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자료집







기술자료집

이 기술자료집에 수록된 도면, 텍스트 및 기타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복사 및 전재하는 것을 강력히 금합니다.

무단 복사/전재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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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유압 실린더 (Hydraulic Cylinder)081. 유압 승강기의 실린더, 유니트 선정

기본 사양 기호 단위 설명 예제 자료

적재 용량 W kg 3,000 kg

자체 중량 CW kg 3,000 kg

설계 속도 V m/min 20 m/min

행정 거리 Tr mm 8,200 mm

로핑 방식 RP
1:1 직접식 - RP = 1

간접식 - RP = 2
1:2 간접식 - RP = 2

스트로크 L 간접식
(행정거리/RP) + 

여유길이
(8,200/2) + 250 = 

4,350 mm

전기 전압(V), 주파수(Hz) 380 V, 60 Hz

용도
인승용, 화물용,
자동차용 등

화물용

필요항목 기호 구분 계산 공식 값 단위 선정 결과

단면적 계산 A
공식 (로드 외경÷2)2 x 3.14 =

298.5 cm2 직경
195 mm계산식 (19.5 cm÷2)2 x 3.14 =

작동압력 P1
공식

[{(적재 중량 + 자체 중량) x RP} +
기타 무게]÷단면적 42.2 kg/cm2

계산식 [{(3,000 + 3,000) × 2} + 590] ÷ 298.5

총 압력 P0
공식 작동 압력(P1) + 마찰 =

47.2 kg/cm2

계산식 42.2 + 5 =

유량계산 Q
공식 (단면적 x 속도) ÷ (RP x 10) =

300 ℓ/min
42~43p 
표 참조계산식 (298.5 x 20) ÷ (2 x 10) =

동력 계산 Mp
공식 (유량 x 총 압력) ÷ (612 x 0.8) =

28.9 kW
29 kW

모터 사용계산식 (300 x 47.2) ÷ (612 x 0.8) =

실제 속도계산 V
공식 (펌프 실유량 x 2 x 10) ÷ 단면적 =

20.1 m/min
계산식 (300 x 2 x 10) ÷ 298.5 =

- 유압 승강기를 설계, 제작하기 위하여 먼저 기본적인 사양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실린더의 직경, 

  유니트의 펌프, 모터를 선정합니다.

- 상기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압력, 유량(펌프 용량), 동력(모터 선정), 실제속도계산,  탱크의 크기 등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압력과 하중과 실린더 직경의 상관 관계도

실린더 직경을 계산하지 않고 쉽게 선정하는 그래프입니다. 아래 부분은 총 하중이며 좌측부분은 실린더 직경, 

그리고 중앙은 압력을 나타냅니다.

- 실린더 로드는 195 mm로 설정.

실린더 좌굴표

2000
kg

3000
kg

4000
kg

5000
kg

6000
kg

7000
kg

8000
kg

9000
kg

10000
kg

11000
kg

12000
kg

13000
kg

14000
kg

15000
kg

16000
kg

80 6.5

100 8.6 7.0 6.2

120 11.6 9.6 8.4 7.4 6.8

140 14.8 12.2 10.8 9.8 9.0 8.4 7.8

160 18.4 15.2 13.4 12.0 11.0 10.2 9.4 9.0 8.4

178 18.2 15.0 14.4 13.2 12.4 11.6 11.0 10.4 9.9 9.6 9.2

195 18.6 17.0 15.4 14.4 13.6 12.8 12.4 11.8 11.2 10.8 10.4 10.0 9.8

220 14.8 14.2 13.6 13.0 12.6 12.2 11.8 11.4

245 18.0 17.0 16.2 15.4 14.8 14.2 13.8 13.4

270 20.8 19.8 18.8 18.0 17.4 16.8 16.2 15.8

285 24.0 23.0 21.9 21.0 20.2 19.4 18.8 18.2

320 28.0 27.2 25.8 24.8 23.8 23.2 22.6 21.8

직경
(mm)

총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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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통칭경 (직경)

Ø100 Ø120 Ø140 Ø160 Ø180 Ø195 Ø220 Ø245 Ø270
부품명 재질

수량-

단위

1 헤드볼트 STKM 1 M30 M36

2 로드외경 STKM mm 100 120 140 165 178 195 219 245 273

3 헤드외경 mm 185 200 250 270 320 330 370 380

4 렌치볼트 SCM 개수 M12 x 10EA M12 x 12EA M12 x 14EA

5 스트로크 주문에 의한 길이

6 전체 길이 mm 스트로크(10) + 250 mm

7 경판꼭지 SS41 1 Ø40 x 15 mm

8 튜브 내경 STKM mm 120 144 172 200 254 298

9 튜브 외경 STKM mm 140 165 194 219 273 324

10 오일주입구 STKM 1 1.25˝ 1.5˝ 2.0˝

11
베이스판
가로x세로

SS41 mm 260 x 190 300 x 300 400 x 400

12
베이스판
구멍거리

SS41 mm 210 x 130 220 x 220 350 x 350

13
베이스판

두께
SS41 mm 20 mm

2-1. 실린더 직경별 부품명, 재질, 치수, 수량



견적 번호 1410-0105

견적 일자 14-10-25

업체명 카탈로그용

현장명 AAA

수량 1

담당자 홍길동

e-mail: dn@donam.co.kr

2-3. 실린더 사용 설명서 (사용 전 주의사항)

1. 사용 전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유압 승강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의 최고사용압력은 75 kg/cm2 이므로 그 이상의 압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유압 유니트의 압력계를 확인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량물이므로 상·하차시 또는 설치시에 안전사고를 주의하시고, 떨어뜨리거나 무리한 힘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되도록 장비(지게차, 윈치, 체인블럭)를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2. 사용 전 확인 사항

- 실린더가 정방향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십시오.

- 실린더 중간부위에 고정띠가 단단히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십시오.

- 실린더 하단부의 오일 주입구에 배관재의 체결이 견고한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배관재 체결시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고압호스 또는 배관라인에 오일이 누출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실린더헤드 부위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시운전 방법

① 먼저 에어밸브를 풀고 수동운전(저속운전)으로 조금씩 오일을 실린더 내부로 주입시킵니다.

② 에어밸브에 유압유가 나올 때까지 충분하게 공기를 뺀 다음 에어밸브를 다시 잠급니다.

③ 실린더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수동으로 천천히 가동합니다. 하강시 운행도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이상 운행이 감지되면 당사로 A/S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초기운행을 할 때에는 마찰에 의해 약간의 진동(상승, 하강시)이 생길 수 있으며, 

    2~3회 반복 운행을 하면 진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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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린더 안전율

실린더 기본 자료

1) 안전율 계산 (S)

2) 로드 좌굴 강도 계산

설계사양 요구 속도 20 m/min

적재 하중 3,000 kg x 2 = 6,000 kg 로핑 방식 2:4 (간접식)

자체 중량 3,000 kg x 2 = 6,000 kg

용도

승객용

로드 중량 210 kg x 1 = 210 kg     화물용 ◀

로프 + 시브 379 kg x 1 = 379 kg 자동차용

총 하중 Wt = 12,589 kg 기타1

승강 거리
(8,200 mm ÷ 2) + 250 mm 

= 4,350 mm
기타2

실린더 규격 Ø195 mm x 4,350 x 1Cy 탱크(유량) 규격 B(335 ℓ) x 1Pu
실린더 무게 337 kg / 대당 탱크 무게

+ 유니트 선정결과 → 1 유니트 & 1 실린더

타입 펌프 모터 전압/주파수 컨트롤 밸브 FG 탱크 타입 최소 필요 오일량

1 유니트 250 L x 1 29kW x 1 380 V, 60 Hz 1.5˝ x 1 #3 B x 1 335ℓ x 1 Cy

외경 (cm) 내경 (cm)

재료표시
인장강도

(f: kg/cm2 )

튜브/로드 밑판 자료 지지점 계수 n 1

기호 치수 기호 치수
두께 

(cm)
재료표시 인장 항복점   σ

2200 

kg/ 
cm2

튜브 Tb 27.3 Tb 24.9 STKM13 3800 강도 SS-400 4100 펌프의 효율 % 90

로드 Rd 19.5 Rd 17.6 STKM13 3800 20.0 SS-400 4100 모터의 효율 % 80

공식 값 계산식

파이프

튜브 (2.f.두께:Tt) ÷ {(압력: P ÷ Cy 수량) x 내경(Tb)} 7.8 (2 x 3800 x 1.2) ÷ {(47.2 ÷ 1) x 24.9}

로드
[{(RD2) - (rd2)}.f] ÷ {2 x (압력: P ÷ Cy 수량) 

x (RD2)}
7.5

[{(19.52) – (17.62)} x 3800] ÷ 

{2 x (47.2 ÷ 1)} x (19.52)

밑판
튜브 {(4.f) ÷ 압력:P} x (Bt ÷ tb)2 250.9 {(4 x 4100) ÷ 42.2} x (20.0 ÷24.9)2

로드 {(4.f) ÷ 압력:P} x (Bt ÷ rd)2 502.1 {(4 x 4100) ÷ 42.2} x (20.0 ÷17.6)2

안전율 S
{(π2) x E x 로드두께면적(A)} ÷ {(Wt - 로드무게 ÷ 2)

x (λ2) ÷ Cy 수량}
20.9

{{(π2) x 2,100,000} x 55.3} ÷ 

{(12,589 – 379 ÷ 2) x (66.22) ÷ 1}

유니트 선정 자료

공식 값 단위 계산식

로드단면적 A {π x (로드 외경 RD÷2)2}  x Cy 수량 298.5 cm2 {π x (9.82)} x 1

실제 토출량 Q 계산 유량 = {A x V} ÷ {로핑 x 10} 300.0 ℓ/min ← bar

압력 Pw {(자중 + 하중) x 로핑 + 기타 (Wo)} ÷ A 42.2 kg/ cm2 {(6000 x 2) + 589} ÷ 298.5

총 압력 Pt 압력(Pw) + 손실 압력 47.2 kg/ cm2 42.2 + 5.0

필요 동력 Mp {(유량(Q) x 압력(Pt)) ÷ 612} ÷ 효율(%) 28.9 kW {(300.0 x 47.2) ÷ 612} ÷ 80%

실제 속도 V (유량(Q) x 로핑 x 10) ÷ A 20.1 m/min {(300.0 x 2 x 10) ÷ 298.5}

공식 값 단위 계산식

로드두께단면적 Ao {(외경(RD) ÷ 22) - (내경(rd) ÷ 22)} x π 55.3 cm2 {(19.5 ÷ 22) – 

(17.6 ÷ 22)} x π

최소단면2차모멘트 I [π x {(외경: RD4) - (내경: rd4)}] ÷ 64 2,386.3
[3.14 x {(19.54) – 

(17.64)}] ÷ 64

단면2차반지름 Y (단면2차모멘트 (I) ÷ 로드두께면적: Ao) 6.6 cm 2,386.3 ÷ 55.3

세장비  λ (최대자유장:L) ÷ (단면2차반지름: Y) 66.2 435 ÷ 6.6

 → Gordon-Rankine 표에 의해, 세 장비 ( λ) ≤ 85 x   지지점계수 ( n ) → [66.2 ≤ 85(= 85 x    1)]

