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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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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본 매뉴얼은 다음 모델의 HOYER 표준 비동기 전동기에 적용됩

니다:

HMA3, HMC3, HMA2, HMC2, HMD, HMT, MS, Y2E1, Y2E2, YDT

이러한 전동기는 IEC/EN 60034-1 및 IEC/EN 60072 기준에 따라 

제조합니다.

전동기 정격 환경 온도 범위는 -20°C～ + 40°C이며 현장 고도범위

는 ≤해발 1000미터입니다.

저압 전동기는 기계 설치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2014/35/EU 저

압 기준에 근거하여 유럽 합격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운송과 보관
제품을 받은 후 즉각 전동기 외관의 훼손 상태를 검사하고, 

훼손되었을 경우 바로 운송대리업체에 통지하기 바랍니다. 

모든 명판 데이터를 검사한 후 전동기 요구사항과 비교하십시오. 

손으로 축을 돌려 보아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시 운송잠금을 

해지하십시오.

또한 내부 운송시 혹은 설비 설치시 반드시 다시 운송잠금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동기는 반드시 실내의 건조하고 진동이 없으며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전 반드시 나사를 견고히 조이시기 바랍니다. 훼손된 나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전 반드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동기 위의 링이 기타 설비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전동기를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시험 사용 전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그 값이 25°C에서 ≤10MΩ이면 

코일을 반드시 건조시켜야 합니다. 

절연 저항 참고값은 전동기 온도가 20°C씩 오를 때마다 균일하게 

배분됩니다.

정기적으로 손으로 회전축을 회전시켜 유지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설치

전동기는 반드시 안정되고 깨끗하며 평평한 기반위에 설치하기 
바랍니다. 

기반은 충분한 강성을 구비하도록 하여 단락으로 인한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치 여건상 회전 주파수와 공전 주파수 사이에 공진 현상을 일으키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동 부품을 설치나 해체하기 바랍니다(벨

트휠, 커플링 등). 

절대 망치 같은 물건으로 전동 부품에 충격을 가하여 베어링에 훼손

이 발생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동기 전동 부품과의 평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교정은 베어링, 진동과 축의 고장에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볼트나 나사를 전부 조인 후 다음의 교정상황을 체크하기 바랍니다.

배출구와 방수마개가 아래로 향하였는지 검사하십시오. 옥외에

방치한 전동기는 배출구를 열고 매일 24시간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

습기를 발산시킴으로써 전동기의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전기 연결

자격 있는 전문 기술자만이 조작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법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을 개시하기 전 항응결 발열기 등 보조 전원을 포함한 모든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원 전압과 전원 주파수가 정격 데이터와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IEC60034-1에 근거하여 편차가 ±5%인 전원 전압과 ±2%의 전원 

주파수는 전동기사용에 부합됩니다.

간선전원 연결도 및 PTC 혹은 발열기와 같은 부품은 연결상자 

내부에 있습니다. 

간선전원과 접지선이 영구적으로 안전한 전기 연결 방식으로 연 

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사는 IEC 60352 – 2에 따라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접선단자판 나사 모멘트를 다음과 같이 조이십시오.

스크류 M5 M6 M8 M10 M12 M16 M20 M24

T.(Nm) 2.5 3.5 7 12 18 35 55 80

연결상자의 청결과 건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밀봉덮개는 덮어두어야 합니다.

연결상자를 재설치하기 전 연결상자 개스킷을 확인하십시오.

유지보수

전동기를 정기 검사하여 청결한 상태에서 자유통풍을 보장하십

시오. 전동기 축 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교체하십시오. 필요시 전기 

및 기계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조여야 합니다. 베어링 규격 및 유형

은 명판 위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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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A3 및 HMC3형 전동기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베어링은 주

철 동기의 경우 규격 ≤180, 알루미늄 전동기의 경우 규격 ≤132의 

영구 윤활유 주입식 베어링입니다. HMA2 및 HMC2형 전동기에 

사용하는 베어링은 전동기 규격 ≤225의 영구 윤활유 주입식 베어

링입니다.

MS와 Y2E형 전동기에 사용하는 베어링은 전동기 규격≤160의 영구 

윤활유 주입식 베어링입니다.

영구 윤활 베어링 표준 작동시간:

외함 규격 극수 표준수명

56 - 160 2 - 8 40,0000h

180 2 35,0000h

200 2 27,0000h

225 2 23,0000h

180 - 225 4 - 8 40,0000h

윤활 시스템 전동기는 반드시 고품질 복합 윤활유 NLGI2를 선택

하고, 3급 -40°C～+150°C사이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동기에는 일반적으로 윤활 정보가 표시된 명판이 부착되어 있습

니다. 분실시 다음의 윤활 간격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외함 규격 윤활유 (g) 2 급
(h)

4 급
(h)

6 급 (h) 8 급 (h)

160 20 4200 7000 8500 8500

180 20 4200 7000 8500 8500

200 25 3100 6500 8500 8500

225 25 3100 6500 8500 8500

250 35 2000 6000 7000 7000

280 35 2000 6000 7000 7000

315 50 1500 5500 6500 6500

355 60 1000 4000 5000 6000

400 80 800 3000 4000 6000

전동기운행시 윤활유를 주입합니다. 오일 주입구를 연후 윤활유를 

주입하고 다시 1～2시간 회전시킵니다.

최초 시험운행 중일 때 전동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기 바랍니다.

영구윤활 및 재윤활 베어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60헤르츠시 수명은 부록수치의 20% 줄어들게 됩니다.

수직 설치한 전동기 데이터는 이상 수치의 반으로 줄어 듭니다.

표의 값은 환경온도 25°C에 기반한 것이며 베어링 온도가 15 K씩 

증가할 때마다 이 값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주파수변환기 구동과 같은 고속운전은 더 짧은 시간 간격을 필요

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속도가 두 배 빨라지면 시간 간격은 50% 감

소됩니다.

Atex Zone 22 및 nA 전동기용 특별 참고사항

IEC 표준에 따른 전동기 형식:

II 3D Ex tc IIIB T120°C

II 3G Ex nA IIC T3

먼지 위험이 있는 3상 비동기식 전동기는 국제 표준 IEC 60079-31 

및 IEC 60079-15을 준수합니다.

하나의 지정된 지역(영역)에 하나의 전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케이블 글랜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글랜드

는 닫아야 합니다.

간선전원과 접지선 모두에 대해 영구적으로 안전한 전기 연결이 

유지되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 설치의 실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전동기 표면의 온도 및 먼지와 관련하여 IEC 표준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Zone 22 지역의 실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전동기의 온도 및 먼지와 관련하여 EN 50281-2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표면 먼지가 지나치게 많아 전동기 온도가 상승하는 전동기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을 권장합니다.

회전축 밀봉덮개 링은 ATEX 인증 부품입니다. 해당 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전축 밀봉장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건조한 경우 윤활해야 

합니다. 밀봉장치를 정기적으로 재윤활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체시 원래 밀봉장치 링을 항상 사용하십시오.

베어링 교체는 밀봉장치 교체도 의미합니다.

모든 시스템에 대해 기계적 손상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부품 수명에 따라 부품을 교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전축 밀봉장치의 베어링, 윤활유 주입 및 윤활.

Zone 22에서의 유지보수, 수리 및 교체는 자격 있는 전문 기술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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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주의사항. 이 카탈로그의 텍스트 및 데이터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는 추후 공지 없이 변경 사항을 적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