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압 농형 유도 전동기 사용 설명서

이 사용 설명서는 최종적으로 본 제품을 사용하시는
사용자에게 확실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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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제품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용설명서는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 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 및 그 외의 부속 서류를 전부 숙독하여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기의 지식, 안전정보 및 주의사항 전반에 해서도 습득하신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사용설명서는 일상의 보수와 점검, 이상원인의 발견 등 보전 및 관리에도 필요하게 되어 있으므로
읽으신 후에는 사용하시는 분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이 사용설명서는 제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안전과 주의사항의 등급을「위험」과「주의」
로 구분하고, 서두에 종합 정리해서 기록하 습니다.
본 제품의 실제 사용방법 및 그 사용방법별 안전상의 주의에 해서는 각 항목마다 게재 되었으므로
숙지하신 후 사용하십시오.

: 취급을 잘못했을 경우에 위험한 상황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치명적인 사고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경우. 

: 취급을 잘못했을 경우에 위험한 상황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중∙경상 및 물질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부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지켜 주십시오.

「위험」과「주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관련되는 곳에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안전상 주의사항

위 험

주 의

주 의

위 험

(일반 사항)
�폭발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방폭형 모터를 사용하십시오.

부상 , 화재 등의 원인이 됩니다.

�통전상태에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하십시오.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운반, 설치, 배관∙배선, 운전∙조작 , 보수∙ 점검 작업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실시 하십시오.

감전, 부상, 화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관∙배선)
�전원케이블과의 연결은 결선도 또는 사용설명서에 의해 실시 하십시오.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케이블이나 모터의 리드선을 무리하게 굽히거나, 당기거나, 끼워 넣지 마십시오.

감전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설치∙조정)
�접지용 단자에 확실하게 접지하십시오.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천정이나 벽에 모터를 설치∙사용할 경우, 조건에 따라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 (사용

범위)에 해서는 카달로그나 기술자료에 따라서 하십시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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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운전)
�단자박스의 커버를 벗긴 상태에서 운전하지 마십시오. 작업 후에는 원래의 위치에 체결해 주십시오.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회전체에 절 로 접근 또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말려들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꺼 주십시오.

기계의 손상이나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보수∙점검)
�전원케이블과의 연결은 인출선 번호의 확인과 함께 결선도 또는 사용설명서에 의해 실시 하십시오.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 의

(일반 사항)
�모터의 사양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 부상, 파손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모터의 개방부에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감전, 부상, 화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손상된 모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상, 화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개조할 때는 당사 보증범위 밖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명판 및 부착 라벨들은 항상 보이도록 깨끗하게 유지하고 장애물을 놓지 마십시오.

�명판 및 부착 라벨들을 떼어 내거나 인위적으로 위치를 바꾸지 마십시오.

(운송∙운반)
�운반 시, 낙하, 전도( )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모터의 무게는 명판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게에 적합한 운반수단을 사용하십시오.

크레인으로 운반할 경우는 베드 또는 모터 프레임의 고리를 사용하고, 모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크레인

줄이 닿는 부분에 나무조각이나 천을 끼워 주십시오.

모터의 파손, 낙하, 전도( )에 의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개봉)
�제품이 주문한 사양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제품을 설치한 경우는 소손,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설치∙조정)
�스타-텔타 기동을 할 경우는 1차측에 전자 개폐기가 부착된 것(3 conductor 방식)을 선정하여 주십시오.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400V급 인버터로 모터를 구동하는 경우, 인버터측에 억제필터나 Reactor를 설치하든지, 절연이 강화된

모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절연 파괴에 의한 파손,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모터의 주위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마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모터의 주위에 통풍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놓지 마십시오.

냉각이 저하되어 이상과열 에 의한 폭발, 인화, 화상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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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설치∙조정)
�모터를 부하와 연결할 때, 얼라이먼트, 벨트장력, 풀리의 평행도 등에 주의하십시오.

