항

�펌프성능곡선상의 오차허용 범위는 국제규격인 ISO 9906, 

Annex A에 따릅니다.

�펌프성능곡선은 표준 모터를 사용하여 적정 속도로 회전할 때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모터의 적정 속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4″모터 : n = 3470 rpm 

6″모터 : n = 3460 rpm 

8″~12″모터 : n = 3525 rpm 

�성능 측정은 기포가 없는 온도20℃, 동점성도 1 mm2/s 

(1 cSt)의 물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물보다 도가 큰 액체를 사용할 시엔 물을 사용할 때 보다

출력이 높은 모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펌프성능도 상의 굵은 선은 적정 성능 범위를 나타냅니다. 

�펌프성능도는 첵크 밸브(역지변)와 같은 배관 손실 등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SP A 펌프성능도

�Q/H : 성능도는 펌프가 적정 속도에서 운전될 때, 밸브 및 펌프

입구측 압력손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축동력선도 : P2 곡선은 펌프가 적정속도로 운전될 때의 펌프가

필요로 하는 동력을 나타냅니다.

�효율선도 : Eta 곡선은 펌프 각 단의 효율을 나타냅니다. 

SP 펌프성능도

�Q/H : 성능도는 펌프가 적정 속도에서 운전될 때, 밸브 및 펌프

입구측 압력손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지변을 포함하지 않는 배관에서 사용시엔 설계운전점에서의

양정이 0.5~1 m 증가합니다. 

�NPSH : NPSH곡선은 펌프 입구측, 연결부 압력손실을 포함하여

필요로 하는 압력을 나타냅니다. 

�축동력선도 : P2 곡선은 펌프가 적정속도로 운전될 때의 펌프

각 단이 필요로 하는 동력을 나타냅니다.

�효율선도 : Eta 곡선은 펌프 각 단의 효율을 나타냅니다. 

모터

설치유형

모터를 지나는
수직형 횡형

유체의 유속

그런포스 MS 자연 류
20℃

흐름관 설치를

4″, 6″ 0m/s 추천함.

그런포스 MS 

4″, 6″
0.15m/s 40℃ 40℃

그런포스 MS 

산업용 모터 0.15m/s 60℃ 60℃

4″, 6″

자연 류�

20℃ 20℃
그런포스 0m/s
6″~ 12″

0.15m/s 25℃ 25℃재권선 가능모터

0.50m/s 30℃ 30℃

모터 최고 허용 운전 압력

그런포스 MS 

4″, 6″
6 MPa (60 bar)

그런포스 MMS 

6″~ 12″ 2.5 MPa (25 bar)

재권선 가능모터

Mercury 12″ 0.5 MPa (5 bar)



펌프 재질 및 체결방법 소개

� 괄호( ) 안의 나사규격은 보강 슬리브가 적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터 입력전원, 재질, 온도센서 소개

75 kW 모터 까지는 직입기동 (Direct-on-line) 기동방식을 추천합니다. 

75 kW를 초과하는 모터는 Soft starter 나 auto transformer를 추천합니다.

5.5 kW 모터 부터는 Star/delta 기동이 가능합니다. 

모터 보호 및 제어

� 표시는 온도센서가 내장된 모터에만 적용 가능한 품목입니다.

일반자료 수중펌프
SP A, SP

5

플랜지이음:

그런포스 플랜지

모터 출력

단상모터

삼상모터

산업용모터

재권선 가능모터

재질:

재질:

재질:

재질:

온도 센서가

내장된 모터

아연양극

수직흐름관

수평흐름관

RS-485
통신모듈

SM 100
센서모듈

모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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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A, SP수중펌프

넓은 운전 범위

그런포스는 0.1~335 m3/h에 이르는 넓은 유량범위에 걸쳐 다양

한 크기의 고효율 수중펌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크기

의 펌프들은 펌프단을 늘림으로써 고양정의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펌프 효율

펌프의 효율은 펌프의 가격에 비해 종종 크게 고려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려 깊은 사용자라면 경제적 측면에서 펌

프가격은 펌프나 모터의 효율에 비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량 200 m3/h, 양정 100m의 펌프를 10년간 운전한

다고 할 때, 효율이 10% 높은 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

이 ＼100/kWh일 경우 총 ＼57,600,000의 전기요금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적용 범위

그런포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펌프 및 모터를 스테인레스 스틸

(DIN W.-Nr. 1.4301, AISI 304)로 제작함으로써 마모에 강하고

부식의 위험이 적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향상된 스테인레스 스틸을 적용하여 부식성에 더욱

강한 제품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SP N  :  DIN W.-Nr. 1.4401 (AISI 316) 

SP R  :  DIN W.-Nr. 1.4539 (AISI 904L) 

이외에 그런포스가 공급하는 아연양극을 적용하여 펌프의 부식

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8 페이지 참조요망.)

이러한 방법은 바닷물에서 펌프를 사용시 추천해드립니다. 

기름 등을 함유한 다소 오염된 유체의 경우, 그런포스는 제품

전체가 스테인레스 스틸(DIN W.-Nr. 1.4401, AISI 316)로 제작된

금속부품과 FKM으로 제작된 고무부품으로 구성되어진 SP NE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설치 비용

스테인레스 스틸은 가벼운 재질이므로 펌프운반 및 설치에 들

어가는 비용이 절약되며 서비스 시간도 줄어듭니다. 또한 스테

인레스 스틸은 마모에 강하기 때문에 운전후에도 새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펌프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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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A, SP수중모터

모래 통로를 가진 베어링

모든 베어링은 사용액체로 윤활되며 각이 진 모양을 하고있어

모래 알갱이가 있을 경우 사용유체와 함께 펌프 밖으로 배출이

용이하게 이루어 집니다. 

입구측 스트레이너

펌프 입구측의 스트레이너는 일정 크기 이상의 고체입자들이

펌프로 들어오지 않게 걸러 줍니다. 

역지변 (Non-return valve)

모든 펌프는 출구측 밸브 케이싱에 역지변이 설치되어 있어 펌

프가 작동을 멈췄을 경우 역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역지변의 닫히는 속도가 빨라 파괴적인 워터 햄머의 위

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밸브 케이싱은 최적의 수력학적 설계로 디자인 되어 밸브로 인

한 압력손실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펌프의 고효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중물 나사 (Priming screw)

모든 SP A, SP 17 펌프는 마중물 나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마

중물 나사는 펌프 베어링이 항상 윤활되게 하여 공회전(Dry

Running)을 방지하여 줍니다. 