算 出 資 料

√ √

√ √



2-4. 실린더 검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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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3. 유압 유니트 (Hydraulic Unit)

3-1. 구성

1. 컨트롤 밸브

2. 스크류 펌프

3. 내장형 모터

4. 탱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안전장치와 보조장치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① 압력제한 스위치 (Pressure Switch)

   ② 오일 히터 (Oil Heater)

   ③ 레벨보상장치 (Re-leveling Device)

   ④ 낙하방지 밸브 (Rupture Valve)

   ⑤ 수동 펌프 (Hand Pump)

   ⑥ 압력차단 밸브 (Pressure Lock Valve) 

   ⑦ 오일쿨러 (Oil Cooler)

3-2.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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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L1 W H 오일량

SA 60

650 270

423 60

SA 70 573 70

SA 80 623 80

SA 90 703 90

SA 120 809 450 869 120

○ 사용 오일량 (ℓ) : ⓐ = (L x W1 x H1)/1000

○ 기본 오일량 (ℓ) : ⓑ = (L x W1 x H2)/1000 

○ 오일 필요량 (ℓ) = ⓐ(사용 오일량) + ⓑ(기본 오일량)

18

3-3. 유압 유니트 사양 및 탱크의 선정

구분 계산식 도면표시 비고

사용 오일량 (ℓ)
 = {A ( 단면적 - cm2 ) x L ( 실린더 길이 - cm )} ÷ 1000

→ A = 실린더 반지름 (cm) x 반지름 (cm) x 3.14
→ 1000을 나누는 것은 리터(ℓ)로 환산하기 위함입니다.

ⓐ

기본 필요량 (ℓ)
= 승강기가 최상층에 있을 경우에도 

모터와 펌프가 기본적으로 잠겨 있어야 하는 양
ⓑ

오일 필요량 (ℓ) = 사용 오일량 + 기본 필요량 ⓐ + ⓑ

탱크의 크기 (ℓ) 최소 필요량과 기본 필요량을 계산하여 최적의 탱크를 제공합니다

유압 작동유의 필요량 계산 및 탱크 선정 

   ⇒ 오일의 양은 실린더의 직경과 길이를 가지고 산출합니다.

유압 탱크 치수도

탱크 
타입

탱크 상단부 (mm) 탱크 하단부 (mm)
구멍 치수 

(Ø17)

중량 
(kg)

L W

사용
오일
량 (ℓ) 
ⓐ

H2 W1 W
오일
량ⓑ

P1 P2
전체
높이
(H)

상부
높이
(H1)

A 923

540

776 435 200

220

260 540 43

243 813

340

93

B

1,228

825 485 300 343

1,118

116

C

570

925 585 400

290 570 49

449

370

130

D 1,055 715 500 549 147

E

1,533

995 655 600

360 640 65

649

1,423

167

F 640 1,195 855 800 865 440 199

필요 
오일량

(ℓ)
ⓐ+ⓑ

H =
(H1+H2+120)



도남은 제품출고 전 반드시 시험 및 확인을 합니다.

1. 사전 확인 작업

    ① 1차 전원과 모터의 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명판 확인 및 1차 전압 체크

    - △ 220 V 모터는 Y 380 V 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모터 결선을 확인합니다 (결선도 참조: 단자대 뚜껑 내부에 부착).

    ③ 실린더 및 유압 유니트 배관 체결을 확인합니다.

    ④ 탱크에 오일을 넣기 전에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도남의 유압 유니트는 

        내부에 흰색 에폭시 도장이 되어있어 수분, 이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탱크내의 오일량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유면계로 확인가능)

2. 시운전 요령 - 반드시 위의 확인 작업이 끝난 후 시운전을 하십시오.

    ①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상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2명 이상이 카와 승강기에서 

        안전 신호를 주고 받으며 시운전 합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② 차단 밸브를 열고 1~2초 정도 짧게 가동합니다. 모터의 회전 방향은 모터, 펌프 소리로 판단합니다. 

        굉음이 발생하면 상이 바뀐 경우이며 1차 전원의 상을 바꾸면 됩니다.

        참고: 단상이 걸린 경우에도 굉음이 날 수 있으므로 상을 바꾸어도 굉음이 날 경우

        각 상의 전압 (1차전원, 브레이크 스위치, 마그네트 스위치, 단자대 등)을 점검하십시오.

        소리가 부드러우면 정상적인 가동입니다.

    ③ 솔레노이드의 자화 상태를 확인하며 가동합니다. (직접 손으로 자력 발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도남의 솔레노이드 전압은 DC 110 V 입니다.

    ④ 규정치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압력계를 보면서 가동하십시오.

    ⑤ 솔레노이드 A가 자화된 상태에서 카가 상승하지 않거나 지연이 될 경우 밸브 조정 및 승강기 문제 해결법

        (페이지 62)을 보면서 조정하십시오.

    ⑥ 승강기의 카를 수동(저속) 상승시키면서 카 위에 기타 부분이 닿거나 가이드 레일 등에 

        카가 끼어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십시오.

    ⑦ 실린더 내부의 공기를 빼야 합니다. 도남의 실린더는 헤드 플렌지 (flange) 부분에 

        안전하고 쉽게 공기를 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⑧ 최상층까지 상승시킨 후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최하층까지 하강 운행 (수동 운전) 하십시오.

3. 수동 운전이 모두 끝난 후 이상이 없을 때 자동 운전(고속 운전) 하십시오.

4. 시운전시 이상현상이 발생하거나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도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65 - 1144

3-5. 유압 유니트 시운전 요령

2120

3-4. 유압 유니트 검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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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2
S

3
1

4

7
9

8
6

B

C

D조정부

  1. 바이패스

  2. 상승 가속

  3. 상승 감속

  4. 상승착상 속도

  5. 상승 정지

  6. 하강 가속

  7. 하강 고속

  8. 하강 감속

  9. 하강착상 속도

제어 기능부

  A. 솔레노이드 (상승)

  B. 솔레노이드 (상승 감속)

  C. 솔레노이드 (하강 감속)

  D. 솔레노이드 (하강 정지)

  S. 릴리프 밸브

3-6-1. 컨트롤 밸브 (Control Valve)

컨트롤 밸브 조정 작업 준비

1. 부위 명칭: 컨트롤 밸브 전면에는 숫자와 알파벳이 속도 곡선과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 녹색부분은 카의 상승방향을 조정합니다.

   ○ 적색부분은 카의 하강방향만을 조정합니다.

2. 밸브 조정은 오일의 점도가 낮을 때, 즉 오일의 온도가 차가운 상태에서 빈 카로 운행하며 조정하면 효과적입니다. 

   ○ 오일의 점도가 33~152 cSt(mm2/sec) 일 때 최적의 조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밸브 조정을 위한 필요 공구

   ○ 육각 L 렌치 (3mm, 5mm, 8mm), 스패너 (17mm)

4. 밸브의 조정은 조절변의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면 효과적 입니다.

5. 상승주행의 조정은 하강주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강주행의 조정은 상승주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한쪽 방향(상승 또는 하강)의 조정을 완전히 끝낸 후 다른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밸브 조절은 상승을 먼저 조절한 후 하강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3-6. 구성품

23

볼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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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밸브에 장착된 볼 밸브

25

부품 리스트

BG 그립 (Grip)

BP 리미트 핀

BO 샤프트 O-링

BS 샤프트

BL 리미트 디스크

BR 베어링

BA 연결부

BQ 연결부 O-링

BH 하우징

BB 볼

BT POM 씰 (Seal)

밸브 내부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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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회로도

1. 상승주행은 모터 구동과 동시에 솔레노이드 A와 B가 자화

    하강주행은 솔레노이드C와 D가 자화

    수동운전시(레벨보상 운행)는 모터 구동과 동시에 솔레노이드 A가 자화

2. 스타-델타 구동 시 솔레노이드 A와 B의 자화 시작은 스타에서 델타(△)로 

   변환시 작동되어야 합니다.  스타 → 델타(△) + A + B

3. 상승 주행을 할 때 처음 시작은 솔레노이드 A와 B를 동시에 자화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급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밸브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부드러운 출발이 되며, 안될 경우에는 밸브를 조정하면 됩니다.)

4. 상승 정지 시(착상 시), 솔레노이드 A의 자화가 끊어진 후 모터는 0.5초 동안 

   더 구동을 하도록 타임 릴레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전기장치가 되어 있어야만 

   조절변 #5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솔레노이드의 작동, 구성

* 55 페이지 참조

구성

A 상승정지 - 솔레노이드

B 상승감속 - 솔레노이드

C 하강감속 - 솔레노이드

D 하강정지 - 솔레노이드

H 수동하강 밸브

S 압력조정 밸브

U 바이패스 밸브

V 역류방지 밸브

W 상승감속 제어밸브

X 하강고속 제어밸브

Y 하강감속 제어밸브

선택 사항

R/V 배관파열 하강방지밸브

HP 수동 펌프 (상승)

DH 압력제한 스위치

LRV 압력차단 밸브

Z 실린더

T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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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명칭 기능 기능 설명 조정 방법

조절변 
#1 녹색

바이
패스

승강기의 사양이 결정되고 토출량이 계산
되었다면 사양에 맞는 밸브가 출고됩니다 → 

코일A의 자력이 끊어지면 모터가 회전하더라도 
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펌프가 작동하고 코일A와 B에 자력이 
발생한 후, 카는 바로 출발하지 않고 1~2초 

동안 정지하여 있습니다. 조절변 #1은 
이 정지시간을 조절하여 줍니다. 

시계 방향이면 정지시간이 짧아지고, 
시계반대방향이면 길어집니다.

압력제어
밸브조절 S

차단 밸브(shut-off valve)를 잠그고 규정값을 
얻을 때까지 조절합니다. 그 후 '머리없는 볼트'로 

고정시킵니다.

조절변 
#2 녹색

상승 가속

펌프가 작동하고 자력이 발생하면 #2의 
조정으로 카를 가감속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절변 #2로 가속이 만족스럽다면 더 이상 

조정하지 않습니다. 조절변 #2는 
조절변 #3과 #4에영향을 미칩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완만한 가속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면 급가속

조절변 
#3 녹색

상승 감속

만족할만한 감속을 얻을 때까지 #3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 안전 스위치를 고정합니다. 