직결의 경우는 직결 정도를, 벨트 연결의 경우는 벨트의 장력을 정확하게 조정하십시오.

또, 운전 전에는 풀리나 커플링의 체결볼트를 확실하게 조여 주십시오.

부품의 비산에 의한 부상, 장치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회전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커버 등을 설치하십시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모터 단독으로 회전시킬 경우, 주축에 가(假)부착되어 있는 키는 제거하여 주십시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계와 결합하기 전에 회전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부상, 장치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모터에 올라 타 거나, 매달리지 마십시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모터 축단부의 키홈(Key Way)을 맨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관∙배선)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는 단자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에 따라 시공하십시오.

소손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호장치는 모터에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부하 보호장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설치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과부하 보호장치 이외의 보호장치(누전차단기 등)도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손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
�운전중, 모터는 고온이 되므로 손이나 몸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화상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십시오.

감전, 부상, 화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수∙점검)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는 단자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주입, 배출은 급유명판에 따라 행하고, 회전체에 주의하십시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모터의 프레임은 고온이므로 맨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분해∙수리∙개조)
�수리∙분해는 반드시 전문가가 실시하여 주십시오.

감전, 부상, 화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폐기)
�모터를 폐기할 경우, 일반 산업 폐기물로 처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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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로 제품이 도착하 는지 수송 중 사고로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맞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구입하신 곳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모터운반
모터 단품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기종에는 아이 볼트 또는 손잡이를 부착하 기 때문에 운반시

이것을 이용해 주십시오. 단. 모터 단품의 운반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기계전체의

운반에 모터 아이 볼트 또는 손잡이가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주의 명판을 붙여

주십시오.

(2) 축 고정 장치
구름베어링을 사용하고 있는 모터에서는 운송시 진동에 의한 베어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고정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모터 단품 또는 기계에 부착한 상태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모터축이

움직이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하여 수송해 주십시오.

(3) 방청에 관하여
방청을 위한 축단 및 플렌지면에는 벗기기 쉬운 방청도료 또는 방청유와 덮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청도료를 나무 조각등으로 완전히 벗겨 주십시오. 또 방청유는 신나로 제거하여 주십시오.

(4) 축단 키(Key)
축단키는 미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로 풀리나 커플링등을 부착해 주십시오. 키를 빼내어 다시

박을 경우는 베어링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축 하측을 목재 받침 등으로 지지하여 조심스럽게

박아 주십시오. 베어링에 손상이 생겨 베어링 이상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장소
주위 온도가 -10~40℃범위이고, 물이나 기름이 없고 통풍이 잘되고 먼지가 없고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 주십시오. 또한 주위온도에 해서는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판에 기재된

주위온도를 확인 해주십시오.

(6) 설치
바닥에 부착할 때는 기초면을 바닥면보다 약간 높게 하여 배수를 좋게 해 주십시오. 

옥외에는 사용되는 모터는 옥외형 모터를 사용해

주십시오. 모터의 취부홀이 장공일 경우는 체결

너트, 또는 볼트와 모터 취부홀 사이에 평와셔를

넣어 주십시오. 베드는 튼튼한 것을 선택하여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볼트로 견고하게 부착해 주십시오.

기초가 약하면 진동에 의한 손상으로 생각하지 못한

고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모터 운전시의 진동
모터 진동은 오른쪽 그림 수치 이하를 목표로 해

주십시오.

모터 취부구조에 의하여 모터 진동이 변하기 때문에 모터 부착 베드의 진동 뿐만 아니라 모터 프레임

각부의 진동에도 적용하십시오. 프레스 기계등 외부에서 모터에 진동이 걸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의를 해 주십시오. 

1. 점검

2. 운반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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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구조의 모터에서는 진동가속도가 모터 회전 주파수 이하에서 0.5G 정도 까지가 표준이기 때문에

프레스용 등에서 이 이상의 주파수, 진동가속도의 진동이 모터에 가해지는 경우는 가까운 전문점 또는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는 모터 정지중에도 외부에서 진동이 가해지면 베어링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바랍니다.