형 SP 펌프(SP 17을 제외한)들은 반-축류 임펠러(Semi-Axial

Impeller)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마중물이 공급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수위가 펌프입구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펌프 및 모터를

공회전 운전으로 부터 보호할 수 없기에, 모든 펌프에 마중물

나사가 적용됩니다. 

정지링(Stop Ring)

정지링 (Stop Ring)은 운반중의 충격으로부터 펌프를 보호하며

초기 운전 시작 시 상향 추력(Up-Thrust)에 의한 손상을 막아줍

니다. 

스러스트 베어링처럼 설계된 정지링은 펌프축의 축 방향 움직

임을 제한합니다. 

예 : SP 77 
정지링(A)은 중간 챔버(Intermediate Chamber)위에 구속되어

정지하여 있고 회전부(B)는 스플릿콘(C)위에 설치되어 집니다. 

밸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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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A, SP수중펌프

각 부품별 재질 예 : SP 77



모터 특장점

넓은 출력 범위

그런포스는 여러 입력 전압에 하여 넓은 출력범위의 수중모터를

제공합니다. 

MS 수중모터 :  

� 4″모터, 단상, ~2.2 kW 

2 선

3 선

PSC (permanent split capacitor) 

� 4″모터, 3상, ~7.5 kW 

� 6″모터, 3상, 5.5~30 kW 

MMS 수중 재권선 가능모터

�6″모터, 3상, 3.7~37 kW 

� 8″모터, 3상, 22~110 kW 

�10″모터, 3상, 75~190 kW 

�12″모터, 3상, 185~220 kW

높은 모터 효율

고효율 모터 역에서 그런포스는 새롭게 발전된 모터 기술로 시

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MS 4000과 MS 6000 모델에 적용되었습

니다. 

재권선 가능(Rewindable)모터

2극 그런포스 MMS 모터는 권선작업이 용이합니다. 고정자의 권선

은 특수 열가소성플라스틱 물질로 피복된 전해구리 전선을 이용합

니다. 전선피복의 뛰어난 절연성능으로 인해 권선과 유체의 직접접

촉이 가능하며 이는 권선의 효율적인 냉각을 가능케 합니다. 

산업용 모터

용량 산업모터의 경우 그런포스는 그런포스의 표준 모터 보다

많게는 5%가량 효율이 높은 모터를 2.2~22kW의 용량범위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터의 냉각은 넓은 모터 표면적에 의해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유체가 0.15m/s로 모터 주위를 흐를 때 사

용유체의 허용 온도를 60℃까지 올릴 수 있게 합니다. 산업용 모터

는 운전 비용과 제품 수명을 초기가격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고객

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런포스 산업 모터는 열악한 운전조건을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열부하에서 표준 모터 보다 더 잘 견디며 과부하 상태

로 운전되어도 더 긴 수명을 갖습니다. 그런포스 산업 모터는 열악

한 전원공급상태로 인한 과부하나 고온의 사용유체, 열악한 냉각조

건, 및 과도한 펌프부하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9

수중펌프
SP A, SP수중모터

MS 모터

MMS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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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A, SP수중모터

과열운전 방지 장치

그런포스 MS, MMS 모터는 과열운전 방지를 위한 부속장치를 제

공합니다. 모터의 온도가 너무 높게 오르게 되면 과열운전 방지 장

치는 전원을 끊어 펌프 및 모터의 피해를 방지합니다. 

과열운전 방지 장치의 전원차단 후 모터의 재기동은 다음의 두 가

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 수동 재기동 , 혹은

� 자동 재기동

자동 재기동은 CU 3 콘트롤 유닛에 의해 이루어 지며 전원차단 후

15분이 경과되면 재기동을 시도하게 됩니다. 만일 첫번 째 재기동

에 실패하게 되면 이후의 재기동은 30분 간격으로 이루어 지게 됩

니다. 

MS 모터:

그런포스 MS 수중모터는 모터의 과열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내장

형 Tempcon 온도 센서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 센서에 의

해 MTP 75나 CU 3 콘트롤 유닛을 통하여 모터의 온도를 읽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포스 MS 6000 수중 모터는 온도 센서인 Pt10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Pt100은 모터 내부에 장착되어 릴레이 (EDM 35 또는

PR 2202)를 거쳐 CU 3 콘트롤 유닛에 연결됩니다. 

MMS 모터:

그런포스 MMS 수중모터는 모터의 과열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Pt100 온도 센서를 추가 선택사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Pt100은 모터에 장착되어 릴레이 (EDM 35 또는 PR 2202)를 거

쳐 CU 3 콘트롤 유닛에 연결됩니다. 

상향축추력 방지 장치

초기 기동 시에는 적은 상 압력으로 인해 펌프 몸체 전체가 상승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향축추력(Upthrust)이라 하며 펌프와 모

터 모두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포스 펌프와 모터는 내장형

정지 링(Stop ring) 또는 수력학적 평형유지에 의해 초기 기동시

의 상향축추력을 방지함으로써 상향축추력으로 인한 펌프, 모터의

손상을 막아 줍니다. 

내장형 냉각 챔버

모든 그런포스 MS 수중모터는 모터 상하부의 냉각 챔버와 사용유

체의 내부 순환에 의해 효율적인 냉각이 이루어 집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모타 주위를 흐르는 유체의 속도가 4 페이지

“운전조건”에 맞게 일정속도 이상을 유지한다면 모터의 냉각은 원

활히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예 : MS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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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A, SP수중모터

낙뢰 보호

그런포스의 가장 작은 수중모터, 즉 MS 402 타입의 모터는 모터

전체가 절연되어 있어 낙뢰에 의한 모타 소손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누전 위험 방지

그런포스 MS 수중모터의 고정자 권선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봉

되어 있어 기계적으로 안정적이며 냉각도 원활히 이루어 집니다.

또한 응축된 물에 의한 권선의 누전도 방지됩니다. 

축봉장치 (샤프트-씰)

MS 402 모터 축봉장치

회전축과의 마찰이 적은 립-씰 타입 (Lip seal type)을 사용합니

다. 고무를 사용함으로써 마모에 강하고 탄성이 크며 고체입자에

강합니다. 사용되는 고무는 음용수에 사용이 허가된 재질을 사용합

니다. 

MS 4000, MS 6000 모터 축봉장치

세라믹/텅스텐 카바이드를 사용하여 최적의 폐성을 가지며 마모

에 매우 강하여 제품수명이 깁니다. 

스프링이 장착된 축봉장치는 접하는 표면적이 넓고 모래알갱이도

통과되지 않도록 착 설계되어 펌핑되는 유체와 모터내부의 액체

가 섞이는 것을 최소화 하며 고체입자의 침투를 방지합니다. 

