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운영 및 정비 설명서 

농형 회전자가 있는 저전압 용 3상 비동기 모터, 슬립 링 

회전자가 있는 저전압 용 3상 비동기 모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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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정: 

 

KP./KPE./K1../K2../KU../KV../K4../K8.. 
BP./BPE./B1../B2../BU../BV../BE../BR. 
WE../W2../W4../WU../G1../G2../GS1.. 
YP./YPE./Y1../Y2../YE../YU.. 
S(R)../SG../SP./SPE./S1../S8.. 
CP./CPE./C1../R1../R2../RE.. 
AR./A1../A2../AU../AV../AE.. 

 

지령 2005 / 32 / EC 및 규정 640/2009호를 준수하는 모터는 유형 지정 전에 IEx 표시를 받으며 여기서 x = 1, 2, 3, 4 

(EN 60034-30에 따라)입니다. (예 IE3-W41R 132 S4). 

 

1. 일반 

다음 모터 시리즈에 대한 추가 설치, 조작 및 정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방폭형 3상 비동기 모터 (점화 보호 유형 “eb”, 

“ec”, “tb”, “tc”) 

– 브레이크 모터 
– 연기 추출 모터 

– 저전압 용 농형 회전자가 있는 3상 비동기 모터, 

보호 유형 IP 57S 

– 저전압 용 농형 회전자가 있는 수랭식 3상 비동기 

모터 

– 농형 회전자가 있는 단상 비동기 모터 

– 컨버터 작동을 위한 영구 여기 상태의 동기 모터 

– 자기저항 모터 
– 강제 환기 장치, 강제 공기냉각 모터 

 

모터 및 구동 장치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조작 및 

정비 지침 및 해당 보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손상 위험을 피하려면 별도로 동봉된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 및 정비 설명서에는 

모든 특수 응용 분야 및 특수 요구 사항이 있는 

영역과 관련된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 자신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2. 유자격자 

모터의 설치 작업, 시운전 및 조작은 자격을 갖춘 직원만 

수행해야 합니다. 설치 작업은 안전 규정, 사고 예방 규정, 

표준 공학 실무 (예: VDE 규정, 기준)에 대한 기술 교육, 

전문 지식 및 학교 교육으로 인해 숙련된 자격을 갖춘 

직원만 수행해야 합니다. 

 

– 표준 규정 
– 사고 방지 규정 
– 표준 엔지니어링 관행(예로 VDE 규정, 표준) 

 
 

자격을 갖춘 직원은 지정된 작업을 평가하고 가능한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필요한 작업과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장 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사용 목적 

이 모터는 해당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및 해당 기술 

문서에 제공된 용도로만 승인되었습니다. 다른 

용도나 추가 용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해당하는 모든 제품 문서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모터의 변경 또는 재구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터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외부 제품 및 부품들은 

제조업체에서 승인하거나 권장해야 합니다. 

 

1.4. 고지 사항 

이 설명서의 준수와 전기 모터의 설치, 작동, 사용 및 

정비에 사용되는 조건 및 방법은 제조업체가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잘못 설치하면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개인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적당한 설치, 잘못된 사용 및 유지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기술 데이터 및 삽화는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술 설명서는 

공급업체가 서면으로 확인한 후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5 EU 모터위원회 규정 번호 640/2009/EC   전기 

모터에 대한 유럽위원회 규정 번호 640/2009/EC는 

201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0.75kW 

~ 375kW의 전력 범위에서 2극, 4극 및 6극 저전압 

3상 비동기 모터에 대한 환경 디자인 요구를 

규제합니다. 

 

개별 환경 디자인 요구는 다음 시간표에 따라 

시행됩니다. 

– 2011년 6월 16일부터 모터는 본 규정의 부록 I 의 

1호에 정의된 효율 수준 IE2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 2015 년 1 월 1 일부터 정격 출력이 7.5 ~ 375 kW 인 

모터는 본 규정의 부록 I 의 1호에 정의된 효율 수준 

IE3 또는 IE2를 달성해야 하며. 속도 조절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2017년 1월 정격 출력 0.75 ~ 375kW 인 모든 

모터는 본 규정의 부록 I 의 1호에 정의된 효율 수준 

IE3 또는 IE2를 달성해야 하며 속도 조절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사용자가 IE3 모터 (고정 또는 

가변 속도) 또는 IE2 모터를 속도 제어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용자는 EU 규정의 요구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에 해당한 기호는 모터 제조업체가 

작성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와 특수 디자인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640/2009/EC 및 4/2014/EC를 참조하십시오. 

 

2. 설명 

모터는 IEC 34-1, EN 60034-1 및 기타 적절한 유럽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특수 규정 (예: 분류 

규정, 방폭 규정)을 준수하여 모터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주문 확인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급 범위를 

구성합니다. 

 

3. 효율 

효율은 EN 60034-2-1의 사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1kW 

미만의 모터의 경우 직접 측정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 

방법의 측정 불확도는“낮음”으로 평가됩니다. 