이는 3~5 cm의 크립 조정거리를 얻기 위해 
코일을 활성화합니다. 주행속도 즉 초속(m/sec)
은 안전 스위치와 착상 스위치 간의 거리와 

동일합니다. 즉, V = 0.5 m/sec 일 때, 거리는 0.5 m

코일A가 자화된 상태에서 코일B의 
자화가 끊어지면 카는 조절변 #3의 조정으로 

감속합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완만한 감속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면 급감속

조절변 
#4 녹색

상승 착상
크립 속도를 조정합니다.

V = 5~7 cm/sec

코일A가 자화되고 코일B의 자화가 
끊어지면 조절변 #4의 조정으로 

착상 속도가 변합니다. 착상속도의 조정은,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천천히 착상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면 빨리 착상

조절변 
#5 녹색

상승 정지

착상층에서 코일B의 자화가 끊어지면 
코일A의 자화가 끊어집니다 → 타임 릴레이를

통해 펌프를 0.5초 길게 구동시키면 조절변 #5의
조정으로 부드럽게 정지합니다 

→ 속도 조절은 조절변을 통해서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펌프의 토출량에 의해 결정합니다.

카를 부드럽게 착상하기 위해서는 
조절변 #5를 이용합니다.
시계방향은 부드럽게 정지
시계반대방향은 급정지

조절변 
#6 녹색

하강 가속
코일C와 코일D가 자화 되었을 때, 조절변 #6을

조정함으로써 하강 가속합니다.

시계방향은 완만한 하강속도
시계반대방향은 빠른 하강속도

→ 조절변 #8은 조절변 #6에 영향을 
미칩니다. 필요하다면 조절변 #6을 

재조정합니다.

조절변 
#7 적색

하강 주행
코일C와 코일D가 자화 되었을 때, 

카의 최고 하강속도는 조절변 #7에 의해 결정합니다.
시계방향은 완만한 하강속도

시계반대방향은 빠른 하강속도

조절변 
#8 적색

하강 감속

부드러운 하강감속 시험 (soft stop test) 
하강 최고속도에서 코일C와 코일D의 자화를 
끊으면, 카는 20 cm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정지하여야 합니다.

코일D가 자화된 상태에서 코일C의 자화가 
끊어지면, 카는 조절변 #8의 조정에 따라 

감속합니다.
시계방향은 완만한 감속

반대방향은 급감속
→ 감속이 만족스러우면 조절변 #8을 

더 이상 조정하지 않습니다. 조절변 #6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조절변 
#9 적색

하강 착상

코일C의 자화가 끊어지고 코일D가 자화 
되었을 때 조절변 #9의 조정으로 하강착상이 
조정됩니다 → 코일C의 자화가 끊어졌을 때 
카는 조절변 #8의 조정으로 정지하게 되므로 

더 이상의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시계방향은 완만한 하강착상
시계반대방향은 빠른 하강착상

컨트롤 밸브 조정 및 방법

문제 해결 (Trouble Shooting)

이제 귀하는 컨트롤밸브 조정에 대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카의 운행 조정
조절부위 

명칭
기능 조정 방법 기능 설명

정지층에서
출발의 지연을

조정하고 싶을 경우
#1 바이패스

시계방향: 지연시간 단축
시계반대 방향: 지연시간 연장

압력을 조정하고 
싶을 경우

S
압력
조정

시계방향: 압력 높임
시계반대방향: 압력 내림

오일차단 밸브를 잠근 후
원하는 압력을 얻은 후에

볼트를 고정합니다

상승 가속을
원할 경우

#2
상승
가속

시계방향: 완만한 가속
시계반대방향: 급가속

#2의 조정은 #3, #4에 영향을
끼치므로 상승 가속이 

만족스러우면 조정하지마십시오

상승 감속을
원할 경우

#3
상승
감속

시계방향: 완만한 감속
시계반대방향: 급감속

충분한 감속이 되었다면
안전 스위치를 고정합니다.

주행속도 (초속) = 0.5 m/sec 이면,
안전 스위치와 착상 스위치간의 거

리는 0.5 m 입니다

상승 착상을 
조절하고 싶을 경우

#4
상승
착상

시계방향: 천천히 착상
시계반대방향: 빨리 착상

크립의 속도를 조정합니다

속도 V = 5~7 cm

상승 정지를 
조절하고 싶을 경우

#5
상승
정지

시계방향: 부드럽게 정지
시계반대방향: 급정지

* 오일 온도가 차가울 때만 
  조정하십시오.

* 너무 부드럽게 조정하면 카의 
  위치가 부정확하게 착상될 수 

  있습니다.

타임 릴레이를 통해 펌프를
약 0.5초 길게 구동시켜야

#5의 조정 효과가 있습니다.

하강 가속을
원할 경우

#6
하강 
가속

시계방향: 완만한 하강 속도
시계반대방향: 급하강 속도

#8은 #6에 영향을 끼치므로
필요하다면 #6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하강 주행을 
조절하고 싶을 경우

#7
하강 
주행

시계방향: 완만한 하강 주행
시계반대방향: 급하강 주행

카의 하강 속도는 #7의
조정에 의해 결정합니다.

하강 감속을 
조절하고 싶을 경우

#8
하강 
감속

시계방향: 완만한 감속
시계반대방향: 급감속

부드러운 착상 (soft stop) 시험 
→ 하강 최고속도에서 전기적으로 

긴급정지 운전을 할 때 
코일C와 코일D의 자화를 끊으면

카는 20 cm 이내에서 부드럽게
정지해야 합니다.

하강 착상을 
조절하고 싶을 경우

#9
하강 
착상

시계방향: 완만한 착상
시계반대방향: 급착상

컨트롤 밸브를 조정하여 카를 움직이는 방법

* 22, 33, 34 페이지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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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운행 
시작을 안 할 경우 
(엘리베이터가 층에 
머물러 있을 경우)

시험: 조절변 #5를 안쪽으로 완전히 돌린다. 엘리베이터가 상승 운행을 시작하면, 
솔레노이드 A의 문제입니다.

솔레노이드 A: 비활성시 또는 전압이 
너무 낮은 경우

¶ 참조

솔레노이드 A: 튜브가 꽉 죄어지지 않은 경우 솔레노이드 A 튜브를 꽉 조입니다

솔레노이드 A: 니들 AN과 시트 AS에
먼지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

니들과 시트를 닦거나 교체합니다

조절변 #2가 충분히 열리지 않을 경우 조절변 #2를 열어줍니다 (바깥쪽)

조절변 #1이 너무 열린 경우
(파일럿 압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절변 #1을 펌프 작동과 함께 조여줍니다 (안쪽)

압력 릴리프 밸브 S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경우 릴리프 밸브를 높게 설정합니다 (안쪽)

바이패스 유량 가이드 U가 너무 큰 경우
조절변 #8을 열어줍니다 (바깥쪽)

(유량 가이드 차트 참조)

펌프가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
모터 회전 방향 확인과 펌프를 

정확히 설치합니다

펌프 연결부 플렌지가 너무 많이 샐 경우 펌프 연결부를 밀봉해줍니다

하우징 안의 펌프가 작거나, 갈라짐이 있는 경우 더 큰 펌프를 사용하거나 펌프를 교체해 줍니다

시험: 펌프 작동과 함께 조절변 #1을 돌렸을 때 압력이 5 bar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작은 바이패스 밸브가 들어가 있음에도), 펌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승 시작, 
최고속도가
아닌 경우

시험: 조절변 #3을 안쪽으로 완전히 돌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속도로 상승 운행을 한다면 
솔레노이드 B의 문제입니다.

솔레노이드 B 비활성시 또는 전압이 
너무 낮은 경우

¶ 참조

솔레노이드 B 튜브가 꽉 죄어지지 않은 경우 솔레노이드 B 튜브를 꽉 조입니다

솔레노이드 B: 니들 AN과 시트 AS에
먼지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

니들과 시트를 닦거나 교체합니다

펌프 연결부 플렌지가 너무 많이 샐 경우 펌프 연결부를 밀봉해줍니다

펌프가 작거나 손상이 있는 경우 더 큰 펌프를 사용하거나 펌프를 교체해 줍니다

상승 시작, 
과도할 경우

조절변 #1이 너무 안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1을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조절변 #2가 너무 바깥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2를 안쪽으로 돌립니다

바이패스 유량 가이드 U가 너무 작을 경우
(구멍이 너무 좁을 경우)

유량 가이드를 넓은 구멍으로 교체합니다

바이패스 밸브 U의 O-링 UO가 샐 경우 O-링 교체 → 밸브 부품 상세도 참조

스타에서 델타 모터 스위치 기간이 너무 길 경우 0.2~0.3초가 충분합니다

가이드 레일 또는 실린더 헤드에서
과도한 마찰이 있을 경우

밸브 조정을 통해 제거할 수 없습니다

레벨링 속도로 
감속을 안 할 경우

솔레노이드 B가 비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마그네틱 풀(pull)의 확인을 위해

코일을 들어올립니다.
감속 스위치를 가능한 높게(늦게) 설정합니다.

조절변 #3가 너무 안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3을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조절변 #2를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바이패스 밸브 U의 O-링 UO가 샐 경우 O-링 교체 → 밸브 부품 상세도 참조

레벨링이 
너무 빠른 경우

조절변 #4가 너무 바깥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4를 안쪽으로 돌립니다.

(약 0.05 m/s 레벨링 속도로)

상승 운행 (UP Travel) 문제점 문제점 해결 방법

레벨링 속도로 
감속하지만

층의 초과 이동을
하는 경우

솔레노이드 A가 너무 늦게 비활성화 될 경우
마그네틱 풀확인을 위해 코일을 들어올립니다. 