모터가 정지중에 다른 기계등 외부에서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지중에는 진동이

전해지면 모터의 베어링이 플레팅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모터를 부착한 후 운전 개시 할 때 까지

및 예비기에 해서는 축을 고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또 1개월에 1회정도 운전하든지

10수회 이상 축을 손으로 돌려주십시오.

(8) 기계와의 연결
풀리, 커플링등의 부착에 있어서 모터 축과의 끼워 맞춤에 죔새가 있는 경우는 열박음 작업으로 하여

베어링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a) 직결의 경우

모터와 상 기계의 축 중심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b) 벨트 연결의 경우

벨트 하중점(풀리중심)은 측단보다 내측으로 가능한 중앙에 가깝게 잡아 주십시오. 하중점이 멀면

축이나 베어링에 무리가 따름니다.

① V 벨트 연결

벨트와 풀리의 접촉각도는 140。이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모터측 풀리의 최소 피치경과 벨트사양을 표 1에 표시하 습니다. 풀리경이 작게되면 벨트

전동용량이 저하하여 축하중이 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축변형 및 베어링 소손등의 사고가 발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 1에 나타낸 값 보다도 풀리경이 작게 될 때나 벨트 가닥수가 많아질 때

하중점이 길게될 때 등은 별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② 평벨트 걸이

모터와 상 기계와의 축간거리는 큰풀리 직경의 5~6배 정도가 적당 합니다.

③ 벨트걸 이 방법

새 벨트를 설치할 경우는 반드시 축간 거리를 좁혀 벨트를 풀리에 삽입후 벨트에 장력을 주도록 해

주십시오. 벨트를 너무 팽팽하게 하면 베어링에 손상을 주게 되고, 너무 느슨하면 미끄럼으로

인하여 벨트에 손상을 주거나 벗겨지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고 V벨트의 경우는 표

1의 처짐 하중 (Td)를 가했을 때 처짐(f)가 벨트 접촉간 거리(t) 100mm당 1.6mm가 되도록

축간거리를 조정해 주십시오. (예를들면 벨트 접촉간 거리 1000mm일때에는 f = 1.6 x 1000 /

100 = 16mm) 또한, 벨트 교환시도 반드시 조정해 주십시오.

 



<표1> V 풀리(모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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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와 V 벨트 적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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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벨트를 걸어 운전하면 2~8시간 정도에서 벨트가 늘어나 느슨해지기 때문에 표 1의 재설치 처짐

하중(Td)로 재 설치해 주십시오. 또 낡은 벨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재 설치 처짐하중(Td)로 장력을

주십시오.

2가닥 이상의 V벨트를 사용할 때는 원주 길이가 같은 짝의 세트를 사용해 주십시오.

④ V 풀리의 설치방법

V 풀리는 모터의 통풍냉각을 방해하지 않도록 암형을 사용해 주십시오. 평판형의 경우 가능한

큰 통풍구를 뚫어 주십시오. 모터에 V 풀리를 취부하는 경우 축이나 베어링에 가해지는 하중을

작게 하기 위하여 위의 그림과 같이 V 풀리의 날개 끝면이 모터 축단부와 동일면이 되도록 설치해

주십시오. 즉 하중점이 지정치보다 길어지는 경우는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C) 그외

치차걸이의 경우 모터와 상 기계의 축과는 평행하게 바르게 맞물려 고정시켜 주십시오.

경사 치차등 주력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문의해 주십시오. 수직 부착의 경우 커플링, 풀리 치차의

질량 이상의 스러스트 하중은 피함과 동시에 고정 볼트의 강도, 그리이스 배출구조의 변경등이 필요한

기종이 있기 때문에 문의해 주십시오.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 주십시오. 특히 배선 길이가 긴

경우에는 전압 강하가 크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이 경우 전압 강하는 2% 이하를 목표로

해 주십시오.