1kW 이상인 모터의 경우 개별 손실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 방법의 추가 손실은 잔여 손실로부터 결정됩니다. 이 

방법의 측정 불확도는 “낮음”으로 평가됩니다. EN 

60034-30을 준수하는 효율 및 효율 등급은 에너지 절약 

모터의 명판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4. 보호 등급 

모터의 보호 등급은 명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터에 

장착된 추가 장치의 보호 등급은 모터의 보호 등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터 설치 중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터를 야외에 설치하는 경우 (보호 등급 IP 44이상) 

기후의 직접적인 영향 (비를 직접 맞거나 눈이 내리고 

얼음이 형성되어 팬이 동결되는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5. 구조 유형 

모터의 구조 유형은 명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터는 

제조업체의 허가가 있고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 후에만 다른 유형의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직 축이 있는 구조 유형의 경우 사용자는 

이물질이 팬 카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운송 및 보관 

가능하면 모터는 밀폐된 건조한 장소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외부 보관은 짧은 시간 동안만 허용되며 기후의 

모든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모터는 

또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모터를 

팬 카울에 올려놓고 운반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운반시 적절한 리프팅 태클과 함께 모터의 아이 볼트나 

부착 아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 볼트와 부착 아이는 베드 플레이트, 기어 등의 추가 

부품 없이 모터를 들어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 후에 

아이 볼트와 부착 아이를 제거할 경우 탭 구멍은 보호 

표준에 따라 영구적으로 비워야 합니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 가동 중단 시간으로 인한 베어링 손상을 피할 수 

있도록 진동이 적은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의 보관 기간이 지나면 모터가 작동하기 

전에 그리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운송 안전 장치 제거 

운송 안전 장치 (롤러 베어링)가 있는 모터에서는 운송 

안전 장치의 고정을 위해 제공된 육각 머리 나사를 풀고 

운송 안전 장치와 함께 분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단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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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백에 포장된 베어링 커버 볼트를 베어링 

커버에 나사로 고정합니다.  

모터 유형에 필요한 경우 백에는 베어링 커버에 

나사를 끼우기 전에 베어링 엔드 실드 볼트에 

놓이는 잠금 와셔도 포함됩니다 

 
 

 운송 안전 장치를 제거한 후에는 해당한 조치로 

회전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운 

타임 손상 위험). 

 

운송 잠금 장치는 운송을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웨이트 리프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8. 설치 및 조립 

전기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안 표면에 

100 °C를 초과하는 온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터를 접근 가능한 영역에 설치하면 모터와의 

접촉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온도로 인해 민감한 

부품은 절대로 모터에 장착하거나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IM B14 및 IM B34 구성 유형에서는 아래 표에 

지정된 최대 사용 가능한 나사 깊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선이 손상됩니다. 

통풍구가 없어야 하고 냉각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적 도면에 명시된 최소 거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배출된 냉각 매체가 다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축단이 위로 향한 구조물의 경우 

사용자는 축에서 액체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축단의 키는 운송 및 보관 용 축 보호 슬리브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키가 밀려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축 슬리브로 

보호되는 키로 시동 또는 시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전동장치 부품 (커플 링, 피니언 또는 벨트 풀리 

등)은 풀온 장치를 사용하거나 축에 끌어당길 

부분을 가열하여 축에 끌어와야 합니다. 전동장치 

부품을 축에 끌어당기기 위해 축단에는 DIN 332 

Part 2에 따른 탭 센터링 구멍이 제공됩니다. 축, 

베어링 및 모터의 다른 구성 요소가 손상 될 수 

있으므로 망치로 쳐서 전동장치 부품을 축으로 

끌어와서는 안됩니다. 

 

축단에 장착되는 모든 부품은 모터의 균형 시스템(전체 

또는 반 키)에 따라 동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터의 회전자는 반 키와 균형을 이룹니다. 이것은 

명판에 있는 일련번호 뒤에 문자 H로 표시됩니다. 

일련번호 다음에 문자 F가 있는 모터는 전체 키로 

표시됩니다. 가능하면 모터를 진동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정밀 밸런스 모터의 경우 특별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사용자는 가동 

부품을 보호하고 작동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구동 

기계에 직접 연결하려면 특히 정확한 정렬이 필요합니다. 

 

 두 기계의 축은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심을 

사용하여 축 높이를 구동 기계의 높이로 조절해야 

합니다. 

 

벨트 드라이브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경 방향 힘으로 

인해 모터에 많은 응력을 줍니다.  

 

벨트 제조업체가 발행한 설명서 및 계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벨트 드라이브 치수를 결정할 때 우리의 

데이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터의 축단에서 허용되는 

반경 방향 힘은 벨트의 장력과 초기 장력에 의해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설치 중 벨트를 초기 장력 

조정하는 경우 벨트 제조업체의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원통형 롤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모터 축단에서 비교적 

큰 반경 방향 힘 또는 질량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베어링 배열”VL). 축단에서 최소 반경 방향 힘은 허용 

반경 방향 힘의 1/4이어야 합니다. 허용 축단 하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 선택 데이터의 표와 

다이어그램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경 방향 힘이 최소값 아래로 떨어지면 몇 시간 

내에 베어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짧은 기간 동안만 무부하 상태로 실행됩니다. 

 

표에 나열된 플랜지형의 나사 구멍은 관통 구멍입니다 

(유형 IM B14, IM B34). 

모터 권선의 돌출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표에 따라 최대 허용 탭 깊이를 관측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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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형  

(EN 50347) 

구형 플랜지형 

(DIN 42948) 

탭 깊이 

(mm) 

FT65 C80 6.5 

FT75 C90 8 

FT85 C105 8.5 

FT100 C120 8 

FT115 C140 10 

FT130 C160 10 

FT165 C200 12 

FT215 C250 12 

 

플랜지 부착이 없는 IM B34 유형의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지정된 보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관통 구멍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 절연 확인 및 그리스와 베어링의 교체 

모터를 처음 시운전할 때, 특히 장기간 보관한 

후에는 권선의 절연 저항을 접지와 위상 사이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검사는 정격 전압을 사용하지만 

500V이상이어야 합니다. 

 

측정하는 동안과 측정 직후에 위험한 전압이 

단자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자를 만지지 말고 절연 저항계의 

조작설명서를 철저히 따르십시오! 