샤프트의 위치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절변 #5가 너무 안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5를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조절변 #1이 너무 안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1을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상승 레벨링 속도가 너무 높은 경우 조절변 #4를 ‘in’ (약 0.05 m/s 레벨링 속도로)

바이패스 압력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

복귀 라인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을 제거; 복귀 라인을 확장합니다

바이패스 유량 가이드 U가 너무 작은 경우
(구멍이 너무 좁은 경우)

유량 가이드를 넓은 구멍으로 교체합니다

층 도착전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경우
(레벨링을

하지 않는 경우)

솔레노이드 A와 B가 바뀐 경우 솔레노이드 A와 B를 바꿔줍니다

상승 레벨링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 조절변 #4를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플렌지 4F의 중간 O-링 FO가 샐 경우 O-링 교체 → 밸브 부품 상세도 참조

릴리프 밸브의 설정이 너무 낮은 경우 릴리프 밸브를 높게 설정합니다

하강 운행 시작을 
안 할 경우

솔레노이드 D: 
비활성시 또는 전압이 너무 낮은 경우

마그네틱 풀 (pull) 확인을 위해
코일을 들어올립니다 ¶ 참조

조절변 #6이 너무 안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6를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조절변 #8이 너무 바깥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8을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돌립니다.
주의: 운행 중 조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강 밸브 X의 O-링 UO가 샐 경우 O-링 교체 → 밸브 부품 상세도 참조

최고속이 아닌 경우

솔레노이드 C: 
비활성시 또는 전압이 너무 낮은 경우

마그네틱 풀 확인을 위해 코일을
들어올립니다 ¶ 참조

조절변 #7이 너무 안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7를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하강 밸브 유량 가이드 X가 너무 작을 경우 삽입구 크기를 확인합니다 (유량 가이드 참조)

하강 레벨링을 
안 할 경우

엘리베이터가 층에 
도착 전 멈출 경우

조절변 #8이 너무 안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8의 필터가 막혔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마그네틱 풀 확인을 위해 코일을 들어올립니다. 
¶ 참조

솔레노이드 D가 비활성이거나 
전압이 너무 낮은 경우

¶ 참조

조절변 #9가 너무 안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9을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약 0.05 m/s 레벨링 속도로)

조절변 #9의 스프링 9F가 망가진 경우 조절변 #9를 완전히 교체합니다

하강 레벨링을 
안 할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

조절변 #8이 너무 안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8의 필터가 막혔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조절변 #8을 약 1/2 ‘out’. 필터를 청소하거나
조절변 #8을 교체합니다

조절변 #9이 너무 바깥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9을 ‘in’ (약 0.05 m/s 레벨링 속도로)

솔레노이드 C: 니들 DN과 시트 DS 사이에 먼지
가 끼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니들과 시트를 닦거나 교체합니다

플렌지 7F의 내부 O-링 FO에 누출이 있을 경우 O-링 교체 → 밸브 부품 상세도 참조

엘리베이터가 
빨리 하강할 경우
(최고속도로만)

솔레노이드 D 튜브가 꽉 죄어지지 않았을 경우 솔레노이드 D 튜브를 꽉 조입니다

조절변 #8이 너무 안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8을 약 1/2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솔레노이드 C가 기능적 오염이 된 경우
청소하거나 교체합니다

조절변 #9가 기능적 오염이 된 경우

하강 운행 (DOWN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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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내부 누유로 인해 

느려질 경우 
(리레벨링)

일어날 수 있는 하강 누유를 위해 

“시스템 누유”를 참조

필요하다면 다음 누유 위치 확인 전 한번에
하나의 씰(seal)을 교체하고 시험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D: 니들 DN과 시트 DS에 
먼지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

니들과 시트를 닦거나 교체합니다

다운 밸브 X의 O-링 XO가 샐 경우
O-링 교체 → 밸브 부품 상세도 참조

하강 밸브가 보상된다면 하강 밸브를 교체합니다

체크 밸브 V의 O-링 VO가 샐 경우 체크 밸브 교체 → 밸브 부품 상세도 참조

체크 밸브 V의 O-링 WO가 샐 경우 O-링 교체 → 밸브 부품 상세도 참조

플렌지 4F의 내부 O-링 FO가 샐 경우 O-링 교체 → 밸브 부품 상세도 참조

수동 하강 H의 O-링 HO가 샐 경우 수동 하강을 교체합니다

엘리베이터 
보조 장비의 

내부누출로 인해 
하강하는 경우

HP: 핸드 펌프의 누출인 경우
흡입 튜브를 제거하고 검사합니다. 핸드 펌프가 
샐 경우 핸드 펌프를 완전히 교체하여 줍니다

HX/MX: 
조절변 8M이 너무 안쪽으로 돌려진 경우

조절변 8M을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HX/MX: 하강 밸브 9M이 샐 경우
니들 DN과 시트 DS에 

먼지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
니들과 시트를 닦거나 교체합니다

HX/MX: 하강 밸브 YM의 O-링 XO가 샐 경우 O-링 교체 → 밸브 부품 상세도 참조

HX/MX: 수동 하강의 누유(HX/MX)인 경우 수동 하강을 교체합니다

냉각 중 오일이 수축한 경우
(특히, 35℃ 또는 그 이상)

뜨거운 오일이 문제인 경우 오일쿨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솔레노이드의 작동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탑(맨 위의) 너트를 제거합니다. 코일을 몇 밀리미터 들면, 코일의 마그네틱 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일을 들고 교체하여 엘리베이터의 카 작동을 컨트롤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밸브 부품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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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온도가 55℃ 이상 올라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펌프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오일의 수명 역시 급속히 짧아지게 됩니다.

유니트 과열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① 상승 레벨링의 레벨링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감속 스위치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너무 길어지는 경우 

② 기계실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③ 작동 횟수가 열이 빠져나가는 정상 속도보다 더 잦은 경우.

일시적 해결 방법

일시적 방법으로 운행하지 않는 엘리베이터에서 오일의 과열을 피하기 위해서 하강 속도는 완전한 해결을 찾아 

고쳐질 때까지 잦은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 과열 정도가 과하지 않고, 예를 들어 2~3시간 동안 오일 온도가 20℃ 에서 55℃ 올라가면, 파워 유니트 주위의

    공기 순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실 공기를 밖으로 빼내기 위한 0.05 kW 에서 0.10 kW의 

    환풍기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송풍 팬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기 엘리베이터의 크기에 따라 불충분 할 경우, 약 0.1~0.2 팬 kW급의 공기 냉각 라디에이터를 통해 

    뜨거운 오일을 순환시키는 펌프 10~50 ℓ/min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계실의 더운 공기를 빼주는 것은 

    중요하며 냉각기는 기계실 밖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승강기 통로(샤프트)가 있습니다. 

    공기 냉각 라디에이터의 효과적인 냉각 전력은 팬 드라이브의 전력 (보통 0.1 kW 또는 0.2 kW 만 필요)과

    혼동이 되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냉각기의 효과적인 냉각 전력은 내장형 모터인 경우 메인 유압 엘리베이터 모터의 

    약 1/4이상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오일이 30~35℃에 도달하게 되면, 냉각 시스템은 위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만 합니다. 

시스템 누유 (리레벨링)

유압식 엘리베이터 컨트롤 밸브의 제조 목적은 밸브를 누유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밸브 부품들 사이에 완벽한 밀봉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오일의 미세 오탁물과 엘리베이터 카의 감속 누출로 인해 항상 밀봉이 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밸브의 작동에 있어 완벽한 밀봉을 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과다 지출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코드 요구사항은 안전한 리레벨링 시스템(카의 하강이 밸브의 누유 때문인지 실린더 압력 시스템의 

오일 냉각기 때문인지)을 보증하기 때문에 컨트롤 밸브의 가벼운 누유는 문제가 없습니다.

① EN 81-2 요구 사항: 적재된 엘리베이터는 누유가 없을시 10분 동안 아래로 10mm 이상 내려가면 안됩니다. 

    이는 밸브가 누유로 인한 A/S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확인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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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실적인 확인 방법으로 밸브의 누유를 판정하는 더 빠른 방법은 실린더 라인의 볼 밸브를 닫고, 밸브의 실린더 

    챔버의 압력을 표시하는 게이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게이지의 압력이 20초안에 0으로 떨어질 경우, 본체 램의 

    직경과 감도에 따라 밸브를 수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카가 가라앉을 경우 누유가 원인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오일의 냉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대기상태이고 오일의 온도가 내려갔을 때, 실린더 안쪽과 관의 오일의 수축으로 인해 카가 하강할 수 있습니다. 

    가라앉음은 아주 느리지만 리레벨링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을 경우 오일의 온도 저하와 실린더 시스템의 온도 

    부피에 따라 그 길이는 거의 0.5m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리레벨링 시스템은 정상 작동 하지만, 

    카는 바닥 수준을 유지합니다.

④ 34 페이지를 참조하면 컨트롤 밸브의 어느 위치에 누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남엔지니어링은 이태리 Settima사의 스크류 펌프를 1992년 이래로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Settima는 승강기용 스크류 펌프(내장형)뿐만이 아니라, 산업용(외장형) 스크류 펌프와 기어 펌프 등 년간 30,000여대

를 전 세계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10ℓ/min 부터 1200ℓ/min 까지 다양하게 있어 사용자의 모든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스크류 펌프는 소음(60db 이하)이 적기 때문에 승강기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도남엔지니어링은 저소음을 더욱 정숙하게 하기 위하여 펌프에 소음기를 부착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저압 환경 (80 bar)에 대응하는 공업용 3축 스크류 펌프로써, 긴 수명 및 저비용을 필요로 하는 작업환경에 최적인 신

뢰할 수 있는 저소음 펌프입니다. 본체 안에서 회전하는 3개의 스크류는 어떤 축방향의 하중도 피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

습니다. 운전 중 작용하는 압력은 구동 스크류의 밸런스 피스톤과 펌프 본체 사이에 약간의 허용 오차를 만들어내며, 이

는 스크류에 작용하는 유체역학적인 힘을 분산시키고, 씰링(sealing) 파트의 윤활작용과 냉각작용을 도와줍니다. 스크류

의 측면에 전해져야 할 회전 모멘트(토크)는 유체학적으로 펌핑된 액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는 스크류가 마모가 전혀 

없이 회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품질의 스크류는 발생 소음량과 진동량의 획기적인 절감을 보증합니다.