(2) 접지용 단자가 단자박스 내부 또는 측면 혹은 프레임 하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지

공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3) 단자박스 부착 모터의 단자박스 커버는 접속 후 반드시 부착하여 주십시오.

(4) 단자박스 부착 모터는 단자박스 인입구 구멍을 완전히 막아 금속관속 등을 충분히 봉해

주십시오.

(5) 전압 불평형율은 1% 이하로 유지시켜 주십시오, 또, 전압 불평형시 각상의 최 전류값이 명판

전류값의 105% 이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6) 배선작업시 인출선의 구분을 위한 번호 Tape가 절단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불가피하게 번호 Tape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에 번호구분을 위한 조치(표시)를 실시 해

주시고 번호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면 문의해 주십시오.

3.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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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터의 단자 박스내 또는 프레임에 결선도 명판을 붙 기 때문에 배선 접속이 바르게 작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2) 회전 방향이 반 일 때 3가닥의 전원중 2가닥을 바꾸어 주십시오. 중용량기 이상에 있어서 일부

기종에서는 회전방향 명판을 부착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 기종에서는 회전 방향을 반 로 할

경우에 외측 팬등을 교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입처에 문의해 주십시오.

(3) 부하가 적당한지 전류계를 가지고 확인 후 명판 전류치 이하가 되도록 부하를 조정해 주십시오.

(4) 정전시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꺼 주십시오. 갑자기 전기가 들어와 불의의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5) GD2 (플라이 휠 효과)가 크고 기동 빈도가 빈번한 경우는 모터가 고온으로 되어 소손하거나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동회수에 주의해 주십시오. 모터기동에 관한 주의 명판이 붙어 있는

경우 그것에 따라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GD2가 큰 경우 연속 기동 회수는 열상태 (Hot) 1회

냉상태(Cold) 2회 입니다. 허용 GD2에 해서는 별도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온도상승 : 권선의 온도상승 한도를 표 3과 같이 표시하 습니다. 보통의 부하를 걸고 여느 때 보다

모터가 이상하게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표 모터의 진단과 조기 조치법 참조)

<표 3> 온도상승한도 (단위 deg)

4. 운전

5. 보수

<표 2> 배선 참고자료

출력(Kw) 전압(V)
초과눈금 배선의 접지선의 허용퓨즈
전류계(A) 최소굵기(mm2) 최소굵기(mm2) 용량(B종)(A)

0.4 200 5 2.0 2.0 15
0.75 200 5 2.0 2.0 15
1.5 200 10 2.0 2.0 15
2.2 200 10 2.0 2.0 20
3.7 200 15 3.5 3.5 30
5.5 200 30 5.5 5.5 50
7.5 200 30 8.0 5.5 75
11 200 60 14 14 100
15 200 60 22 14 100

18.5 200 100 30 22 150
22 200 100 30 22 150
30 200 150 50 22 200
37 200 150 80 22 200
45 400 200 30 38 150
55 400 300 50 38 150
75 400 300 80 38 150
90 400 400 100 38 150
110 400 500 125 38 -
132 400 500 200 38 -

E종절연 B종절연 F종절연 H종절연
저항법 저항법 저항법 저항법

75 80 100 125

) 배선의 최소 굵기는 금속관 배선의 경우이고 절연전선을 3가닥 사용한 경우를 나타낸다.

) 주위온도를 40℃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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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 베어링 취급 : 그리이스에는 윤활 성능. 수명이 뛰어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위 온도나

습도가 높은 경우 먼지가 많은 환경등에서는 그리이스 수명이 짧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

(4) 그리이스 교환 방식의 취급 : 운전중 또는 정지중에 그리이스의 보급이 가능한 모터에는 그리이스

Nipple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리이스 종류와 보급 시기 및 보급량은 모터에 "그리이스 보급"

"그리이스 보급의 주의" 라는 명판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 그리이스 건으로

보급해 주십시오. 그외 그리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급기간이 단축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5) 베어링을 교환하는 경우 : 모터의 명판에 표시되어 있는 베어링 종류 사이즈를 선정해 주십시오.