 
 

정격 전압 UN에 따라 권선 온도 25 °C에서 다음 

최소값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격 출력  PN (kW) 정격 전압(kΩ/V)을 

참조한 절연 저항 

1 < PN <=10 6.3 

10 < PN <=100 4 

100 < PN  2.5 

최소값이 낮은 경우 절연 저항이 필요한 값에 도달할 

때까지 권선을 제대로 건조시켜야 합니다. 

장기간 보관한 후 모터를 시운전할 때 베어링 그리스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경화 및 기타 이상이 있으면 그리스를 

교체하십시오.  

배송 후 3 년이 지난 후에 제조업체에서 모터를 

시운전하려면 베어링 그리스를 항상 교체해야 합니다. 

덮거나 또는 밀봉된 베어링이 있는 모터의 경우, 

베어링은 4 년의 저장 기간 후에 항상 동일한 유형의 새 

베어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10. 모터 연결 

유효한 안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연결해야 합니다. 

 독일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명판 지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터의 단자함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때 특히 

주의하십시오. 연결 나사의 너트는 강제로 조여야 합니다. 

전원 라인을 연결하기 전에 기존 모터 연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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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함 개요 
 

단자함 유형 단자판 정격 전류 [A] 연결 나사 조임 토크 [Nm] 

KA 05 K1M4 30 나사 1.8 ± 0.2 

KA 05-13 K1M4 30 M4 1.8 ± 0.2 

KA 05-13 K1M5 30 M5 2.4 ± 0.2 

KA 25 A SB 5 25 M5 2.5 ± 0.5 

KA 25 A SS SB 5 25 M5 2.5 ± 0.5 

K 63/25 A SB 5 25 M5 2.5 ± 0.5 

KK 63 A SB 6 63 M6 4 ± 1 

KK 100 A SB 8 100 M8 7.5 ± 1.5 

KK 200/100 A SB 8 100 M8 7.5 ± 1.5 

KK 200 A SB 10 200 M10 12.5 ± 2.5 

KK 400 A SB 12 400 M12 20 ± 4 

KK 400 B KA 12 400 M12 20 ± 4 

KK 400 B KA 16 630 M16 30 ± 4 

KK 630 A KLP 630-16 630 M16 30 ± 4 

KK 630 A KLP 630-20 630 M20 30 ± 4 

KK 1000 A KLSO 1000 1000 전류 바 - 

 

11. 시운전 

안전 규정을 자세히 준수하십시오. 모든 작업은 모터에 

전압이 없는 경우에만 수행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숙련된 기술자가 유효한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처음에 전원 상태(전압 및 주파수)를 모터의 명판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해야 합니다. 연결 케이블의 치수는 

모터의 정격 전류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모터의 연결 

지점은 EN 60034-8(VDE 0530 Part 8)에 따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24미만.  

이 설명서에 인쇄된“3상 모터 연결을 위한 연결 

다이어그램”은 연결 방법에 따라 기본 디자인의 

3상 모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연결 

다이어그램입니다. 다른 모든 버전의 경우 특수 

회로도는 단자함 커버 내부에 접착되거나 단자함에 

배치됩니다.  

보조 및 보호 장치(예: 결로 방지 히터)의 연결을 

위해 추가 단자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본 

단자함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모터의 관련 공칭 값(≈1.05 Inom)에 따라 설정된 

과전류 보호 장치로 모터를 항상 시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손상된 권선에 대한 보증 청구가 

무효가 됩니다. 모터를 처음 연결하기 전에 권선과 

접지 사이 및 위상 사이의 절연 저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섹션 9 참조). 장기간 보관한 후에는 

절연 저항을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모터를 구동 

기계에 연결하기 전에 모터의 회전방향을 확인하여 구동 

기계의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전력선이 위상 시퀀스 L1, L2, L3에서 U, V, W로 연결된 경우 

회전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드라이브 싸이드 DS의 축단을 

보십시오). 두 개의 단자가 변경되면 회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즉, L1, L2, L3에서 V, U, W). 회전방향이 하나인 

기계의 경우 필요한 회전방향이 기계에서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단자판 볼트의 허용 가능한 조임 토크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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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단자함, 종단차페체, 베어링 커버) 시리즈 W .. 및 K..의 조임 토크 56 ~ 132T 

 

유형 구성 유형 종단 차페체 고정 베어링 커버 단자함 

W.2,  

KPE 및 

K21 

W1,  

KP 및 

K20 

DS NS DS NS 또는 어뎁터 커버 

볼트/볼트 MA용 조임 토크 

63 56  
 

모두 

M4 
2.0 Nm 

M4 
2.0 Nm 

M 4 1.5Nm 

(W 및  K용, 

100L M5 
2.0Nm) 

 
 

M 4 
1.5Nm 

 
 
 
 
 
 
 

M 5 
2.0 Nm 

 
 
 
 
 

M 5 
1.0 Nm 

71 63 

80 71 M 5 
4.0 Nm 

M 5 
4.0 Nm 90 80 

100L 90 M6 
7.0 Nm 

M6 
7.0 Nm 

100 
LX 112 

100 B3 M8 
10.0 Nm 

 
 
 

M8 
10.0 Nm 

 
 
 

M 5 
2.0 Nm 

 
 
 

M 5 
2.0 Nm 

B5, B14 M8 
15.0 Nm 

132 S.. T  B3, B14 
FT130 

M8 
10.0 Nm 

 
M 4 

2.0 Nm B5, B14 M8 
15.0 Nm 

 
 

볼트(단자함, 종단차페체, 베어링 커버) 시리즈 W .. 및 K..의 조임 토크 112 ~ 355 
 

나사 Ø M5 M6 M8 M10 M12 M16 M20 

종단차페체 - - 25 45 75 170 275 

베어링 커버 5 8 15 20 20 - - 

단자함 - 4 7.5 12.5 - 20 - 

 

단자함을 닫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결선도에 따라 연결되었습니다 

– 모든 단자함 연결이 조여졌습니다 

– 공기 경로의 모든 최소값이 유지됩니다 

(8mm이상 최대 500V, 10mm이상 최대 750V, 

14mm이상 최대 1000V) 

– 단자함 내부는 깨끗하고 이물질이 없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 인입구는 비워져 잇고 실이 

있는 나사형 플러그는 조여졌습니다. 