3축 스크류의 기하학적인 설계는 펌프 내부에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스크류가 회전할 시 구동 스크류(메인 

스크류)는 액체를 잡아두었다가 흡입구에서 배출구 방향으로 흘려 보내는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내부 또는 외부에 

안전 밸브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3-6-2. 스크류 펌프 (Screw Pump)



3938

60Hz 기준 (3600rpm)

bar 10 20 30 40 50 60 70

GR 20

SM 8L
ℓ/min 10.6 10.3 10.0 9.6 9.2 8.9 8.5

kW 0.4 0.6 0.7 1.0 1.1 1.3 1.6

SM 12L
ℓ/min 16.2 15.7 15.2 14.7 13.5 13.2 12.9

kW 0.6 0.7 1.0 1.3 1.6 1.8 2.0

SM 15L
ℓ/min 21.0 20.4 19.8 19.2 18.4 18.2 17.9

kW 0.6 1.1 1.4 1.8 2.2 2.6 3.0

SM 20L
ℓ/min 30.2 29.5 28.8 28.2 27.6 27.0 26.4

kW 0.7 1.0 1.8 2.2 2.8 3.2 3.7

GR 25

SM 25L
ℓ/min 33.8 33.2 32.4 31.4 30.6 29.6 28.8

kW 1.0 1.6 2.0 2.5 3.1 3.7 4.3

SM 30L
ℓ/min 44.0 42.4 40.9 39.6 38.4 37.0 35.5

kW 1.2 1.9 2.6 3.4 4.3 4.9 5.6

GR 32

SM 35L
ℓ/min 48.6 46.0 45.0 44.6 43.0 43.0 42.0

kW 1.4 2.5 3.6 4.2 5.2 6.1 7.1

SM 45L
ℓ/min 58.6 58.1 57.6 57.0 56.4 55.6 54.6

kW 1.3 2.5 3.6 4.5 5.6 6.7 7.6

SM 55L
ℓ/min 69.6 68.4 67.2 66.0 64.8 63.2 61.7

kW 1.6 2.8 4.1 5.3 6.5 7.6 8.7

SM 75L
ℓ/min 88.8 86.9 85.0 82.9 80.8 78.6 76.4

kW 2.9 4.2 5.6 7.2 8.9 10.7 12.1

GR 40

SM 100L
ℓ/min 124.8 122.4 120.0 117.6 115.2 112.8 110.4

kW 3.5 5.4 7.4 9.6 12.0 13.9 16.2

SM 125L
ℓ/min 165.0 161.0 159.0 156.0 152.0 148.0 144.0

kW 3.7 6.5 9.1 12.0 14.8 16.9 19.8

SM 150L
ℓ/min 181.0 179.0 176.0 173.0 170.0 167.0 164.0

kW 4.8 7.4 10.2 13.2 16.4 19.8 22.8

GR 45

SM 180L
ℓ/min 235.0 231.0 226.0 223.0 218.0 212.0 208.0

kW 5.4 8.8 12.7 16.7 20.4 24.4 28.1

SM 210L
ℓ/min 275.0 272.0 266.0 260.0 255.0 251.0 246.0

kW 6.0 10.2 14.9 19.4 24.0 28.8 33.0

60Hz 기준 (3600rpm)

bar 10 20 30 40 50 60 70

GR 55

SM 250L
ℓ/min 319.0 314.0 310.0 305.0 300.0 295.0 289.0

kW 9.4 13.9 19.2 24.2 30.0 36.0 41.2

SM 270L
ℓ/min 336.0 330.0 324.0 320.0 317.0 313.0 308.0

kW 6.0 11.6 17.7 23.0 28.0 33.0 38.0

SM 300L
ℓ/min 367.0 361.0 356.0 352.0 347.0 342.0 337.0

kW 10.7 16.0 22.1 28.0 34.7 41.9 48.0

SM 330L
ℓ/min 415.2 408.0 400.8 396.0 391.2 386.4 380.4

kW 9.1 17.4 25.8 34.2 42.0 49.8 57.6

SM 380L
ℓ/min 464.0 458.0 454.0 449.0 444.0 439.0 433.0

kW 13.8 19.2 27.0 34.8 43.6 49.9 57.8

GR 60

SM 440L
ℓ/min 546.0 540.0 534.0 528.0 521.0 515.0 508.0

kW 16.2 23.0 32.8 41.8 51.6 60.6 70.8

SM 500L
ℓ/min 620.0 614.0 608.0 601.0 594.0 587.0 580.0

kW 17.5 25.4 36.0 45.5 56.4 67.2 78.0

GR 70

SM 560L
ℓ/min 711.6 694.1 680.7 669.6 660.1 651.7 644.2

kW 17.7 30.8 43.8 56.8 69.8 82.8 95.8

SM 600L
ℓ/min 750.0 743.0 737.0 730.0 722.0 715.0 707.0

kW 18.0 30.7 44.3 56.8 70.1 83.5 97.2

SM 660L
ℓ/min 817.0 811.0 805.0 798.0 791.0 783.0 775.0

kW 19.8 33.6 48.4 62.2 76.8 91.6 106.3

SM 800L
ℓ/min 991.0 985.0 979.0 972.0 965.0 959.0 953.0

kW 24.0 40.8 58.8 75.6 93.6 112.2 130.8

GR 80

SM 
1000L

ℓ/min 1236.0 1229.0 1220.0 1212.0 1202.0 1194.0 1183.0

kW 30.0 50.5 72.5 93.8 116.0 138.0 161.0

SM 
1200L

ℓ/min 1500.0 1490.0 1480.0 1470.0 1433.0 1423.0 1411.0

kW 36.0 61.0 87.5 113.0 165.0 171.0 193.0

유압 스크류 펌프(내장형) 토출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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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내장형 모터 (Submersible Motor)

내장형 모터는 스크류 펌프와 결합하여 탱크 내부에서 유압을 생성합니다. 

엘리베이터용 내장형 모터만 생산하는 이태리 Elmo 社는 세계 유압 승강기 모터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남은 1992년 이래로 20년 이상 한국 시장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압 모터는 작동유의 고온의 열에도 견뎌야 하며, 이물질 등으로 모터 소손이 없어야 하므로 

이를 견디는 모터를 선택하는 것이 유지, 보수에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용 내장형 모터는 

3상, 2극 및 단상 2극을 생산하고 있으며, 용량은 2.2kW 에서 92kW 까지 16종을 생산,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압 모터 기동, 정격 전류 자료

1. 상기 모터는 2극, 60Hz 기준.

2. 직기동을 할 때는 약 3.2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3. 상기 자료는 이태리 Elmo 社의 자료 기준.

4. 모터는 유압 오일의 온도가 45℃에서 작동합니다.

유압 모터 결선도

1. Y△ 기동시 한상이라도 바뀌어 결선을 하여 모터를 가동하면 소리가 나며 회전수가 떨어지고 모터가 소손될 수 

   있습니다. 꼭 올바른 결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모터 결선에 의문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량
kW

220 V 380 V 440 V
기동전류 (A) 정격전류 (A) 기동전류 (A) 정격전류 (A) 기동전류 (A) 정격전류 (A)

2.2 kW 43.0 11.1 25.0 6.4 21.4 5.5
3.7 kW 59.0 18.0 47.0 13.3 41.0 11.5
7.3 kW 109.0 32.0 63.0 18.6 54.0 16.0
9 kW 132.0 37.0 76.0 21.4 66.0 18.5
11 kW 176.0 46.0 102.0 26.5 88.0 23.0
13 kW 205.0 55.0 119.0 32.0 102.0 27.4
15 kW 211.0 73.0 122.0 34.0 106.0 29.0

18.5 kW 293.0 72.0 170.0 42.0 146.0 36.0
24 kW 355.0 92.0 206.0 53.0 178.0 46.0
29 kW 397.0 109.0 230.0 63.0 199.0 54.0
37 kW 193.0 146.0 286.0 85.0 247.0 73.0
40 kW 542.0 154.0 314.0 89.0 271.0 77.0
48 kW 642.0 181.0 372.0 105.0 321.0 90.0
57 kW 792.0 209.0 459.0 121.0 396.0 105.0
72 kW 1,018.0 262.0 590.0 152.0 509.0 131.0
92 kW 1,275.0 327.0 738.0 189.0 638.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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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용도 및 작동 원리

압력 제한 스위치는 승강기의 적재 중량이 초과되었을 경우 승강기가 상승/하강 출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압력 제한 스위치는 조정 압력 회로를 전기적 스위치 작용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터펌프와 

밸브의 압력 흐름에 따라 제어됩니다. 

이미 조정된 압력 관로에 압력이 증가되면 스프링을 밀어주는 힘에 의해 내부의 피스톤 막대에 영향을 주며, 피스톤 

막대 작용은 마이크로 스위치에 전달됩니다. 조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마이크로 스위치는 즉시 작동을 하게 되고 복원 

압력에 이르게 되면 다시 정상위치로 돌아옵니다.

2. 종류

- 고압 스위치 (Type 180/100): 작동범위: 10~100 bar

   스위치 작동 압력은 스크류로 조정되며(pos1) 시계방향(높아짐), 또는 시계반대방향(낮은 압력)으로 조정됩니다.

- 저압 스위치 (Type 180/100): 작동범위: 5~50 bar

   이 스위치는 출고시 7.5 bar 로 조정되고 있고 압력이 증가하는 즉시 스위치가 작동합니다.

   조정 방법은 시계방향(높아짐) 또는 시계반대방향(낮아짐)으로 조정합니다.

3. 기타

- 유로 연결: PT 1/4˝

- 전기 연결: 플러그 커버와 플러그를 분리하며 스크류를 풀어줍니다.

- 최고 사용용량: 4 A / 25 V

- 연결관 사용전선: 0.75 mm2

3-6-4. 압력제한 스위치 (Pressure Switch)

오일 히터는 야간 작업이나 작동하지 않는 동안 유압유의 온도가 적정한 수준의 온도에 미치지 못하고 낮아졌을 때, 

기본적인 유압식 컨트롤 시스템(압력, 유압식 엘리베이터, 서보계 등)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유압 작동유의 점도는 계절에 따른 대기온도의 변화, 승강기 적재용량, 실린더의 크기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이때 유압유가 수축하거나 큰 힘(하중)을 실으면 카는 순간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층의 바닥과 카 바닥의 수평이 깨집니다. 이때 레벨 보상 장치가 가동하여 바닥을 수평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대용량의 화물을 지게차 등에 싣고 승강기에 들어가면 카는 밑으로 빠지고 지게차는 턱을 넘지 못합니다. 

이때 순간적인 감지로 유압유를 실린더에 보충하면서 층의 바닥과 승강기 바닥을 수평으로 복원 시킵니다.

장점:  

① 제어 마그네트 수명 연장

② 전기사용료 절약

③ 메인 모터 소손 방지 및 수명 연장

④ 유압 작동유 온도 상승 방지

⑤ 레벨 보상이 빠름

3-6-6. 레벨보상장치 (Re-leveling Device)

3-6-5. 오일 히터 (Oil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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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하방지 밸브의 사용법

낙하방지 밸브의 설치 위치는 유압 실린더와 유압 배관 사이에 설치하며 단방향의 유체 흐름은 자유롭게 하고 

다른 방향의 유체 흐름은 배관의 파손 등으로 유압의 설정치 이상으로 발생되었을 때 유압의 흐름을 자동적으로 

차단하여 유압 엘리베이터의 추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의 유압식 밸브의 설치 및 수리를 권장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조작을 가할 경우 

상해 또는 장비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부 부품을 조작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잔류압력이 0으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선택 사항

DK  

ES 

조절변

1     

주의! 실린더가 2개일 경우 양쪽 실린더의 낙하방지 밸브간 서로 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포트이며 낙하방지 밸브가 

동시에 작동됩니다. 실린더 오일 주입구에 직접 체결합니다. 실린더 쪽을 Z, 호스와 유니트 쪽을 T로 연결합니다.