모터에 사용하고 있는 베어링은 특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터 틈새 (보통급 틈새)의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특수한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는 모터는 그 내용을 명판에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주십시오. 원통구름 베어링은 고력 황동제 케이지를 사용한 베어링을 사용해

주십시오.

(6) Y∙Δ시동기 사용의 경우는 반드시 1차측 개폐기를 설치하고 휴지중은 개회로로 해두십시오.

모터의 1차측이 전원에 접속되고 고습도하에서 상시전압이 인가되고 있으면 연면 방전을 발생시켜

절연을 노화시키고 소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1차측 전자 계폐기 부착의

3콘텍터 방식을 채용해 주십시오.)

(7) 옥외형 모터의 보수 점검은 상기 이외에 모터에 첨부된 주의 명판에 따라 주십시오.

(1) 주의사항

분해 및 조립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업에 임해 주십시오.

(a) 1인이 분해, 조립을 하는 것은 단히 위험하며, 간혹 제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2인 이상 작업을 해주십시오.

(b) 분해된 부품은 분해된 순서 로 정리하여, 조립시 혼돈을 일으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c) 베어링이나 권선등의 중요부분은 비닐이나 천 등으로 덮어 이물질의 침투나 외부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2) 분해 순서

① 전동기에 연결된 모든 배선의 분리 ② 부하와 전동기간 커플링 조립볼트의 해체

③ 전동기의 조임 볼트해제 ④ 분해 장소로 이동

⑤ 커플링의 분해 ⑥ 그리스 주입형 베어링의 경우 그리스 니플 분해

⑦ 단자박스, 팬커버, 팬분해 ⑧ 부하, 반부하측 베어링 커버 볼트 분해

⑨ 부하, 반부하측 브라켓 분해 및 내부 베어링 커버 분해. 브라켓을 분해하여 회전자가 공극만큼

떨어지게 하여 철심이나 권선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⑩ 고정자와 회전자의 분리.

모터를 정비 보관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충분히 주의하여 보관 관리해 주십시오.

(1) 모터를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

(a) 옥내의 통풍이 좋고 건조한 곳으로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급격한 기온변화가 없는 장소에 보관

해 주십시오 .

(b) 보관중에 미세한 진동이 있으면 보관중이라도 플레팅 현상에 의해 베어링이 손상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진동이 없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c) 사용개시 시에는 절연저항을 500V 메가로 측정하여 1MΩ 이상인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베어링

6. 분해 및 조립

7.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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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그리이스를 보급하든지 교체하여 주십시오.

(2) 모터를 부착하고 나서 운전할 때까지 보관하는 경우

(a) 습기 이물질의 침입, 외상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터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고, 건조제를 넣어서

충분한 보호를 하여 주십시오. 특히 단자 박스 부착 모터로 케이블을 단자박스에 인입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단자박스의 케이블 관통부가 무방비로 되기 때문에 덮게등으로 포장해

주십시오. 또 고정자 프레임 베이스 표면이 녹슬지 않도록 방청유나 그리이스로 도포해

주십시오.

(b) (1)-(b)와 동일한 설치 장소에 하여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c) 절연저항을 설치 후 운전할 때까지 1개월에 한번 정도 또 사용 개시시 측정하고 1MΩ 이상인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d) 그리스 노화는 운전하지않을 때에도 일어납니다. 운전중지중에 공기에 닿아 산화하거나

기름성분이 분리되는 등의 일이 있습니다. 또 사용 개시시에는 베어링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그리이스 보급을 하든지 교체해 주십시오. 회전자는 1개월에 한번 정도 손으로 돌려주고

그리이스의 윤활을 행하여 주십시오.