– 단자함 커버의 실은 깨끗하고 단단히 접착되어 있으며 

모든 밀봉면은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여 적절한 보호 

수준을 유지합니다. 

 

모터를 시동하기 전에 모든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지, 기계가 제대로 설치 및 정렬되었는지, 

모든 고정 부품 및 접지 연결이 조여 졌는지, 보조 

및 추가 장치가 기능적으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키가 밀리지 않도록 두번째 축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모터를 부하 없이 연결해야 합니다. 

모터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비정상적인 소음이 

없으면 작동 기계의 부하가 모터에 적용됩니다. 

 

모터가 시동될 때 모터에 작동 기계가 장착된 경우 전류 

소비를 검사하여 주전원에서 발생하는 과부하 및 

불균형을 즉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스타터는 시동하는 동안 항상 시작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슬립 링 모터를 사용하면 브러시의 올바른 

작동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스파크가 없어야 합니다. 

엔코더, 브레이크 같은 부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해당 작동 

및 정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12.1 정비 

안전 규정, 특히 절연, 재 연결 방지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참조하어 전원에 연결된 모든 구성요소가 죽은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정비 작업을 위해 모터를 주전원에서 분리해야 하는 

경우 기존의 보조 회로(예: 결로 방지 히터, 강제 

통풍장치, 브레이크)도 주전원에서 분리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비 작업 중에 모터를 분해하려면 센터링 숄더의 

밀봉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모터를 재 조립할 때 적합한 

밀봉제를 사용하여 모터를 다시 밀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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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기존 구리 밀봉 와셔는 항상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 간접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제때에 결함을 

발견하고 제거하려면 신중하고 정기적인 정비, 

검사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응용 분야에 대해 

개별 작동 조건을 정의할 수는 없으므로 나열된 항목은 

방해받지 않는 작동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조정할 때는 개별 현지 조건(오염, 하중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간 조건 

첫번째 검사 약 500시간 작동 후 늦어서 반년 

공기 순환 및 모터 표면 

제어 

지역 환경 오염에 따라 
 

재 윤활(옵션) 명판 또는 윤활 표시 참조 
 

주요 점검 약 10,000시간 작동 후 일년에 한번 

응축수 제거 지역 환경 조건에 따라 
 

 

 
 

12.2 검사 
12.2.1 초기 검사 

요구 사항에 따라 모터의 초기 점검은 약 500시간의 

작동 후에 구성되어야 하지만 작동 시작 후 반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모터 정지시 다음과 같은 검사가 

수행됩니다. 

a) 기초 점검. 침전과 같은 균열이나 다른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모터가 작동할 때 다음과 같은 검사가 수행됩니다. 

a) 전기적 특성을 점검하십시오. 

b) 베어링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모터 작동 중 허용 

베어링 온도가 초과되는지 검사합니다. 

c) 작동 소음을 확인하십시오. 모터가 작동 중일 때 

저소음 작동이 더 나쁜지 점검합니다. 

검사 결과 정비 설명서에 지정된 값과 다른 결과가 

있거나 다른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12.2.2 주요 점검 

요구 사항에 따라 모터의 주요 검사는 약 10,000시간 

작동 후 매년 구성해야 합니다. 

모터 정지시 다음과 같은 검사가 수행됩니다. 

a) 기초 점검 침전과 같은 균열이나 다른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b) 모터 정렬을 점검하십시오. 모터 정렬은 주어진 

공차 내에 있어야 합니다. 

c) 고정 볼트를 점검하십시오. 기계 및 전기 

연결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볼트를 

조여야 합니다 (11장 시운전의 볼트 조임 

토크 표 참조).  

d) 케이블과 절연 재료를 점검하십시오. 케이블과 

사용된 절연 재료가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색되거나 타지 않아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 파손, 금이 가거나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e) 절연 저항을 점검하십시오. 권선의 절연 저항을 

측정해야 합니다. 정비 설명서(9 장)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f) 모터의 그리스 품질 및 베어링 유형에 따라 

10,000 작업 시간 후에 그리스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13장  베어링 및 윤활 참조). 그 외에도, 

마찰 베어링에 필요한 재 윤활 기간은 검사 기간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모터가 작동할 때 다음과 같은 검사가 수행됩니다. 

a) 전기적 특성을 점검하십시오. 
b) 베어링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모터 작동 중 허용 베어링 온도가 초과되는지 

검사합니다. 

c) 작동 소음을 확인하십시오. 모터가 작동 중일 때 

저소음 작동이 더 나쁜지 점검합니다. 