MMS 재권선 가능모터 축봉장치

기본적으로 고무 립-타입을 사용합니다. 축봉장치는 교체가 가능하

며 사용되는 재질은 마모에 강하고 고체입자의 침투를 방지합니다. 

축봉장치 하우징과 함께 패킹이 라브린쓰-씰을 형성하여 일상 펌프

동작시 모래알갱이와 같은 고체입자가 축봉장치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엔, DIN 24960 규격에 맞게 제

작된 실리콘 카바이드(SiC/SiC) 축봉장치를 선택사항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 : MS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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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A, SP수중모터

MS 모터 각 부품별 재질

수중 모터

R-version 모터

예 : MS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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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A, SP수중모터

MMS 모터 각 부품별 재질

수중 재권선 가능모터

N-version 모터

예 : MMS 10000

부품 재질

부품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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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1A성능곡선



101 mm = 전선 보호 (Cable guard)와

모터를 포함한 최 펌프 직경

15

수중펌프
SP 1A기술자료

외형치수 및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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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2A성능곡선



17

수중펌프
SP 2A기술자료

외형치수 및 무게

SP 2A-58 모델은 R 1 ¼ 출구 배관을

가지는 보강 슬리브가 장착되며, 최 펌

프 직경이 108 mm입니다. 

101 mm = 전선 보호 (Cable guard)와

모터를 포함한 최 펌프 직경



18

수중펌프
SP 3A성능곡선



19

수중펌프
SP 3A기술자료

외형치수 및 무게

E = 전선 보호 (Cable guard)와 모터를 포함한 최 펌프 직경

SP 3A-56과 SP 3A-75 모델은 R 1 ¼

출구 배관을 가지는 보강 슬리브가 장착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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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5A성능곡선



SP 5A-52 모델은 R 1 ½ 출구배관을 가

지는 보강 슬리브가 장착됩니다.

21

수중펌프
SP 5A기술자료

외형치수 및 무게

E = 전선 보호 (Cable guard)와 모터를 포함한 최 펌프 직경



22

수중펌프
SP 8A성능곡선



23

수중펌프
SP 8A기술자료

외형치수 및 무게

E = 전선 보호 (Cable guard)와 모터를 포함한 최 펌프 직경

SP 8A-50(N) ~ SP 8A-66(N) 모델은

R 2 출구배관을 가지는 보강 슬리브가 장

착됩니다.



24

수중펌프
SP 14A성능곡선



25

수중펌프
SP 14A기술자료

외형치수 및 무게

E = 전선 보호 (Cable guard)와 모터를 포함한 최 펌프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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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17A성능곡선



27

수중펌프
SP 17A성능곡선



외형치수 및 무게

SP 17-33 ~ SP 17-39 모델은 R 3 출구배관

을 가지는 보강 슬리브가 장착됩니다.

28

수중펌프
SP 17기술자료

� 하나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모든 펌프는 N 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30kW 까지의 모터는 R 재질로 공급가능하며 37kW 이상의 모터는 N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외형치수는 상기 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플랜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배관 체결 방법도 가능합니다. (8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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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17동력곡선



30

수중펌프
SP 17동력곡선



31

수중펌프
SP 30성능곡선



32

수중펌프
SP 30성능곡선



SP 30-24 ~ SP 30-39 모델은 R 3 출구배

관을 가지는 보강 슬리브가 장착됩니다.

33

수중펌프
SP 30기술자료

외형치수 및 무게

� 하나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 두개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SP 30-1 ~ SP 30-23 모델은 R 재질의 모터와 N 재질과 R 재질의 펌프로 공급가능 합니다.

SP 30-24 ~ SP 30-39 모델은 N 재질의 모터와 N 재질의 펌프로 공급가능 합니다.

외형치수는 상기 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플랜지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배관체결 방법도 가능합니다. (86페이지 참조)



34

수중펌프
SP 30동력곡선



35

수중펌프
SP 30동력곡선



36

수중펌프
SP 46성능곡선



37

수중펌프
SP 46성능곡선



외형치수 및 무게

SP 46-20 ~ SP 46-24 모델은 R 4 출구배관

을 가지는 보강 슬리브가 장착됩니다.

38

수중펌프
SP 46기술자료

� 하나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 두개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모든 펌프는 N 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30kW 까지의 모터는 R 재질로 공급가능하며 37kW 이상의 모터는 N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외형치수는 상기 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플랜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배관 체결 방법도 가능합니다. (8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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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46동력곡선



40

수중펌프
SP 46동력곡선



41

수중펌프
SP 60성능곡선



42

수중펌프
SP 60성능곡선



43

수중펌프
SP 60기술자료

외형치수 및 무게

� 하나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 두개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모든 펌프는 N 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30kW 까지의 모터는 R 재질로 공급가능하며 37kW 이상의 모터는 N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외형치수는 상기 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플랜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배관 체결 방법도 가능합니다. (8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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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60동력곡선



45

수중펌프
SP 60동력곡선



46

수중펌프
SP 77성능곡선



47

수중펌프
SP 77성능곡선



48

수중펌프
SP 77기술자료

외형치수 및 무게

� 하나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 두개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모든 펌프는 N 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30kW 까지의 모터는 R 재질로 공급가능하며 37kW 이상의 모터는 N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외형치수는 상기 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플랜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배관 체결 방법도 가능합니다. (8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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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77동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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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77동력곡선



51

수중펌프
SP 95성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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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95성능곡선



53

수중펌프
SP 95기술자료

외형치수 및 무게

� 하나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 두개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모든 펌프는 N 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30kW 까지의 모터는 R 재질로 공급가능하며 37kW 이상의 모터는 N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외형치수는 상기 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플랜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배관 체결 방법도 가능합니다. (8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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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95동력곡선



55

수중펌프
SP 95동력곡선



56

수중펌프
SP 125성능곡선



57

수중펌프
SP 125성능곡선



58

수중펌프
SP 125기술자료

외형치수 및 무게

� 하나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 두개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모든 펌프는 N 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30kW 까지의 모터는 R 재질로 공급가능하며 37kW 이상의 모터는 N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외형치수는 상기 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플랜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배관 체결 방법도 가능합니다. (8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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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125동력곡선



60

수중펌프
SP 125동력곡선



61

수중펌프
SP 160성능곡선



62

수중펌프
SP 160성능곡선



� 하나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 두개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모든 펌프는 N 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30kW 까지의 모터는 R 재질로 공급가능하며 37kW 이상의 모터는 N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외형치수는 상기 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플랜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배관 체결 방법도 가능합니다. (8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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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치수 및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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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SP 215성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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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215성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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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치수 및 무게

� 하나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 두개의 모터 전선을 포함하는 최 펌프 직경

모든 펌프는 N 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30kW 까지의 모터는 R 재질로 공급가능하며 37kW 이상의 모터는 N재질로 공급가능 합니다. 