(e) 모터(옥외형 모터는 제외)는 옥내 보관이 원칙입니다만 일시적으로 어쩔수 없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는 빗물의 침입에 의한 절연 저항이 저하되거나 베어링 그리이스가 노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빗물에 젖지 않도록 덮게를 해 주십시오.

(3) 모터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라벨은 안전운전을 위해 꼭 부착되어 있어야 하므로 함부로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래 사용되어 내용의 파악이 어렵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구입한 전문점이나

당사 A/S로 문의하여 구입하여 부착하여 주십시오.

분해 손질은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1~2년에 1회 적은 곳에서는 5년에 1회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통상 일어나기 쉬운 고장과 책을 부표 "모터의 진단과 조기 책법" 에 정리 하 습니다.

이 이외의 간단히 고쳐지지 않는 고장, 외 어려운 점은 구입처 혹은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항상 문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지시간 단축을 위하여 예비기의 준비를 권장합니다.

본 제품의 무상 보증기간 은 설치 후 1년간입니다. (설치 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판의 생산

일자 기준으로 1년 6개월간 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보증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1) 사용자측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2) 아래의 설치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용시 주위 온도가 명판에 기재된 온도범위 일 것 (명판에 기재가 없는 경우 -10℃~+40℃임)

- 주위의 조건이 냉각 Fan 또는 통풍구주변이 공기의 흐름에 방해하지 않을 것.

- 정격 전압 및 정격 주파수에서 운전 할 것 .

- 기타사항은 명판 또는 보조 명판에 의할 것.

(3) 공급자 외에 개조 또는 수리에 의한 경우

(4) 그외 천재지변, 화재등으로 공급자측의 책임에 있지 않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납입품 단품의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고 납입품의 고장에 의해 발생된 손해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보증은 한민국 국내에 있어서만 유효 합니다.

8. 모터 고장의 원인과 그 책

9. 보증기간과 보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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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의 진단과 조기 응법

주 ) 1. ◎ 표시는 현상과 원인관계가 깊다. ○ 표시는 관계가 있는 것.

2. 이 경우는 그 근본적 원인을 조사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개폐기, 차단기, 기동기가 과열

보증기간 후의 조사 및 수리는 모두 유상입니다. 또 보증기간 중에 있어서도 상기 보증범위외의 이유에

의한 고장의 수리 및 고장원인 조사는 유상으로서 응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처 또는 전문점에 신청해

주십시오 .

10.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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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고장, 부품의 주문,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번거롭지만 다음 사항을 구입처 또는 당사

A/S로 문의 바랍니다.

�명판기재 사항 (1) 모델명 (2) 제조번호 (3) 형식 (4) 출력 (5) 극수

또한 명판내용이 불분명할 경우는 판정이 필요한 항목과 필요한 부품의 스케치도 (간단한 결합구조)를

첨부해 주십시오 .

�본 취급 설명서의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본 취급 설명서는 재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십시오.

�본 취급 설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취급 설명서의 내용에 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오기 누락 등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동 74번지 OTIS Elevator Korea

�서비스정보센터: 080-780-7000(수신자부담)

�고 객 상 담 실: 080-960-7700(수신자부담)

�홈 페 이 지: http://www.higenmotor.com

�모터사업 연락처

경인 업 TEL : (02) 6090-5004~08 FAX : (02)6090-5010

경북 업 TEL : (053) 740-8890~92 FAX : (053)740-8787 

경남 업 TEL : (051) 922-6040~03 FAX : (051)922-6049

창원공장 TEL : (055) 269-4192~96 FAX : (055)287-7251

�서비스연락

경인 TEL : (032) 570-0832 FAX : (032) 570-0836

공장 TEL : (055) 269-4181 FAX : (055) 269-4236

11. 문의시 유의사항

12. 그외

모터 서비스 및 문의사항 연락처

자료번호:7200KK60001-200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