3-6-7. 낙하방지 밸브 (Rupture Valve)

1. 낙하방지 밸브 기능 설명

낙하방지 밸브는 실린더 오일 주입구에 직접 연결 설치됩니다. 주 실린더 

배관라인의 파열로 인해 기준 속도보다 급가속 되었을 경우, 밸브가 차단되어도 

승강기는 서서히 부드럽게 정지합니다. 닫힌 낙하방지 밸브(카가 정지된 상태)는

다시 상승 주행 시키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밸브가 닫혔을 때 (승강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 이러한 상황을 경보 장치로 알리고자 할 때 전기적 스위치 

장치 (ES: 선택사항)가 부착된 밸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사양 및 모델

0.75˝ 1.0˝ 1.5˝ 2.0˝

사용 유량 (ℓ/min) 5~100 101~175 176~425 426~800
압력 범위 (kg/cm2) 20~70 20~70 20~70 20~70
점도 범위 (cSt) 50~75 50~75 50~75 50~75
온도 범위 (℃) 20~60 20~60 20~60 20~60

트윈 실린더 시스템의 경우, 파일럿 포트 DK의 연결은 모든 낙하방지 밸브가 거의 동시에 

닫힘을 보장합니다.

낙하방지 밸브는 밸브가 닫히고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엘리베이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때 

작동되는 전기 리미트 스위치 ES에 장착 될 수 있습니다.

‘폐쇄 유량’ 조절변 #1. 안쪽으로 스크류를 돌리면, 오일량의 증가와 함께 밸브가 닫힙니다. 감속이 1g 보다 

적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낙하방지 밸브는 ‘상승’ 명령어로 다시 열수 있습니다.

4. 낙하방지 밸브 시험

낙하방지 밸브는 정격속도와 0.3 m/sec (60 fpm) 위의 카의 정격 하강 속도 사이에서 밸브의 개폐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물건을 싣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강 유량이 조정된 폐쇄 유량과 거의 같을 때는 낙하방지 밸브가 수초 후에 닫힐 것입니다.

하강 유량이 조정된 폐쇄 유량을 완전 초과할 경우, 낙하방지 밸브는 1~2초 안에 닫힐 것입니다.

급속 하강 시험

승강기 규정 속도의 1.4 배 빠르게 하강할 수 있도록 컨트롤 밸브를 조정하여 시험하면 1.4 배의 하강 

오일량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5. 구조 및 규격에 따른 토출량 제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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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수동 펌프 (Hand Pump)

1. 수동 펌프의 용도 및 종류 

일반적으로 유압 승강기나 프레스 장치 또는 승강기 비상 정지시 수동동작과 유압 시스템의 압력 시험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고압에서도 사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릴리프밸브(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압력을 방출하기 위한 수동밸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설치

흡입 배관의 내경은 적어도 8mm 이상 되어야 하며, 수동 펌프와 배관 연결부는 완전히 밀폐되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흡입배관라인에 필터를 부착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기 빼기

수동 펌프의 손잡이(레버)가 가능한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수동 펌프를 설치하고 공기를 빼기 위해 우선 

공기 빼기 나사를 반 바퀴 풀어 열린 상태에서 오일이 나사산을 따라 나올 때까지 펌핑 운동을 계속하여 공기를 뺍니다.



주의: 수동 하강을 위해, 포트 T를 탱크에 연결. 
        A→B 자유 유동. 솔레노이드 LE 비활성화.
        B→A 솔레노이드 LE 활성화 시에만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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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압력차단 밸브 (Pressure Lock Valve)

설명: 압력차단 밸브는 유압 엘리베이터용으로 설계된 솔레노이드 작동식 체크 밸브이며, 자동 폐쇄식 수동하강 밸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오일이 상향 이동을 위해 펌프 장치 A에서 실린더 B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하고, 

솔레노이드에 전기 신호가 주어질 때까지 B에서 A로의 역방향 흐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밸브 바로 근방의 메인 실린더 라인에 설치된 압력차단 밸브는 컨트롤 밸브 내에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작동부전이

발생할 경우, 엘리베이터의 원하지 않는 하강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컨트롤 밸브의 다운 시스템에 안전 백업 밸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압력차단밸브의 다른 응용으로는, 실린더와 컨트롤 밸브 사이 오일의 압축 계수 때문에 일어난 유압 엘리베이터 장치 

내의 떨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EV 연결부 바로 위에 압력차단 밸브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랙로프 밸브(slack rope valve) LK (예: 2:1 간접 트랜스미션)는 로프식 엘리베이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카가 안전장치 내에 매달려 완충장치 위에 놓여있을 때 램(ram)의 하강에 의해 로프가 느슨해지는 현상

(slack rope condition)을 예방합니다.

경고: 반드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밸브를 조절 또는 수리해야 

합니다. 무자격자의 조작은 부상, 인명 손실 또는 장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부 부품을 수리하기 전에는 필히 전력을 

차단시키고, 볼 밸브를 잠가서 밸브 내 잔류압력을 0으로 

감압시켜야 합니다. 매우 높은 압력의 스파이크는 변형되거나 

오일이 튈 수가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압력차단 밸브

○ 안정 위치: 

압력차단 밸브가 대기 상태인 경우, SC(솔레노이드) LE는 활성화되지 않고, 메인 유동 가이드 LV는 잠기게 되어 

실린더에서 탱크로의 오일 흐름을 예방합니다.

○ 상향 이동: 

펌프 작동 중 상향 이동 시, 오일은 포트 A를 통과하고 유동 가이드 LV를 통과한 후 포트 B를 통해 메인 실린더로 

빠져나갑니다. 솔레노이드 LE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 하향 이동: 

카의 하향 이동을 위해서 압력차단 밸브는 메인 제어 밸브(컨트롤 밸브)보다 약 0.5초 더 빨리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일이 파일럿 챔버(도면참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며, 메인 피스톤 LV가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력차단 밸브와 컨트롤 밸브 연결 라인 사이의 압력은 상당히 떨어지며, 엘리베이터를 작동상태로 

만들기 위해 연결 라인은 다시 재가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엘리베이터를 위 방향으로 잠시 시동하거나 

핸드 펌프로 오일을 펌핑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밸브 내부에서 누유가 생긴다면, 

재가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LV가 열림으로써 오일이 압력차단 밸브 및 컨트롤 밸브에 의해 실린더에서 탱크 쪽으로(B에서 A로) 흐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압력차단 밸브 상의 솔레노이드 LE는 컨트롤 밸브의 하향 솔레노이드(D)와 함께 

비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압력차단 밸브 내의 피스톤 LV 및 컨트롤 밸브 내의 하향 피스톤 X가 

완전히 닫힙니다.

사이즈 ½˝ ¾˝ 1 ½˝ 2˝ 2 ½˝
최대 유량 범위 lpm 80 125 400 800 1400

최소/최대 작동 압력 bar 10~100 10~100 10~100 10~80 10~70
파열 압력 bar 500 500 500 450 365
탱크 연결 T 1/4˝ 1/4˝ 1/2˝ 1/2˝ 1/2˝

중량 kg 0.8 1.4 2.5 4.2 7.0
실린더 압력 포트 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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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강하: 

압력 차단 밸브의 압력 손실은 밸브 사이즈 및 유량에 좌우됩니다. 또한, 사용 커넥터의 사이즈 및 유형(type)도 

압력 손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압력차단 밸브의 압력 손실은 컨트롤 밸브 빈 카의 압력 산출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비상 하강: 

압력차단 밸브 상의 비상 수동 하강 LH는 비상시 카를 내리기 위해 작동되어야 합니다. 카의 하강 속도는 LY의 설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LH가 열려있을 때와 같이, 실린더로부터의 오일은 탱크 포트 T에 부착된 복귀 탱크-라인을 통하여 

탱크로 되돌아갑니다. 복귀 탱크-라인은 탱크 포트 T보다 사이즈가 더 작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상 수동 

하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랙로프 밸브 LK는 수동 하강 LH가 2:1 로프식 엘리베이터 내에서 

작동될 때 로프의 꼬임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램(ram)의 하강을 방지합니다.

○ 공기 빼기: 

압력차단 밸브를 연결 후 또는 수리 직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공기 빼기를 해야 합니다.  

비상하강 밸브를 작동하거나 솔레노이드 튜브를 오일이 보일 때까지 살짝 푼 뒤, 다시 조이면 됩니다. 

조정

○ 수동 하강 속도 LY (¾˝, 1 ½˝, 2˝ 및 2 ½˝ 밸브): 

‘in‘ (시계방향)은 하강속도를 더 느리게 하고 ‘out’(시계반대방향)은 하강 속도를 더 빠르게 합니다

○ 슬랙로프 밸브 LK: 

LK는 3mm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시계 방향이면 압력이 높아지고, 시계 반대방향(out)은 압력이 낮아집니다. LK를 

시계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다음, 시계반대방향으로 반바퀴 돌린 후, LE 솔레노이드가 활성화될시 빈 카는 내려가야 

합니다. 만약 카가 내려가지 않으면, LK는 카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까지 반드시 시계 반대방향으로 되돌려야 하며, 

후에 차가운 오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반 바퀴 더 시계 반대방향으로 되돌려, 카의 요구치 만큼 하강시켜야 

합니다.

기능 점검

압력차단 밸브의 기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솔레노이드 LE는 하향 이동 중 비활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리테이닝너트(retaining nut) MM을 풀고 솔레노이드 코일 M을 수동으로 올려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단 코일 M이 솔레노이드 튜브 DR로부터 제거되면, 활성화된 코일은 약 10초 후 과열되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솔레노이드 코일이 타버릴 수 있습니다. 