외형치수는 상기 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플랜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배관 체결 방법도 가능합니다. (8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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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215동력곡선



1×220V, 수중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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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모터
SP A, SP모터사양

3×220V, 수중모터

� 2선 과 3선 모터에 적용됨.

�� 2선 모터에 적용됨

MS 402 2선 모터는 모터보호 장치가 있어 주전원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3×220V, 재권선 가능 수중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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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V, 수중모터



3×380V, 재권선 가능 수중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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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A, SP모터사양



3×460V, 수중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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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모터
SP A, SP모터사양

3×460V, 재권선 가능 수중모터



3×460V, 산업용 수중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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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3 

CU 3 컨트롤 유닛은 설비의 운전상태 파악과 보호를 위해 제공되어

지는 전자 모터 시동기입니다. 적정 전원은 200~575 V, 50~60

Hz 이며 최 전류 소비량은 400 A 입니다. 

CU 3는 아래와 같은 운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운전 시작 전 시스템과 지표면과의 절연저항 정도

모터 온도

모터의 전류 소비량과 전류 불균형

공급되는 전압

상 신호 (phase sequence) 

CU 3는 아래의 상황을 방지합니다. 

펌프 공회전 (Dry Running) 

모터의 초기 결함

모터의 과도한 온도 상승

모터 소손

기본적으로 CU 3는 아래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 스타-델타 기동과 자동 기동 전환을 위한 타임 릴레이

� 외부 알람 기능을 위한 릴레이 출력

상기 사항에 더하여 CU 3는 다음의 기능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리모트 컨트롤 R100 : R100을 사용함으로써 무선 리모트 컨트

롤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로 하여금 제품출고 시 입력

된 기본 값들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전류 소비량, 공급 전압

및 운전 시간 등의 실제 운전 데이터를 읽어 운전상태를 파악

할 수 있게 합니다. 

� 외부 센서 SM 100 : SM 100 센서 모듈을 통하여 외부 센서로

부터 유량, 압력, 수위, 전도도 등의 운전 데이터를 읽어 들이고

이에 따라 운전 제어가 가능합니다

� 통신 모듈 : 데이터 버스(GENIbus), 모뎀, 혹은 라디오, PC를

이용한 운전상태 파악과 통신기능이 가능합니다. 

기술 사양

보호 등급 : IP20 

기온도 : -20~+60℃

상 습도 : 99% 

전압변화 : 일상전압의 -25/+15% 

주파수 : 45~65 Hz 

최 백업 퓨즈 : 10 A 

릴레이 출력 : Max. 415 V, 3 A, AC 1.

승인 : CU 3은 VDE, DEMKO, EN, UL 그리고 CSA의

규격을 만족합니다. 

규격 표시 : CE 

(단일 동조변류기) 100 ~ 400 A.

(모터 온도를 모니터링 하지 않음.)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er), 1~12 A/20~120 A,
(모터 온도를 모니터링 함.) 



컨트롤 기능

이 표는 CU 3이 제공하는 보호 기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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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요소 기능 문제점 장점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모터가 중지 한 상태에서만 측정하며

높은 임피던스 전압이 모터 도입선에 걸렸을 때

지표로 누설되는 전류의 양을 측정합니다. 

측정된 값이 공장 출고시 지정된 값보다 작으면

모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터, 전선, 전선 결합부의

손상이나 절연 파괴.

모터, 전선, 전선 결합

부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나타낼 수 있음. 

수리가 필요함을 알림.

온도

MS
모터 온도는 내장형 Tempcon 온도센서로 측정되

고 측정된 값은 CU 3로 전달 됩니다. 이 온도 값은

공장 출고 시 입력된 온도 값과 비교되어 집니다. 

MMS
모터 온도는 PT100으로 측정되어 릴레이를 지나

CU 3로 전달되어 공장 출고 시 입력된 온도 값과

비교 되어 집니다. 

과열운전방지장치는 수중펌프에 PT100을 장착하

여야 합니다.  

과부하, 잦은 기동/정지,

출구배관이 막힌 상태에서

의 운전, 모터를 지나는 유

체의 속도가 느려 모터의

열전달이 원활하지 않음.

모터의 수명이 길어지

며 안전한 운전 조건, 

수리가 필요함을 알림.

과전압/저전압

공장에서 입력된 값을 넘어서면 문제발생 신호가

뜹니다. 만일 CU 3로 온도 신호가 전해지면 전압

을 더 이상 파악 하지 않으며, 모터는 계속 동작합

니다. 

따라서, 모터와 펌프는 전압의 변화에 향을 받게

되며 이것은 모터의 수명에 치명적입니다. 

만일 온도 신호가 없다면, 모터는 과전압/저전압을

고려하여 정지됩니다.

설치장소가 변압기에 가

까워, 주 전원이 부하 변

화를 받아들일 수 없음.

중요한 설치 요소이며

운전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부하

모터로 들어가는 전력은 3상에서 각각 측정되며

이 값들의 평균값이 공장 출고 시 지정된 값을 넘

어서면 모터는 정지합니다.

펌프/모터의 잘못된 선정,

공급 전압 상의 문제, 전

선 결함, 폐색, 마모 또는

부식.

펌프수명 연장, 안전

한 운전 조건, 수리가

필요함을 알림. 

공회전

모터로 들어가는 전력은 3상에서 각각 측정되며

이 값들의 평균값이 공장 출고 시 지정된 값보다

낮으면 모터는 정지합니다.

펌프가 공회전 상태이거

나 마모 등으로 인한 저

부하상태.

전통적인 공회전 방지

장치와 추가 전선이

필요없음.

전류 불안정

모터로 들어가는 전력은 3상에서 각각 측정됩니다. 주 부하가 동일하지 않거

나, 초기 모터 결함, 각 상

의 전압 변동.

과부하에 한 모터

보호, 수리가 필요함

을 알림.

상 신호

CU3와 모터는 상 신호가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하

도록 설치됩니다. CU3는 상 신호의 변화를 모니터

링 합니다.

두 상이 잘못 연결되었음. 올바른 펌프 성능을

보증함. 