검사 결과 정비 설명서에 지정된 값과 다른 결과가 

있거나 다른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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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베어링 및 윤활 

표준 디자인의 모터 롤러 베어링은 공장에서 마찰 방지 

베어링 그리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는 베어링 제조업체의 밀봉 베어링 사용)  DIN 

51825에 따라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VEM motors GmbH : 
 

모터 유형 그리스 지정 DIN 51825에 

의한 디자인 

온도 범위(°C) 

열 클래스 F  열 클래스 H 상승 F 

표준, TII, AS, NS, VL, LL 

해양 디자인 (SS) 연기 배출 디자인 

 

 
아 소닉 GHY 72 

 

 
KE2R-40 

 

 
-40 ~ +180 

저온 용 아 소닉 GLY 32 KPE2N-50 -50 ~ +140 

고온의 경우, 열 등급 H 

상승 H 

롤러 테이블 모터 ARB, ARC 연기 

배출 디자인 

 

베루 토스 FH 28 KN 

 

KHC1R-30 

 

-30 ~ +180 

재 윤활 장치가 있는 VIK를 

준수하는 발전소 디자인 모터 

 
High-LUB LM 3 EP 

 
KP3N-30 

 
-30 ~ +140 

매우 높은 주변 온도 배리어 타 L55 / 3 - -25 ~ +260 

고객 요구 VEM의 디자인 부서와 상의한 후에만 

 

VEM motors Thurm GmbH : 
 

모터 디자인 그리스 지정 
DIN 51825에 의한 

지정 

온도 범위(°C) 

열 등급 F 

사용된 F에 따른 열 등급 H 

해양 디자인 

 

아 소닉 GLY 32 

 

KEHC2N-50 

 

-50 ~ +140 

저온 용 아이소 플렉스 PDL 

300 A 

KE1/2G-70 -70 ~ +110 

고온 용 

사용된 H에 따른 열 등급 H, 연기 배출 

디자인 

철도 디자인 

 
Klüberquiet 

BHQ 72-102 

 

KE2/3R-40 

 

-40 ~ +180 

매우 높은 주변 온도 Barrierta L55/3 - -25 ~ +260 

고객 요구 VEM의 디자인 부서와 상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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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부하 및 기후 조건에서 그리스의 품질은 2극 

디자인으로 약 10,000 서비스 시간 및 다중 극 

디자인으로 20,000 서비스 시간 동안 모터 작동을 

보장합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 마찰 방지 베어링 

그리스를 다시 채워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제한 

전에도 그리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동 시간에 

관계없이 베어링 자체 또는 영구 윤활 베어링의 

그리스는 그리스의 윤활성 감소로 인해 4년 후 최신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표시된 서비스 시간수는 정격 

속도에서 작동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인버터 급전을 사용할 때 온도가 높아져서 표시된 재 

윤활주기가 25% 줄어 듭니다. 

 

 
 인버터를 통해 모터를 작동하는 동안 공칭 속도가 

초과되면 재기동 주기는 모터 속도의 증가와 반대 

비율로 대략 감소합니다. 

적절한 솔벤트를 사용하여 철저히 청소한 후에만 

베어링을 교체하십시오. 동일한 유형의 그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를 교체할 때는 모터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것과 동등한 유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은 여유 공간의 약 2/3까지만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로 베어링 및 베어링 커버를 완전히 채우면 

베어링 온도가 상승하여 마모가 증가합니다. 

 

리그 리싱 기능이 있는 베어링의 리그 리싱은 모터가 각 

모터에 필요한 그리스 양을 사용하여 작동할 때 그리스 

니플에서 수행됩니다. 그리스 교체 간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프레임 크기 2극 

디자인 

4극 

이상으로 

디자인 
IEC/DI

N 

시리즈 

시리즈 

Transnorm 

132 ~ 

280 
100 ~ 250 2,000 

시간 

4,000 

시간 

315 280 ~ 315 2,000 

시간 

4,000 

시간 

355 - 2,000 

시간 

3,000 

시간 

그리스 교체에 필요한 그리스 양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 교체의 경우 그리스 

윤활관이 여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그리스 양이 약 두 배가 

필요합니다). 사용한 그리스는 외부 베어링 캡의 그리스 

챔버에 수집됩니다. 약 5번 그리스를 교체한 후 이 오래된 

그리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 검사 작업으로). 

 

롤러 베어링에 필요한 재 윤활 기간은 점검 기간과 

다르므로 별도로 관찰해야 합니다! 

최대 크기 315M의 모터에는 수명 윤활 기능이 있는 롤러 

베어링이 표준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기 315 

MX이상에서 소형 모터를 옵션으로 주문할 수 있는 윤활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베어링 및 재 윤활에 대한 

정보는 일반 설치, 정비 및 운영 설명서 또는 명판 또는 재 

윤활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터를 정지한 상태에서 정비 작업(윤활 없이)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계가 재 연결되지 않았는지,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름, 윤활제 및 세제 사용에 대한 제조업체의 

보안 조언 및 사고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접한 라이브 부품을 덮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결로 방지 가열과 같은 보조 회로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위 없음). 응축수 배출 구멍이 있는 디자인 

버전의 경우, 재 잠금 전에 배출 플러그 나사에 

적합한 밀봉제(예 : Epple 28)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리즈 

Transnorm 

크기 

전체 길이 극수 그리스 양 

(cm3) 

IEC / 

DIN 

시리즈 

크기 

전체 길이 극수 그리스 양 

(cm3) 

D-end N-end D-end N-end 

112 모두 10 10 132 M4, MX6 17 17 

132 모두 17 17 160 L2, MX2, L4, 6, 8 23 20 

160 모두 23 20  M2, L4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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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 23 23 180 M4, L6, 8 23 20 

≥ 4 31 31  
200 

L2, L4, 6, 8, LX6 31 23 

 
200 

2 31 31 LX2 31 31 

≥ 4 35 31  
225 

M2 31 31 

 
225 

2 35 35 M4, 6, 8, S4, 8 35 31 

≥ 4 41 35  
250 

M2 35 35 

 
250 

2 41 41 M4, 6, 8 41 35 

≥ 4 52 41  
280 

2 41 41 

 
280 

2 52 52 ≥ 4 52 41 

≥ 4 57 52  
 

 
315 

S, M2 52 52 

 