기능 시험을 할 경우 압력차단 밸브와 컨트롤 밸브 사이의 연결 라인에 압력 강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작동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연결 라인은 다시 가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핸드 펌프를 사용하여 

캐빈(cabin)을 위 방향으로 짧게 이동시켜 가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라인을 가압하는 것은 압력차단 밸브와 

컨트롤 밸브 사이의 압력 손실이 내부 누출로 인해 높을 경우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No. 부품 목록

LF 플랜지 (Flange)

LFO O-링-플랜지

LB 볼 (Ball)

LVF 스프링-유동 가이드

LFG 유동 가이드

LVO 씰 (Seal) - 유동 가이드

LVB 본체 - 유동 가이드

LUO O-링 - 유동 가이드

LH 수동 하강 - 자동 닫힘

LY 수동 하강 속도 조절기

HO 씰 - 수동 저위 (5.28 x 1.78)

MM 너트 솔레노이드

M 코일 솔레노이드 (전압 표시)

DR 튜브 - 솔레노이드

MO O-링 솔레노이드

DF 스프링 솔레노이드

DN 니들 솔레노이드

DK 코어 솔레노이드

DG 시트 하우징 (스크린 장착식)

DS 시트 솔레노이드

제어 소자

LV  

LH 

LK  

LE  

PB  

LY  

연결부 

A   
B   
T   

체크 밸브
수동 하강
슬랙로프 밸브 (옵션)
솔레노이드
압력계
수동하강 속도 조정 (1/2" 밸브 비장착) 

 
제어 밸브 연결부 
실린더 측면 연결부 
탱크 복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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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상태 전력 공급

상향 이동 및
리레벨링 (Re-levelling)

전원 OFF

하향 이동 및 리레벨링 전원 ON
문이 닫힌 상태로

정지된 경우
대기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전원을 끌 수 있다.

문이 열린 상태로
위로 이동하는 경우

일단 이동 센서가 차단되면
모터 OFF

문이 열린 상태로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

일단 이동 센서가 차단되면
전원 OFF

비상 하강 전원 ON
비상 수동 하강 수동작동

핸드 펌프 조작 전원 OFF

밸브 1½˝ - 2½˝
G½˝을 감소하지 않음 -

½˝ 튜브 사용 (18 x 1.5)
파일럿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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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의 오일쿨러는 출고 전 시험작동을 하며, 쿨러의 권장 온도인 40℃에 맞춰 출고되므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도설정방법 

① 조절버튼의 SET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② 설정온도의 숫자가 깜박이면 온도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③ ▽, △ 버튼으로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④ 설정온도부분을 보며 원하는 온도설정이 끝났으면 SET버튼을 한번 더 누릅니다.

⑤ 설정온도가 깜박이지 않으면 설정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도남 오일쿨러의 최적온도설정

    (공장초기설정)은 40℃입니다. 

주의: 만약 권장온도설정
(공장초기값)보다 낮을 경우,

모터가 장시간 가동 되어
모터의 소손이나

기기의 발열이 심해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적온도설정보다 높을 경우, 
오일의 온도를 제때 식히지 못하여

유니트나 실린더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설정온도를 조절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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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오일쿨러 온도설정 방법

4. 오일쿨러 (Oil Cooler)

4-1. 오일쿨러

유압 승강기에서의 발열 원인

○ 유압 펌프 내의 내부 마찰, 점성 저항 및 누유로 인한 압력손실

○ 제어 및 관로 내의 압력 강화

○ 압력 릴리프, 감압기 통과로 인한 압력의 손실

○ 모터의 효율에 의한 손실 등의 원인에 의해 작동유의 온도 상승

 

온도가 승강기에 미치는 영향

○ 온도가 높아짐은 오일의 점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점도가 높아지면

    컨트롤 밸브의 제어가 정확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 오일 온도의 상승은 유압 모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 작동유의 점성 저하로 오일 교환시기가 빨라집니다.

오일쿨러의 필요성

○ 기기를 보호하고 작동유의 사용기간 연장과 쾌적한 승차감을 유지하기 위해 오일쿨러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용량, 치수 및 운용 방식 

도남의 오일쿨러는?

○ 냉각효과가 탁월합니다.

○ 작동 방식의 자동화로 단순합니다.

   ·디지털 온도 컨트롤러 사용 

   ·일정 온도(출고시 45℃)에 도달하면 가동

   ·일정 온도(출고시 30℃)에 도달하면 중지

○ 외관이 단순, 수려하며 전기 조립 및

    배관 연결이 쉽습니다.

용량 열량 L x W x H (mm) 냉각 방식 온도 설정방법 운용 방식

7 kW 6,000 kcal 592 x 475 x 971

공냉식 디지털 온도 컨트롤러

설정값에 의해 자동 On/Off
상한 45℃
하한 30℃

14 kW 12,000 kcal 692 x 475 x 971

20 kW 17,000 kcal 784 x 575 x 1170

소요수 품번 품명 재질 규격 및 도번

GO1 01 Motor
3Ø 220/380 V, 

60 Hz
BRONZONI 

(Italy)

1 02 Pump
SMT 75L
(90 ℓ/min)

Settima 
(Italy)

1 03 Radiator DNOC1010

1 04 Fan/Motor
3Ø, 4P, 220 V, 

60 Hz, 
0.185 kW

Ø400

1 05
Terminal Box 

Ass’y
SS41 DNOC1009



4-3. 냉각 열량 계산법

1) Q = K x A x △Qm = Go x Cpo x ( to1 - to2 ) = Ga x Cpa x ( ta2 - ta1 )

  ① Q = 교환열량 (kcal/h)    ② K = 열관류계수 (kcal/mm2 x h x ℃)

  ③ △Qm = 두 유체의 유효 평균온도차 ℃  ④ A = 전열넓이 m2

  ⑤ Go = 오일유량 ℓ/min x 60   ⑥ Cpo = 오일의 정압비열 kcal/kg

  ⑦ to1 = 오일 입구 온도    ⑧ to2 = 오일 출구 온도

  ⑨ Ga = 공기유량 kg/h    ⑩ Cpu = 공기의 정압비열 kcal/h ℃

  ⑪ ta1 = 공기 입구 온도    ⑫ ta2 = 공기 출구 온도

2) 예시

  ① 유량 120 ℓ/min

  ② 대기온도 28℃

  ③ 오일 입구 온도 60℃

  ④ 오일 출구 온도 55℃

  ⑤ 공기 입구 온도 28℃

  ⑥ 공기 출구 온도 29.2℃

3) Q = {120 ℓ/min x 60 x 0.85 kg/cm3 (비중)} x {0.45 kcal/kg ℃} x {(60℃ - 55℃)} = 13,770 kcal/h

※ 필요교환열량

Qerf = {G - ges x H x Z/340,000} - {Qmogl = 0.0116(FAgg = Fzyl) x (to - tr)} = (    )kW x 859.98 kcal/h

참고: 교환열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4-4. 쿨러 필요여부 선정방법

예) 

(1) 총 하중 : {적재하중(    )kg + 카자중(    )kg} x 2 = (    )kg

(2) 작동 횟수 : ① 행정거리:          mm

               ② 속도:          m/min

               ③ 운행시간: 상승: (    )초 + 도어개폐 및 자동차 입출고 (    )초 = (    )

                             하강: (    )초 + 도어개폐 및 자동차 입출고 (    )초 = (    )

(3) 실린더 스트로크(Cylinder Stroke):       mm

(4) 탱크 크기 :      =     m2 (표면적)

(5) 실린더 직경 :        Ø

Qerf (발열량)은 (    )kW이고 Qmogl (방출량)은 (    )kW 입니다.

Qerf - Qmogl = (    )kW

즉, 방출량 (    )kW 이상의 쿨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 kW = 859.98 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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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오일쿨러 검사 성적서



출발 후 

고속이 안되고

계속 저속으로

운행하는 경우

모터의 용량이 적거나 단상으로 

회전하는 경우

모터용량 확인 및 단자대, 

마그네트 스위치, 기타부위 확인 및

조치합니다

코일B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전압이 낮을 경우

전압 체크 및 AC 또는

DC 체크 요망

코일B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코일B를 분해 청소합니다 부품 분실 주의

실린더 또는 카가 끼임으로 

마찰 압력이 높을 경우

카 또는 가이드 레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실린더로드의 표면과 

패킹 상태를 확인합니다

윤활유등 보충

감속시 

급감속이 되어

충격이 심한 

경우

조절변 #3이 많이 열려 있는 경우 #3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3과 #4를 동시에 

조정해 봅니다
조절변 #4가 많이 닫혀 있는 경우 #4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조절변 #2가 너무 닫혀 있는 경우
#2를 시계반대방향으로

조금 돌립니다

코일A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전압이 낮을 경우

전원, 전압 체크 

AC 또는 DC를 확인합니다

감속이 되지 않고 

계속 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우

코일B에 전원이 공급되어 

자력이 살아 있는 경우
코일B의 전원단락을 확인합니다

조절변 #3이 많이 닫혀 있는 경우
#3을 시계반대방향으로 

조금씩 돌립니다

조절변 #2가 많이 열려 있는 경우
#2를 시계방향으로

조금씩 돌립니다

조절변 #4가 많이 열려 있는 경우
#4를 시계방향으로

조금씩 돌립니다

조절변 #1이 많이 닫혀 있는 경우
#1을 시계반대방향으로 

조금씩 돌립니다

조절변 #1 (바이패스)의‘U’ 

부품에 있는 O-링이 이탈되어

끼어 있는 경우

밸브를 분해한 후

O-링을 교환합니다

착상층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

코일A와 코일B가

바뀌어 있을 경우
코일A와 코일B를 바꾸어 줍니다

실린더 길이가 짧은 경우
행정거리와 실린더 길이를

확인합니다

실린더 설치가 잘못된 경우 실린더 높낮이를 조정합니다

착상 리미트 스위치의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경우
리미트 스위치 위치를 수정합니다

오일이 부족한 경우
오일을 보충합니다 → 누유 부분이 

있으면 우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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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페이지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문제점 원인 해결 및 조치 방법 비고

카가 

상승 주행시 

모터와 펌프는 

가동되지만 

출발이 

되지 않는 

경우

차단밸브가 닫혀 있을 경우 밸브를 개방시킵니다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가동하면 압력이 급상승합니다

카가 가이드레일 또는

기타 부위에 끼어 있을 경우

확인 후 문제점을 제거합니다실린더로드가 끼어있거나 

수직범위(3mm)에서

벗어나 있을 경우

모터가 역회전하는 경우
모터의 상 또는 1차 측 상(R, S, T)

을 교환 → 모터 결선도 참고

펌프 역회전으로 

굉음이 발생합니다

모터가 단상으로 걸린 경우
컨트롤 박스, 단자 박스 등 전선

연결 부분을 확인 및 조치합니다

잠깐은 회전하지만 

힘이 없고, 

소손 우려가 있습니다

모터의 결선이 잘못된 경우
→ 모터 결선도를 참고하십시오.

→ 단자대 뚜껑 내부에 있습니다
겸용 불가

유니트의 배관이 잘못된 경우
특히 펌프와 밸브의 

배관라인을 확인합니다

모터와 펌프의 연결축이

부러진 경우
확인 후 조치합니다

코일A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전압이 낮을 경우

전압 확인 요망

 DC 또는 AC를 구분합니다
도남은 DC 110 V

코일A에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코일이 충분하게 조여져 있지 

않은 경우

이물질 제거, 청소 및 

충분한 조임이 필요합니다
밸브가 충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조절변 #1이 많이 열려 있는 경우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변화를 주시합니다
조절변이 민감합니다

조절변 #2가 닫혀 있는 경우
시계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돌립니다

릴리프의 조절변의 압력이

낮게 세팅된 경우

차단밸브를 잠그고 

규정값을 얻을때까지

시계방향으로 조금씩 돌립니다. 