78

수중펌프
SP A, SP부속장치

형식 및 장점

적정한 펌프의 선택

그런포스가 제공하는 CU3 콘트롤 유닛과 유량계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량과 펌프의 성능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용도에 맞는

적정한 펌프가 선정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3 콘트롤 유닛은 가장 저렴한 운전비용 하에서의 운전을 가능케

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적정 시간을 선택

CU3 콘트롤 유닛을 통하여 계속적인 운전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정

비가 필요한 시기를 판단 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부품을 깨끗이

닦거나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펌프 정비를 가능케 합니다. 

현재 부분의 정비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거나 실제로 고장으로

인해 펌프가 정지되었을 때 행하여 집니다. 두 경우 모두 최상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전이 되지는 못합니다. 

과도한 펌핑 방지

CU3 콘트롤 유닛과 수위센서를 통하여 각 시추공의 시험운전이 가

능합니다. 시험운전은 수면의 수위와 펌핑되는 유량을 측정함으로

써 이루어 집니다. 시험운전의 목적은 자연적으로 시추공에 유입되

는 물이 펌핑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펌핑되는 물에 공기

나 오염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결과적으로 시추공과 펌프

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수처리 비용의 절감

과도한 펌핑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하여 불순물이 많은 오염

된 물의 유입을 방지하여 수처리 비용을 최소비용으로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포스가 제공하는 CU3 콘트롤 유닛과 센서를 통하여 각 시추

공의 물의 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언제라도 가

장 수질이 좋은 시추공을 선택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정비시점운전비용

동력

시간

시간

시간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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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3를 통한 모터 보호

모니터링 요소(다이오드) 

� 전원 공급

� 모터 작동

� 모터 온도

� 절연 저항

� 과부하/공회전

� 과전압/저전압

� 전류 불균형

� 회전 방향

CU3 컨트롤 유닛과 리모트 컨트롤러
R100 그리고 프린터를 이용한 운전

모니터링 요소(다이오드) 

� 전원 공급

� 모터 작동

� 모터 온도

� 절연 저항

� 과부하/공회전

� 과전압/저전압

� 전류 불균형

� 회전 방향

신호 변환기
1-12[A], 10-120[A]
또는 단일 동조 변류기
100-400A, 
3×380V, 60 Hz 

펌프와의 결선. 추가
케이블이 필요 없음.
고주파 신호.

컨트롤 캐비닛

지표면

수면

입상관

수중펌프

템프콘 또는 Pt100이 장착된 수중모터

신호 변환기
1-12[A], 10-120[A]
또는 단일 동조 변류기
100-400A, 
3×380V, 60 Hz

펌프와의 결선. 추가
케이블이 필요 없음.
고주파 신호.

컨트롤 캐비닛

무선 적외선 통신

지표면

수면

유도 유량계

입상관

수중펌프

템프콘 또는 Pt100이 장착된 수중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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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0 메뉴

0. 일반사항 (General)

1. 동작 (Operation)

1.1 경고/정지 신호

1.2 자동 재설정기능 실패 신호. 

기동 정지 가능여부. 

2. 상황 (Status)

아래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2.1 모터 온도

2.2 전류 및 전압

2.3 평균 공급 전압

2.4 3상의 평균 공급 전류

2.5 전류 불균형 값

2.6 절연 저항 값

2.7 상 신호 및 주파수

2.8 실제 전력 투입 값과 전체 전력 소모량

2.9 누적 운전 시간

2.10 외부 센서로 측정된 측정값

2.11 토출 되는 유량(m3)에 한 에너지 소모량

2.12 실제 유량 값

2.13 누적 유량 값

R100은 다수의 설정 기능이 가능합니다. 

3. 제한 (Limits)

아래 사항들을 표시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3.1 모터 온도

3.2 전류 정지 한도

3.3 전류 경고 한도

3.4 전압 변화

3.5 절연 저항

3.6 전류 불균형

3.7 외부 센서 정지 한도

3.8 외부 센서 경고 한도

4. 설정 (Installation)

아래의 사항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1 오작동 표시의 자동 또는 수동 재설정

4.2 오작동 표시의 면제시간

4.3 Star-delta 또는 자동 전환 기동시 Star 결선 시간

4.4 전원공급 단절 후 최초 기동시 기동 지연 시간

4.5 최소 기동 간격 시간

4.6 저수위 운전 방지 기능 On/Off 

4.7 지하수 배출 운전 / 정지 시간

4.8 CU 3 유닛들의 전자적 순번

4.9 동력 및 온도 측정 기능 On/Off 

4.10 외부 센서 타입

외부 아날로그 센서의 On/Off 

외부 아날로그 센서의 최 값

4.11 수위센서를 통한 지하수 배출

채우기 비우기 기능

4.12 외부 디지털 센서의 On/Off 

상황 보고

모든 설정 값들과 측정값들은 무선 적외선 통신을 통하여 휴

용 프린터로 전송이 가능하며 운전 상황 보고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무선 적외선 통신

IR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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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3와 SM100을 통한 완벽한 관정
모니터링시스템

모니터링 항목(다이오드) 

� 전원 공급

� 모터 동작

� 모터 온도

� 절연 저항

� 과부하/공회전

� 과전압/저전압

� 전류 불균형

� 회전 방향

SM100 

SM100 센서 모듈은 8개의 아날로그 센서에 연결될 수 있으며, 8개

의 디지털 입력 단자들이 있습니다. 주요 센서로는 아래 항목을 모

니터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pH 값

-  전도도

- O2

-  압력

-  기타

GENIbus로 연결되는 최 주변기기 수: 

� CU 3 28 세트

� CU 3 14 세트와 SM100 유닛 14 세트

� CU 3 27 세트와 SM100 유닛 1세트

제품 번호

(별도 구매) 

Gateway
(별도 구매)

통신모듈

신호 변환기

1-12[A], 10-120[A] 

또는 단일 동조

변류기 100-400A, 

3×380V, 60 Hz

펌프와의 결선. 추가
케이블이 필요 없음.
고주파 신호. 

컨트롤 캐비닛 아날로그 센서 용

지표면

수면

유도 유량계

입상관

수중펌프

템프콘 또는 Pt100이 장착된 수중모터

디지털 입력단

신호 변환기의 전류 범위 [A]

CU 3 확장 가능성

센서 모듈 SM100 

통신 모듈 RS485 

리모트 컨트롤러 R100 

R100용 HP 프린터

신호 변환기

단일 동조 변류기

제품

번호

Gateway
(별도 구매)

최 .

