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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 - DW VOX

DW - DW VOX

SUBMERSIBLE ELECTRIC PUMPS FOR SEWAGE

SUBMERSIBLE ELECTRIC PUMPS FOR SEWAGE

in AISI 304

in AISI 304

Submersible electric pumps in AISI 304 stainless steel for sewage.

DW 성능곡선 (according to ISO 9906 Attachment A)

DW VOX 성능곡선 (according to ISO 9906 Attachment A)

용도
•가정용 산업용 오수 배출
•우물 배수 및 발굴
•지면 배수
•일반적으로 폐수 이송. (고체 또는 미세 물질이 들어있는 폐수)
•침투수 배출
•하수 이송 (sanitary services)
•오물 배출

기술정보
•10m of H07 RN-F (단상) 또는 FG50K (삼상) 전력 공급 케이블 갖춤
•플로트 스위치 유/무 가능
•보이지 않는 단일채널 임팰러 및 볼텍스 타입 (VOX)과 플랜지 (F)

성능곡선 (according to ISO 9906 Attachment A)

기술자료
•최대 침수 깊이 : 10m
•최대유체온도: 40°C
•통과 가능한 최대 고형물 크기 : 50mm 구체
•자체환기 2극 비동기식 모터
•절연등급 F
•보호등급 IPX8
•110-115V ±6%, 60Hz 단상,
220-230V ±6%, 60Hz 단상,
220V -6 +10%, 60Hz 삼상,
380V -6 +10%, 60Hz 삼상,
440-460V ±6%, 60Hz 삼상

성능표

DW - DW VOX 외형도

DWF - DWF VOX 외형도

재질
•Pump body, impeller, seal cover, casing cover and motor frame
in AISI 304
•Shaft in AISI 303 (part in contact with the liquid)
•Twin mechanical seal with interposed oil chamber:
- upper in Carbon/Ceramic/NBR (motor side)
- lower in SiC/SiC/NBR (pump side)

식별코드

특수버전
•VOX 버전 (볼텍스 임팰러 - VORTEX im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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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 - DW VOX 외형표

DWF - DWF VOX 외형표

단면도

DW - DW VOX COUPLING KIT 치수

부품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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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수중 펌프 (주물)

DW - DW VOX

EBARA D'시리즈 수중펌프 - 품질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오폐수 및 하수용 수중펌프제품.
안정적인 고성능 수중펌프 시리즈.
주철 재질 및 특수설계로 우수한 내구성.

SUBMERSIBLE ELECTRIC PUMPS FOR SEWAGE
in AISI 304

DW - DW VOX 전기관련표 단상
모터 보호장치
열과부하 등 방지를 위한
써멀프로텍터 내장

모든 체결부품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

DW - DW VOX 전기관련표 삼상

DRY RUN대책
Ebara D’시리즈 펌프 제품
에는 과부하 보호장치와,
오일윤활식 더블 미케니
컬 실이 장착되어 있어,
DRY RUN으로 인한 윤활
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방
지합니다.

케이블 인입구
경화재질의 삼중씰링으로
오수유입을 원천 차단합
니다.
F 클래스 절연등급의 구리
권선 건식수중모터로, 고
효율, 고성능 모터를 채용
했습니다.
볼베어링은 고온에 견디
는 타입이며, 오일 누유가
없도록 영구 윤활처리된
구조입니다.
미케니컬 실
오일 윤활식 더블 미케니
컬 실 구조로 안정적인 미
케니컬 실링 성능을 보장
합니다.

Model DS

Model DS
■ 특장점
•높은 효율의 Semi-open 임펠러
•스트레이너 채용으로 막힘 방지

■ 용도
•정화조 배수
•빗물 · 용출수 배수
•급수

Model DVS
■ 특장점
•Semi-vortex 임펠러 채용 	
토출구경 60-70% 크기의 이물질 통과가능
•유지보수 용이

■ 용도
•유연성 · 섬유성 이물이 섞여 있는 폐수 처리
•산업폐수 처리
•정화조 폐수 처리
•기타 폐수 처리

Semi-open 수중 배수펌프

Model DML
■ 특장점
Model DVS
Semi-vortex 수중펌프

•3" 관경의 Non-clog single channel 임펠러 채용
•최대 토출구경 150mm
•건식조 적용 가능 (선택사양)

■ 용도
•하수처리
•폐수처리
Model DML

Model DL

Single Channel Non-clog
수중 오물펌프

■ 특장점
•Non-clog 타입 임펠러 채용으로 섬유성 이물이
섞여 있는 폐수 처리시 걸림 방지
•최대 토출구경 300mm, 최대 45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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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L

■ 용도

Non-clog 수중 오물펌프

•하수처리
•폐수처리

13

479705621

11-1, Haneda Asahi-cho, Ohta-ku,
Tokyo 144-8510
Japan
Phone +81 3 6275 7598
Fax +81 3 5736 3193
www.ebara.com

05/18

EBARA Corporation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