단, 70 kg/m2 을 넘기지 않습니다

조정 후 필히 볼트를 

채워 고정시켜야 합니다

출발이 늦게 

진행되는 

경우

조절변 #1이 많이 열려 있을 경우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변화를 주시합니다

조절변 #2가 많이 닫혀 있을 경우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변화를 주시합니다.

출발이 너무 

빨라 충격이 

심한 경우

조절변 #1이 많이 닫혀 있을 경우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변화를 주시합니다

조절변 #2가 많이 열려 있을 경우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변화를 주시합니다

상승 주행시 (UP Traveling)

635. 유압 승강기 작동시 발생하는 문제, 원인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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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 주행시 
카가 

출발되지 
않는 경우

차단 밸브가 닫혀 있는 경우 밸브를 개방시킵니다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가동하면

압력이 급상승합니다

카가 가이드 레일 또는
기타부위에 끼인 경우

확인 후 문제점을 제거합니다

코일D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전압이 낮을 경우

전압 확인 요망 
DC 또는 AC를 구분합니다

도남은 DC 110 V

코일C와 D가 바뀌었을 경우 코일C와 D를 바꿉니다

조절변 #6이 많이 닫혀 있을 경우 #6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감속 운전시 해당됩니다

조절변 #8이
너무 많이 열려 있을 경우

#8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8은 매우 민감하므로 조금씩 
돌립니다. 너무 많이 돌리면

전기와 무관하게 카가 내려옵니다

조절변 #7이 많이 닫혀 있을 경우 #7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오일의 점도가 너무 낮은 경우
- 오일이 굳기 직전 상태

전기히터를 이용하여 점도를 
적정한 점도로 올립니다. 특히, 

추운 겨울 아침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강(DOWN) 필터
(조절변 #7, #8 부위)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

확인 후 이물질 제거, 청소합니다

하강 출발시 
충격이 심할 
경우 (급가속)

조절변 #6이 너무 열려 있는 경우
조절변 #6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출발전 카가 레일 또는 기타 부위에
끼어 있다가 출발할 경우

레일, 실린더, 기타부위를
확인합니다

출발 후 
고속 하강이 
안 되는 경우 
(계속 저속 
하강시)

코일C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전압이 낮을 경우

전압 확인 요망  
DC 또는 AC를 구분합니다

도남은 DC 110 V

코일C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확인 후 이물질 제거, 청소합니다

조절변 #7이 많이 닫혀 있을 경우 #7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착상시 충격이 
심한 경우

조절변 #9가 너무 열려있을 경우 #9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감속구간이 너무 짧을 경우 리미트 스위치 위치를 조정합니다

조절변 #8이 너무 열려 있을 경우 #8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감속 속도가
너무 느릴 때

조절변 #9가 너무 닫혀 있을 경우 #9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고속 하강이
너무 빠른 경우

조절변 #7이 너무 열려 있을 경우 #7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감속할 때 
급감속이 

되어 
충격이

심한 경우

조절변 #8이 너무 열려 있을 경우
#8을 시계방향으로
조금씩 돌립니다

#8은 민감하므로
착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절변 #9가 너무 닫혀 있을 경우
#9를 시계반대방향으로

조금씩 돌립니다.

하강주행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감속 속도와 비교할 경우)

#7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감속이
되지 않고
고속으로

계속 하강할 때

코일C에 전원이
계속 공급되고 있을 경우

전원을 점검합니다

조절변 #9가 너무 열려 있을 경우
#9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감속속도를 줄입니다)

조절변 #9의 스프링이 부러지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분해 확인 후 조치합니다

감속구간이 너무 짧을 경우
리미트 스위치

감속구간을 늘립니다
속도 = 0.3 m/sec 이면 30 cm

감속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

조절변 #4가 너무 닫혀 있을 경우 #4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조절변 #3이 많이 열려 있는 경우 #3을 시계방향으로 조금 돌립니다

착상시 충격이

너무 심한 경우

감속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조절변 #4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조절변 #5가 열려 있는 경우
조절변 #5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감속구간이 너무 짧은 경우

감속구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카의 속도가 0.5 m/sec
(30 m/min)일때,

감속구간은 50 cm가

이상적입니다

모터는 코일A의 자화가 끊어진 후 

0.5~1 초 더 가동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절변 #5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린더로드가 최대로 뽑혀진

시각과 카가 정지하는 시각이

일치하는 경우

- 실린더 길이 확인 및

설치 높이를 확인합니다

- 리미트 스위치 또는

유도판 간격을 조장합니다

착상위치에서 

벗어나 정지하는 

경우

착상 리미트 스위치가

위로 더 올라간 경우
리미트 스위치 위치를 수정합니다

감속 속도가 빠를 경우
조절변 #4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조절변 #5가 너무 닫혔을 경우
조절변 #5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기타

생길 수 있는

현상 및 원인 

조치

카의 주행이 불규칙하거나

파동이 일 경우

- 실린더 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 합니다

- 실린더 로드면의

굴곡 상태를 확인합니다
- 에어밸브를 열고 

오일을 유출 시킵니다

- 손으로 만져봅니다

- 추로 확인합니다

카가 떨거나

소음이 심하게 날 경우

- 실린더 중심위치를 확인합니다

- 가이드레일의 표면확인 및 

윤활유를 주입합니다

- 오일이 부족한 경우

보충하여 줍니다

주행에서 감속시

카가 오르지 못하거나

간신히 오를 경우 (떨면서 오를 때)

릴리프 설정 압력이 규정치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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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행을
정지하였으나 
카가 내려올 때

실린더 및 기타 배관 부위에서 
누유가 되고 있을 경우

확인 후 조치합니다

실린더 내부에
공기가 많이 있을 경우

공기를 충분히 뺍니다

코일D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분해하여 청소합니다 필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수동다운밸브 ‘H’에서
누유가 될 경우

분해 후 O-링 상태를
점검, 교환합니다

체크밸브에서 누유가 될 경우
분해 후 O-링 상태를

점검, 교환합니다

조절변 #8이 많이 닫혀 있을 경우
#8을 시계반대방향으로

조금씩 돌립니다

조절변 #7, #9의 O-링이
이탈하거나 끊어지거나 또는

이물질이 있는 경우

분해 후 O-링 상태를
점검, 교환합니다

적재물을
실었을 때
카가 많이

빠지는 경우

실린더 선정이 잘못되어
압력차가 심한 경우

용량을 재계산 합니다

와이어 로프가 늘어난 경우 확인 후 조치합니다

실린더 내부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

공기를 빼냅니다

착상위치에서
벗어나 정지하는 

경우

착상 리미트 스위치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리미트 스위치 위치를 수정합니다

감속속도가 빠를 경우
조절변#4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조절변 #5가 너무 닫혀 있는 경우
조절변 #5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기타 발생할 수 
있는 현상 및 

원인

카의 주행이 불규칙하거나
떨릴 경우

실린더 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에어밸브를 이용합니다.

실린더로드 표면의
굴곡 상태를 확인합니다

촉감을 이용합니다.

카가 떨거나
소음이 심하게 날 경우

실린더 설치의 수직도를
(동서남북 3 mm 이내) 확인합니다

추, 공구를 이용합니다.

가이드 레일의 표면 확인 및 윤활유 
주입 또는 오일을 보충합니다. 

주행감속구간에서
카가 오르지 못하거나

간신히 오를 경우 (떨면서 오를 때)

릴리프 압력의 설정이 규정치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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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 레벨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내려가지 
못할 때

정지 리미트 스위치의 위치가
높을 경우

확인 후 위치를 조정합니다

실린더의 길이가 짧을 경우 확인 후 조치합니다

시브 와이어가 짧을 경우 확인 후 조치합니다

실린더 설치 위치가 높을 경우 확인 후 조치합니다

착상레벨에서
카가

더 내려 올 때

정지 리미트 스위치가 낮을 경우 확인 후 위치를 조정합니다

 조절변 #8이
너무 닫혀 있을 경우

#8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A. 승강기 설치자 (승강기 회사)에게 좋은 점

① 승강기 설치기간: 로프식 보다 짧습니다.

② 완벽한 유압 승강기 시스템으로 로프식 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③ 부품의 조달이 쉬우며 복잡한 유지보수(로프식)에 따른 독점적 보수 계약에서 자유롭습니다. 

④ 유압식 승강기는 로프식보다 적은 구성품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할 부분이 적습니다. 

⑤ 기계실은 지하 또는 상부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므로 설치가 쉬우며 위험이 적습니다.

⑥ 유압 승강기는 윤활유 속에 잠긴 모터펌프의 가동으로 작동이 부드럽고 기계적 마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로프식 

    승강기 보다는 유지, 보수가 적게 요구됩니다.

⑦ 특히 무거운 중량물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⑧ 로프식은 하중을 건물 벽 등에 의지하여 움직이고 유압식은 건물기초에 의지하여 운행되므로 지진이 많은 지역에서   

    더욱 안전합니다.

⑨기계실이 별도로 있어 엘리베이터에서의 소음이 적습니다.

⑩비상시 (화재발생시) 스프링클러나 호스 등에서 물이 분사되었을 때 로프식 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⑪중력 (자중)에 의해 하강하므로 경제적입니다.

B. 건물주 (발주자)에게 좋은 점

① 설치비용이 로프식 보다 약 15-20% 저렴하고 유지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② 건물의 공간 및 구조의 효율적 활용 - 건축비의 절감

  ·유압식은 평형추 (웨이트)를 사용하지 않기에 승강기 통로의 면적을 12%정도 절약합니다. 

  ·유압식 승강기는 건물 구조상 수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승강로 기둥 사이즈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실의 위치를 건물 구조와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직 통로 없이 건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로프식을 설치하려면 상부에 구조 보강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은 상부 구조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유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압식은 건물 증축 시 건물구조 보강 없이 로프식 보다 쉽게 설치 가능합니다.

③ 에너지 및 유지보수의 최소화

  ·유압식과 로프식의 상승시의 에너지 소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중에 의해 하강하므로 하강 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량의 열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절감합니다.

④ 비상 상황시 (승강기 사고)

  ·구조작업을 할 경우 전문가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도 승강기 위, 맨 위층 승강로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출처: Why hydraulic elevators are so popular? Part II by Blain Hydraulics

6. 유압 승강기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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