제품명 범위
제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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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포스 제품과의 통신을 위한
G100 게이트웨이

G100을 통하여 그런포스 제품들은 주 컨트롤/모니터링 시스템에

최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G100은 안정성과 최소 운전비용을 위하여 최적의 펌프 운전에 필

요한 미래지향적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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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G100 게이트웨이는 그런포스 제품의 측정값, 설정값 등의 운전

데이터를 GENIbus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메인 네트워크로 전달하

여 해당 제품의 컨트롤과 모니터링이 가능케 합니다. 

83페이지에 묘사되었듯이, G100은 용수공급, 수처리, 오폐수, 빌딩

자동화, 산업 부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적용분야는 주로 시스템의 정지에 따르는 손실비용이 매

우 높아 운전자료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

로 높이기 위해 많은 추가 투자가 이루어 지는 분야로 특정 지워

집니다. 

펌프의 운전시작과 정지, 설정치의 변동과 같은 매일의 운전 또

한 G100을 통한 메인 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

다. 더욱이, G100은 알람과 같은 운전상태 표시를 SMS를 통하여

휴 폰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며, 주 통제시스템으

로 자동 알람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기록
데이터 통신을 가능케 하는 기능 외에, G100은 350,000개 까지의

시간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장된 데

이터는 메인 시스템이나 PC로 전송하여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세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PC Tool G100”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도

로 구매하여 팩케이지 내의“PC Tool G100 Data Log”라는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합니다. 

기타 사양
� 4 개의 디지털 입력단

� 통제시스템과의 통신 실패의 경우 모든 펌프 정지(선택사항)

� 모뎀 통신을 위한 접근 암호(선택사항) 

� 알람 일지

설치
G100 설치는 시스템 통합 구조에 따라 향을 받습니다. G100은

GENIbus를 거쳐 메인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GENIbus에 연결된 모든 유닛들은 메인 네트워크의 통제 시스템으

로부터 통제될 수 있습니다. 

G100과 함께 공급되는 ”G100 Support Files”CD ROM은 G100이 다

양한 메인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되었을 때에 사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GENIbus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그런포스 제품들의

가능한 데이터 포인터들에 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100을 설치하 을 경우, “PC Tool G10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료

프로토콜 개요

메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기타 가능한 접속
GENIbus RS-485 :                             32 유닛 까지 접속

서비스포트
RS-232 :           PC에 직접 접속 또는 Radio 모뎀을 통한 접속

디지털 입력

공급 전압 :            1×110-240 V, 50/60 Hz

기온도 :                작동시: -20℃ + 60℃

보호등급 : IP 20

제품중량 : 1.8 kg

부속장치

�PC Tool G100 팩케이지 (별도구매) 

�G100 Support Files CD-ROM (제품과 함께 공급) 

기술사양

제 품 일반사항

G100 Support Files를 포함하는 플로피 디스크를 함께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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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사용전압(V)

사용전압(V) 제품번호

MTP75 모터 보호 장치

모터 수명 연장

MTP75는 모터가 과열되어 운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모터

의 수명을 늘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며 저렴한 방법입니다. 사용자

들은 모터의 운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모터의 과열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 과부하

� 잦은 시동/정지 (헌팅, hunting) 

� 출구의 밸브가 닫혔거나 얼어붙어 막힌 상태에서의 운전

� 모터를 통과하는 유체의 흐름이 충분치 않을 때

� 고온의 유체에서 작동될 때

� 모터가 침전물 등으로 덮혔을 때

� 과전압

� 저전압

� 전류 불균형

� 공회전 (주의! 수위가 펌프 입구측 보다 낮아졌을 때에는 펌프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 개의 관정이 서로 가까이

설치되었을 때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도와 설치방법

MTP75는 전용 온도센서가 장착된 모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컨트

롤 캐비닛과 같은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MTP75는변위 조절이

가능한 열동형계전기와(OCR) 전자차단기(Contoctor)가 장착

된 어떠한 컨트롤 캐비닛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열 계전기는

MTP75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온도상승을 유발하는

Blocking이나 Phase Failure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MTP75는 DIN규격에 맞는 레일 위에 설치 가능하도록 받침 와

함께 공급됩니다. 

운전

온도 센서는 모터의 온도를 고주파 신호로 공급전원선을 통하여 보

냅니다. MTP75는 온도가 75℃이상 올라가면 전원을 차단하여

모터를 정지시킵니다. 온도 상한치는 공장출고시 설정되며 조정이

불가합니다. 

표시내용 :

신호 없음 : 모터 정지. 공급 전원이 없거나 온도 측정장치로의 전

기에 문제가 있음. 

녹색 등 : 모터의 동작에 이상이 없으며 모터의 온도가 75℃

이하임. 

적색 등 : 모터 정지. 모터의 온도가 75℃를 초과하는 고온임. 

MTP75를 재설정 하기위해서는 전면부의 Reset 단추를 누르거나

전원을 끊는 등의 수동조작을 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정지시간 최소화

MTP75는 모터의 온도만을 측정하기에 펌프는 모터의 온도가 과열된

상태에서만 정지하게 됩니다.

신뢰성

MTP75는 단순한 구조와 관정에서의 추가 전선이 필요하지 않기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기술사양

공급전압 : 아래 2가지가 공급되며: 

1×200-240 V ±10%, 50/60 Hz 

3×380-415 V ±10%, 50/60 Hz, 

415 V 이상의 전원을 사용하려면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내부 사용 전압 : 

최 415 V / 3 A 

최소 12 V / 20 mA 

보호등급 : IP20 

운전 조건 : 최소 온도 : -20℃

최고 온도 : +60℃

상 습도 : 99% 

저장 조건 : 최소 온도 : -20℃

최고 온도 : +60℃

상 습도 : 99% 

승인규격 : VDE와 DEMKO의 규격을 만족시킵니다. 

제품 번호

플러그-인 베이스, 축전기, 신호 변환기를 제외한 MTP75 

플러그-인 베이스, 축전기, 신호 변환기를 모두 포함한 MT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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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연결 부품

아래 표는 나사형에서 플랜지형으로, 나사형에서 나사형으로 연

결시키는 배관 연결 부품들을 보여줍니다.

나사형-플랜지형 나사형-나사형

타입 펌프 출구 배관 연결 방식

타입 펌프 출구 배관 연결 방식

나사형-플랜지형
제품 번호

제품 번호

치수[mm]

나사형-플랜지형

길이[mm]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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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연결 킷

KM 타입 전선 연결 킷

모터 전선과 수중 전선의 연결 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합성수지로 만들어

진 튜브를 이용합니다. 

24시간의 합성수지 경화 시간이 필요합

니다. 

모터 전선과 수중 전선의 연결 시 물이 침

투하지 못하도록 수축연결 합니다. 