 
315 

S2 57 52 S, M ≥ 4, MX2 57 52 

M, L, LX2 57 57 MY, L, LX2 57 57 

S4, 6, 8 64 52 MX4, 6, 8 64 52 

M, L, LX4, 6, 8 78 57 MY, L, LX4, 6, 8 78 57 

 

355 

2 57 57  

355 

2 57 57 

4 90 57 4, 6, 8 90 57 

6, 8 9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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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기 보관 (12 개월 이상) 

장기 보관은 실내 온도가 -20 °C이하, + 40 °C 이하인 

진동이 없는 건조한 실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저장 

환경에는 강한 가스, 증기, 먼지 및 염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모터는 원래 포장 상태로만 이동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팬 커버에 모터를 세워 보관 및 운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축단 및 플랜지와 같은 보호되지 않은 

금속 표면은 기존의 공장에서 제공한 임시 부식 방지 

외에도 장기간 부식 방지를 위한 도구를 가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결로로 인해 모터가 습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습도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런 다음 밀폐된 

플라스틱 호일에 특수 포장이 필요하거나 건조제가 있는 

플라스틱 호일에 대체 포장이 필요합니다. 건조제 봉투도 

단자함에 넣으십시오. 

운송을 위해 모터의 아이 볼트/부착 아이를 적절한 

리프팅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아이 

볼트/어태치먼트 아이는 파운데이션 플레이트, 기어 

등과 같은 추가 장착 없이 모터를 들어올리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강화 베어링이 있는 모터에는 운송 

안전장치가 제공됩니다. 축단의 운송 안전장치는 모터 

설치 중 및 전원을 켜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15. 슬립 링 접촉 시스템 

슬립 링 접촉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운전 직후 약 50작동 시간 간격으로 슬립 링을 2-3 회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정기적인 정비는 관련 

작동 조건에 따라 간격을 두고 수행해야 합니다. 

슬립 링의 표면에는 얇은 녹청 층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녹청 층은 100 ~ 500시간의 작동 

후에 형성된다. 슬립 링 표면에 심한 스코어링이나 

번트가 발생하면 청소 또는 재가공을 통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약간의 스코어링이 나타나면 

재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본 브러쉬의 압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력은 18.5 kPa와 24 kPa 사이 여야 

합니다. 브러시를 교체할 때는 항상 동일한 유형의 

브러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카본 브러쉬는 반드시 고정되여야 합니다. 

박스형 브러시 홀더를 사용하면 카본 브러시가 

오염으로 인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본 브러시는 자연스럽게 마모되며 마모는 

1,000시간 작동시 3 ~ 5 mm에 이를 수 있습니다. 

 

16. 응축수 배출 

모터 내부에 결로가 발생하여 결로 수가 발생할 수 

있는 설치 장소에서는 축적된 결로 수가 엔드 

실드의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 개구부를 통해 

정기적으로 배수되어야 합니다. 이후 개구부를 

다시 닫아야 합니다. 
 

17. 청소 

냉각 공기의 영향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터의 모든 

부분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과 기름이 없는 압축 공기로 기계를 

청소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통풍구와 리브 사이의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마모되어 모터 내부 또는 슬립 링 

공간에 쌓인 먼지는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가동되는 기계의 정기 점검에 전기 모터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8. 보조 장치 

옵션으로 모터에 보조 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18.1 열 권선 보호 기능이 있는 모터 

고정자 권선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터에 

열전쌍(PTC 서미스터, KTY 또는 PT 100)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위해 보조 회로에 적합한 보조 

클램프가 기본 단자함 또는 추가 단자함에 제공됩니다. 

연결은 첨부된 연결 다이어그램에 따라 수행됩니다. 

 

테스트 램프, 핸드 제너레이터 등을 사용한 

서미스터 센서 회로의 연속성 테스트는 센서를 

즉시 파괴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센서 회로의 냉기 저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약 

20 °C에서) 측정 전압이 2.5V DC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4.5 V DC 공급 전압의 Wheatsone 브리지를 

사용하여 측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서 회로의 

냉간 저항은 810 Ohms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고온 

저항의 측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 와인딩 보호 기능이 있는 모터를 사용하면 열 

권선 보호 기능이 반응할 때와 모터 냉각 후 

모터 자동 재 연결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8.2 결로 방지 난방장치 

입력 공급 전압은 모터의 명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자함 또는 보조 단자함에 연결하기 위해 보조 

회로에 적합한 클램프가 제공됩니다. 연결은 첨부된 

연결 다이어그램에 따라 수행됩니다. 결로 방지 

난방장치는 모터를 분리한 후에만 켜야 합니다. 모터 

작동 중에는 전원을 켜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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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강제 환기 장치 

강제 환기 장치는 메인 모터 작동시 손실된 열을 

방출합니다. 메인 모터를 작동하는 동안 강제 환기 

장치의 모터를 켜야 합니다. 메인 모터를 분리한 

후에는 온도에 따라 강제 통풍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회전방향에 의존하는 강제 통풍 장치가 있는 

모터의 경우 회전방향을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회전 마크 참조). 제조업체에서 승인한 강제 환기 

장치만 사용해야 합니다. 강제 통풍 장치는 단자함 

내부에 제공된 연결 다이어그램에 따라 연결해야 

합니다. 

 

19. 보증, 수리, 예비 부품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우리의 계약 

작업장에서만 보증 기간 동안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수리는 

이 작업장의 숙련된 직원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청시 

제조업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비 부품은 이 

작동 및 정비 설명서의 25 섹션 “모터 디자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수행된 

정비( “정비”섹션에 설명 된대로)는 보증 조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 측의 계약 

보증 책임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20. 전자기 호환성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모터로서  EMC 표준과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검사되었습니다. 장치 또는 설비 전체가 관련 

전자기 호환성 표준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은 장비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21. 문제 해결 

일반적인 기계적 및 전기적 결함은 26 섹션 “결함 정리”의 

스케줄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함을 수정할 때 모든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22. 단자판 회로 

축단이 하나만 있거나 직경이 다른 두 개의 축단이 있는 

기계의 경우 회전방향은 사람이 유일하거나 두꺼운 축단의 

전단을 보는 경우 볼 수 있는 회전방향입니다. 

각 모터마다 올바른 연결 다이어그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결해야합니다. 보조 회로 

연결에 대해서는 추가 연결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십시오. 

 

23. 처분 

모터를 폐기할 때는 해당 국가 법률을 준수하십시오. 

또한 모든 기름 및 그리스는 폐유 법령 

(Altölverordnung)에 따라 폐기되도록 주의를 

돌리십시오. 모터는 용액, 콜드 클리너 및 페인트 잔류 

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재료는 재활용하기 전에 분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회주철(하우징), 강철(축, 고정자 

및 회전자 시트 및 소모품), 알루미늄(회전자), 

구리(권선) 및 플라스틱(예 : 폴리 아미드, 폴리 

프로필렌 등의 절연 재료)입니다. 인쇄 회로 기판 

(인버터, 인코더 등)과 같은 전자 부품은 별도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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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상 모터 연결을 위한 연결 다이어그램 ( 

Schaltbilder zum Anschluss von Drehstrommotoren, Connection diagrams for the connection of 
threephase motors, Schémas de connexion des moteurs triphasés, Schakelschema's voor de aansluiting 
van draaistroommotoren, Kredsløbsdiagrammer til tilslutningen af trefasede motorer) 

 
단일 속도 농형 모터: 단일 속도 농형 모터: 

Δ 저전압  Y 고전압 

단일 속도 농형 모터: 단일 속도 농형 모터: 

Δ 저전압  Y 고전압 

단일 속도 농형 모터: 단일 속도 농형 모터: 

Δ 저전압  Y 고전압 

단일 속도 농형 모터: 단일 속도 농형 모터: 

Δ 저전압  Y 고전압 

단일 속도 농형 모터:  Δ 저전압 Y 고전압 

 
 
 
 
 
 
 
 
 
 
 
 
 
 

슬립 링 모터 

Δ 저전압 Y 고전압 

슬립 링 모터 

Δ 저전압 Y 고전압 

슬립 링 모터 

Δ 저전압 Y 고전압 

슬립 링 모터 

Δ 저전압 Y 고전압 

슬립 링 모터 

Δ 저전압 Y 고전압 

 

고정자 

 
스타 델타 스위치 연결: 

브리지가 없는 스타 델타 스위치의 경우, 스위치 

구성표에 따라 연결 

 

 

          

 

 

 

 

 

 
 
 
 

열 권선 보호 기능이 있는 모터 

위와 같이 단자판 연결. 

트립 장치의 연결 다이어그램에 따라 연결됩니다. 

열 와인딩 보호 기능이있는 모터 

위와 같이 단자판 연결. 

트립장치의 연결 다이어그램에 따라 

연결됩니다.열 와인딩 보호 기능이있는 모터. 

위와 같이 단자판 연결.  

 트립장치의 연결 다이어그램에 따라 연결됩니다. 

열 와인딩 보호 기능이있는 모터. 위와 같이 

단자판 연결. 트립장치의 연결 다이어그램에 

따라 연결됩니다. 열 와인딩 보호 기능이있는 

모터. 위와 같이 단자판 연결. 트립장치의 연결 

다이어그램에 따라 연결됩니다. 

 

 

회전자 

단자 또는 브러시 홀더의 유형에 따라 회전자 연결 

단자 또는 브러시 홀더의 유형에 따라 회전자 연결 

단자 또는 브러시 홀더의 유형에 따라 회전자 연결 

단자 또는 브러시 홀더의 유형에 따라 회전자 연결 

단자 또는 브러시 홀더의 유형에 따라 회전자 연결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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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모터의 구조 
 

측정 지정 

1.01 종단차페체 구동 단부 

1.02 베어링 커버, 구동 단부, 외부 

1.03 베어링 커버, 구동 단부, 외부 

 
1.04 

디스크 스프링 / 웨이브 와셔, 구동 단부, 
롤러 베어링 용이 아님 

1.05 마찰 방지 베어링, 구동 단부 

1.06 V 형 회전 실, 구동 단부 

1.07 플랜지 종단차페체 

1.08 펠트 링, 구동 단부 

2.01 종단차페체 비 구동 단부 

2.02 베어링 커버, 비 구동 단부, 외부 

2.03 베어링 커버, 비 구동 단부, 내부 

2.04 마찰 방지 베어링, 비 구동 단부 

2.05 V 형 회전 실, 비 구동 단부 

2.06 웨이브 와셔, 비 구동 단부 (또는 구동 단부) 
 