아래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  동일 크기의 전선

-  크기가 다른 전선

-  전선과 도선

합성수지와 같은 경화 시간은 필요 없으며

단 몇 분만에 운전이 가능합니다. 

연결된 전선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터 전선과 수중 전선의 연결 시 물이 침투하
지 못하도록 연결 합니다. 

4”모터와 4×6mm2 까지의 전선

6”모터와 4×10mm2 까지의 전선

6”모터와 4×16mm2 까지의 전선

8”, 10”모터와 4×35mm2 까지의 전선

8”, 10”모터와 4×70mm2 까지의 전선

사용설명 사용범위 제품번호

사용설명 사용범위

사용설명 사용범위

제품번호

제품번호출구 전선 지름
[mm]

연결부
지름

타입

모터전선 도선 수

MS402모터와 75kW까지의 MS4000 모터용:

전선면적 4 × 2.5mm까지

전선면적 4 × 6mm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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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관 (Flow Sleeves)

그런포스는 수직/수평 운전을 포함하는 모든 용도에 맞는 스테인

레스 재질의 흐름관을 제공합니다. 흐름관은 모터의 냉각이 불충분

할 경우에 설치가 권장됩니다. 흐름관을 설치하면 모터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흐름관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수중펌프가 전류 불균형, 공회전, 과부하, 높은 기온도, 열악한

냉각 조건 등의 높은 열 부하에 놓일 경우

� 부식성이 높은 액체를 펌핑할 경우(액체 온도가 10℃가 상승할

때마다 부식성은 두 배로 높아지기 때문.) 

� 모터의 주위나 위에 침전물이 쌓이는 경우

* 부속품에 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세요. 

아연양극

용도

소금기가 있는 물이나 바닷물과 같이 염화물을 포함하는 유체에서

의 SP 펌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 양극이 사용됩니다. 

희생양극(Sacrificial anode)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펌프와 모터

외부에 설치됩니다. 

필요에 따라 희생양극의 수가 결정됩니다. 

액체 온도

해수 : 35℃ 까지

소금기를 포함하는 물 (최소 염화물 포함량 1500 g/m3) : 35℃까지

양극 수명

아연 양극은 운전 조건(온도, 유량, 염화물 농도)에 따라 1~4년의

수명을 가집니다. 

아연양극 제품 번호

펌프용 아연양극

펌프용 아연양극

제품번호

SP 타입

4”모터 6”모터 8”모터 12”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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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100

PT100 센서는 아래 사항을 가능케 합니다.

� 모터 온도의 연속적인 모니터링

� 모터의 과열 운전 방지

모터의 과열 운전을 방지하는 것은 모터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

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PT100을 통해

모터의 운전 조건이 한계 이하임을 확인 할 수 있고 모터의 서

비스가 필요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PT100을 통한 운전 조건 모니터링과 과열운전 방지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 PT100 센서와 케이블

� EDM35나 PR2202 타입의 계전기

EDM35 계전기는 PT100 모듈과 연결됩니다. 두 계전기의 온도

설정값은 납품시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60℃ 경고 온도

� 75℃ 정지 온도

제품범위

EDM35 계전기와 케이블을 포함하는 PT100 센서

EDM35 계전기

케이블을 포함하는 PT100 센서

기술 사양

예 : 그런포스 MMS 수중 모터용 PT100 

PR2002 계전기

보호등급

기 온도

상 습도

전압 변화 정격전압

주파수

승인규격

인증마크

계전기 종류

케이블 길이

케이블 길이
제품번호

제품번호

전압

전압 제품번호
전압 제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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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의 에너지 소모량

수중펌프의 전체 수명기간 동안의 총비용을 분석해보면, 초기 펌프

구입비가 5%, 전기료를 포함하는 운전비용이 85%, 유지보수비용

이 10%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는 것이야 말로 총비용을 가장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년간의 운전에 드는 전기요금을 E라 하면, 수중펌프의 년간 전기

요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E=c×h×P1 (＼) 

c=kWh당 전기요금 (＼/kWh)

h=년간 운전시간 (시간) 

P1=수중펌프의 전력 소모량 (kW)

예: 수중펌프 SP 125-3의 경우, 일 년간의 에너지소모량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양 : SP 125-3, MMS 8000 모터, 45kW, 3×460 V, 60 Hz

운전조건 : 

유량 Q = 120m3/h

전양정 H = 102m

전기요금 c= ＼100/kWh

년간 펌프 운전시간 h= 3200 시간

P1   =  
Q ×H × ρ

367×ηpump×ηmotor
(kW) 

중력가속도 g=9.807m/s2

도 ρ=kg/m3 (물의 경우 1000kg/m3 이라 가정) 

유량 Q=m3/h

전양정 H=m 

펌프효율 ηpump=(펌프 각 단의 효율과 혼동하지 마세요. 펌프 전체

의 효율을 적용해야 함) 

모터효율 ηmotor=(예를 들어 모터효율이 84.5%이면 상기 식에

0.845로 기입) 

상기 방법 외에 펌프 성능 곡선상의 유량(Q)-동력소모량(P2) 곡선

을 읽어 보다 쉽게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P1=P2/ηmotor

P2=44kW(본 카탈로그 59 페이지, SP 125-3 모델이 120m3/h의

유량을 배출할 때의 동력소모량 곡선을 읽은 값) 

운전점에서의 모터 효율 계산방법

SP 125-3 모델은 45kW MMS 8000 모터를 표준으로 장착합니다. 

유량 120m3/h의 운전점에서 펌프는 44kW의 동력을 필요로 합니

다. 따라서:

모터 부하율(motor load)은 98% (44kW/45kW)이며, 동력 여유율

(power reserve)은 2% 입니다. 

74 페이지의 표에서 모터의 효율을 읽으면:

부하율 75%일 때, 84.6%(η75%)

부하율 100% 일 때, 85.6%(η100%)

상기 예에서 보간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ηmotor=85.1%, 곧 ηmotor=0.851 이므로

P1 =
44

0.851 
=51.7 kW

E=＼100/kWh×3200 h×51.7kW, 

따라서 년간 전기요금이 ＼16,544,000으로 계산 됩니다. 