2.08 펠트 링, 비 구동 단부 

3.01 모터 피트 1 쌍 

3.02 팬  

3.03 팬 카울, 플라스틱 

3.04 팬 카울, 강판 

3.05 캐노피가 달린 팬 카울 

3.06 리프팅 볼트 

4.01/4.02 단자함 커버 

4.03/4.04 단자함 커버 개스킷 

4.05/4.06 단자함 베이스 

4.07 단자함 베이스 개스킷 

4.08 단자판 

4.09 케이블 눌림쇠 

4.10 눌림쇠 개방 용 나사 플러그 

4.11 열 권선 보호용 케이블 눌림쇠 
 

4.12 열 권선 보호를 위한 단자 

4.13 집게 

4.14 밀봉 재료 

4.15 어댑터 플레이트 

4.16 플랫 단자함 

4.17 표준 부품 가방 

5.01 회전자, 완료 

6.01 그리스 스 로커 링, 구동 단부 

6.02 그리스 스 로커 링, 비 구동 단부 

6.03 래비린드 눌림쇠, 구동 및 비 구동 단부 
 

6.04 안내 원반, 구동 단부 

6.05 안내 원반, 비 구동 단부 

7.01 슬립 링이 있는 슬립 링 회전자 

8.01 브러쉬 홀더 

8.02 솔 막대를 가진 솔 운반 대판 

8.03 보호 커버 슬립 링 컴 파트먼트 

8.04 보호 커버 개스킷 

8.05 팬 카울 커버 

9.01 회전자 단자함 용 단자함 커버 

9.02 회전자 단자함 용 단자함 커버 개스킷 
 

9.03 회전자 연결 용 단자함 

9.04 회전자 연결 용 단자함 베이스 

9.05 회전자 연결 용 케이블 글 랜드 

9.06 회전자 단자함 용 어댑터 플랜지 

9.07 회전자 연결 용 스크류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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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형 회전자/기본 버전 K2.R 56 – 132T의 3상 비동기 모터 (예: 제공되는 버전은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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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비동기 모터/기본 버전 K1.R / K2.R 132 – 355 132 – 355 (예: 제공되는 

버전은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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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립 링 회전자/기본 버전 S11R / SPER, S11H / SPEH가 포함 된 3상 비동기 모터 (예: 제공되는 버전은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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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문제 해결 
26.1 전기적 결함 

 

모터가 시동되지 않습니다 

  
모터가 힘들게 가동한다 

 

시동 중 웅웅거리는 소리 

 

작동 중 웅웅거리는 소리 

 

이중 슬립 주파수의 흠 

 

무부하 작동시 과도한 예열 

 

정격 출력에서 과도한 예열 

 

개별 권선 섹션의 과도한 예열 

 

고장 원인, 수리 조치 

 

 과부하, 부하 감소 

 
 전원 컨덕터의 위상 중단. 

스위치와 전원 컨덕터를 점검하십시오. 

 

전원 컨덕터의 위상 중단. 

 스위치와 전원 컨덕터를 점검하십시오. 

 
 전원 전압이 너무 낮음, 주파수가 너무 높음. 전원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전원 전압이 너무 낮음, 주파수가 너무 높음. 전원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고정자 권선이 잘못 연결됨. 권선 연결을 점검하십시오. 

 
 층간 단락. 권선 및 절연 저항을 확인하고 공인 서비스 워크샵에서 수리하십시오. 

 
 상간 단락. 권선 및 절연 저항을 확인하십시오. 

공인 서비스 워크샵에서 수리하십시오. 

 

농형 권상에서 중단. 공인 서비스 워크샵에서 수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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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26.2 기계적 결함 

 

끌리는 소리 

  
과도한 워밍업 

 

강한 진동 

 

과열 베어링 

 

베어링 소음 

     고장 원인, 수리 조치 

 회전하는 부품이 끌림. 원인을 확인하고 부품을 다시 정렬하십시오. 

 
 공기 공급이 감소됨. 환기 통로를 점검하십시오. 

 
 회전자의 불균형. 회전자를 분리하고 다시 설치하십시오. 

 
 회전자가 작동하지 않음. 축이 변형됨. 회전자를 분리하고 제조업체와 추가 조치를 조정하십시오. 

 

 
 불완전한 정렬. 모터와 작동 기계를 정렬하고 커플 링을 확인하십시오. 

 
 연결된 기계의 불균형. 연결된 기계를 재조정하십시오. 

 
 연결된 기계에서 충격. 연결된 기계를 점검하십시오. 

 
 기어에서 이상 발생. 기어를 점검하고 수리하십시오. 

 
 기초와의 공명. 상담 후 기초를 강화하십시오. 

 
 기초에서 변화가 잇음.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며 기계를 다시 정렬하십시오. 

 
 베어링에 그리스가 너무 많음. 과도한 그리스 제거하십시오. 

 
 냉각수 온도가 40 °C 이상 올라감.  적합한 그리스로 베어링을 교체하십시오. 

 
 V 형 회전 실 또는 감마 고리가 

끌림. 

 

V 형 회전 실 또는 감마 고리를 교체하고 규정된 설치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윤활이 부족함. 설명서에 따라 그리스를 치십시오. 

 
 베어링이 부식됨. 베어링을 교체하십시오. 

 
 베어링 간극이 너무 작음.  간극이 큰 베어링을 사용하십시오. 

 
 베어링 간극이 너무 큼.   간극이 작은 베어링을 사용하십시오. 

 
 베어링 트랙에 채터 마크.  베어링을 교체하십시오. 

 
 정지 마크 베어링을 교체하십시오. 

 
 원통형 롤러 베어링이 저 

부하에서 작동.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베어링을 교체하십시오. 

 
 커플 링 푸시 또는 풀. 모터 및 구동 기계를 다시 정렬하십시오. 

 
 벨트 장력이 너무 높음. 설명서에 따라 벨트 장력을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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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링이 정렬되지 않았거나 응력이 가해짐.  베어링 보어를 확인하고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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