전기요금을 절약함으로 인해 초기 투자 비용이 완전히 상쇄되는 데

걸리는 시간(pay-off time), A(개월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A =
에너지효율이 높은 펌프의 초기 구입 비용

×12 
년간 전기료 절감액수

전선의 굵기 계산

경제적인 펌프 운전을 위해서는 전원 공급선의 전압손실이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형 용수공급시설에서는 전선의 전압손실이 1%가 넘지 않

도록 케이블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관의 펌프 출구쪽에서의 수역학적 압력 손실도 가능한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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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그런포스는 모든 용도의 수중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3core, 4 core, single lead) 

그런포스 4″수중모터의 케이블은 플러그와 함께 또는 플러그 없

이 제공 가능합니다. 수중전선은 용도나 설치 유형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표준 제품 : 최고 유체 온도 +60℃

고온 제품 : 최고 유체 온도 +70℃, 단 짧은 기간동안 고온이

적용 될 때에는 최고 +90℃까지 가능

(MS 모터만 해당됨) 

케이블 단면적/길이 표

다음 페이지의 표는 직입기동 방식을 채용했을 때의 모터 운전반으

로부터 펌프까지의 허용되는 최 케이블 길이를 나타냅니다. 

스타-델타 기동 시에는 사용되는 전류가 √의 역수배로(I×0.58) 줄

어들며, 이는 케이블 길이가 표에서 제시된 값보다 √(I×1.73) 만

큼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실제 운전시 전류가 최 부하 전류보다 10% 작다면, 표에서

제시된 길이보다 10% 늘어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제시된 케이블 길이는 최 전압강하 값을 각각 공칭 전압의

1%, 3%로 두고 계산한 것이며 유체의 온도는 최 30℃ 입니다. 

케이블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케이블의 단면적

을 표에서 제시된 값보다 더 늘여야 합니다. 케이블 단면적을 늘여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것은 해당 시추공이 케이블 두께가 늘어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운전 시간이 길고, 특히

운전 전압이 정격 전압보다 낮을 경우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표에 제시된 값들은 아래 공식에 의해 계산 되었습니다. 

단상 수중 모터의 최 케이블 길이: 

삼상 수중 모터의 최 케이블 길이: 

여기에서, 

U = 정격 전압 [V] 

ΔU = 전압 강하 [%] 

I = 모터의 정격 전류 [A] 

q = 수중 케이블의 단면적 [mm2] 

XL = 유도저항 : 0.078×10-3 [Ϊ/m] 

cosφ = 역률

sinφ =  

ρ = 비저항 : 0.02 [Ϊmm2/m] 

예: 

모터 사양 : 30kW, MMS 8000 

정격 전류 : 64.0 A 

정격 전압 : 3×460 V, 60 Hz 

기동 방법 : 직입기동

역률 : cosφ= 0.85 

전압 강하 : 3% 

케이블 단면적 : 16 mm2

sinφ: 0.53 

케이블 단면적/길이 표 1×220 V, 60 Hz

최 케이블 길이는 모터 운전반으로부터 펌프까지의 [m]단위 길이입니다. 

모터

3

3

1-cos2φ



케이블 단면적/길이 표 (3×460 V, 60 Hz) 

전압강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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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류값은 케이블의 열 방출이 용이한 조건에서의 값입니다. 

최 케이블 길이는 모터 운전반으로부터 펌프까지의 [m]단위 길이입니다. 

케이블 단면적 [mm2]
모터

케이블 최 전류값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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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단면적/길이 표 (3×460 V, 60 Hz) 

전압강하 : 3%

케이블 단면적 [mm2]
모터

케이블 최 전류값 [A]�

�최 전류값은 케이블의 열 방출이 용이한 조건에서의 값입니다. 

최 케이블 길이는 모터 운전반으로부터 펌프까지의 [m]단위 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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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단면적/길이 선정

케이블의 단면적 계산법

공식의 각 요소 정의
U = 정격 전압 [V] 

ΔU = 전압 강하 [%] 

I = 모터의 정격 전류 [A] 

q = 수중 케이블의 단면적 [mm2] 

XL = 유도저항 : 0.078×10-3 [Ϊ/m] 

cosφ = 역률

sinφ =  1-cos2φ

L = 케이블 길이 [m] 

Δp = 전력 손실 [W] 

ρ: 비저항 = 1/χ: 비전도도의 역수

케이블의 재질에 따라, 

구리 : χ= 52 m/Ϊ×mm2

알루미늄 : χ= 35 m/Ϊ×mm2

케이블의 단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식을 이용합니다. 

DOL (직입기동시) 

Star-delta 기동시

정격 전류(I), 역률(cosφ)에 한 값들은 71-75 페이지의 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력손실 계산

수중 케이블에서의 전력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공식을

이용합니다. 

예 :
모터 사양 : 45 kW, MMS 8000 

정격 전류 : In = 92.5 A 

전압 : 3×460 V, 60 Hz 

기동 방식 : 직입기동

요구되는 케이블 길이 : 200 m 

역률 : cosφ100% = 0.85 

유체 온도 : 30℃

케이블 선택 : 

선택 A : 3×150 mm2

선택 B : 3×185 mm2

전력 손실 계산 : 

선택 A : 

선택 B : 

전력 감소량

년간 운전 시간 : h = 4000. 

년간 사용 전력 감소량(A) : 

A = (ΔpA-ΔpB)×h=582W-472W×4000=440000wh= 440kWh

케이블을 3×150mm2 신 3×185mm2로 선택하는 경우엔 년

간 440kWh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운전 한다고

생각하면, 

10년간 운전 시의 전력 절감량(A10): 

A10 = A×10 = 440×10 = 4400 kWh

이를 전기요금이 ＼100/kWh라 가정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10년 동안 ＼440,000을 절감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



95

수중펌프
SP A, SP배관마찰 압력손실 표

일반 파이프에서의 배관마찰 압력손실

각 데이터의 위에 씌여진 값은 유체의 속도[m/sec]를 나타내며, 

아래의 값은 매 100m 직관에 해당하는 압력 손실[m]값 입니다.

이 표는 H. Lang의 공식을 이용하 으며 a=0.02, 물의
온도는 10℃를 적용하 습니다. 

밴드, 슬라이드 밸브, T-연결부, 역지변의 압력손실은 마지막 두 행에 등가직관
길이로 나타내었으며, 푸트 밸브(foot valve)의 경우엔 T-연결부의 압력손실 값의
두배로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량 일반 파이프에서의 배관마찰 압력손실

공칭 파이프 직경 [inch], 파이프 내경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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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파이프에서의 배관마찰 압력손실

각 데이터의 위에 씌여진 값은 유체의 속도[m/sec]를 나타내며, 

아래의 값은 매 100m 직관에 해당하는 압력 손실[m] 값입니다.

표는 관계도표에 근거하 으며, 표면 거칠기
K=0.01mm, 물의 온도는 10℃를 적용하 습니다. 

유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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