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설적인 가변 속도 펌프 드라이브가 이제 더욱 더 좋아졌습니다.

효율. 간단. HYDRO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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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간단. 
HYDROVAR.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효율적이고, 설치와 
작동이 더 용이해진 5세대 HYDROVAR가  
신규 및 개조 응용작업 모두에  이상적인  
가변 속도 펌프 드라이브가 되었습니다.

HYDROVAR는 모든 표준 AC 모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장착하거나 벽면에 장착하여 
어떤 제조사의 펌프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시운전, 
프로그램 설정 및 작동을 가장 쉽게 해내는 
드라이브로서 사실상 어떠한 펌프  
구성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후방 호환성을  

갖춰 최신 세대의 HYDROVAR은 기존 시스템과 
차질없이 작동됩니다.

통합된 펌프 기능은 펌프와 모터를 보호해주며, 
내장된 THDi 필터는 송전된 전력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비 수명을 더욱 연장시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거의 모든 장치에 적합한 소형의 
사용하기 쉬운 드라이브를 통해 최대 70%까지 
에너지를 확실히 절감시켜줍니다.

효율적 에너지 사용 
효율적 작동
효율적 개조 장착
효율적 구성
설치 간단
시운전 및 작동 간단
통합 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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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VAR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우수한 특성에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추가되었습니다.
•  자동화된 시운전  

       •  자동화된 시동 메뉴 

       •  더 커진 LCD 디스플레이  

       •  표준 모터들의 사전 프로그래밍 

       •  28 개 언어 지원 

•  확장된 범위:  

       •  1,5 kW (2 HP) 3ph 380-460V  

       •  1.5kW (2 HP)부터 11kW (15 HP) 3ph 208-240V까지 

       •  최대 4 kW (5 HP) 1ph 208-240V까지 

•  매끄러운 BMS 통합을 위한 표준으로서의 BACnet 및 Modbus 

•  무선 연결의 융통성을 위한 선택적 Wi-Fi 카드 

•  모터의 발열을 감소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고급 모터 제어 

•  내장된 THDi 필터가 배전망으로부터 오는 전력 품질을 향상시키고,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킴 

•  단일 장애 지점 없이 최대 8개의 펌프까지 운용할 수 있는 표준 멀티  
   펌프 능력 

•  확장 I/O를 위한 프리미엄 카드 옵션  
•  기존 HYDROVAR 제품들에 대한 후방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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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효율적 에너지 사용

HYDROVAR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명성을 갖고 있으며, 이번 최신 제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제품의 지능형 제어 시스템은 수요량에 정확히 적응하므로, 오로지 필요한 전력만을 사용합니다. 
더 많게 사용하지도 않고, 더 적게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제품은 70%까지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켜줄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를 받게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이 레트로피팅 및 지속적 작동의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용량
커브당 전력 소비

절감 4개월당 
(2,920시간) 절감펌프 고정 속도 시 펌프 가변 속도 시

25 % 5.8 kW 1.8 kW 4.0 kW 11,680 kWh

50 % 7.6 kW 3.2 kW 4.4 kW 12,848 kWh

75 % 9.2 kW 5.7 kW 3.5 kW 10,220 kWh

1년(8,760시간) 이내의 에너지 절감 34,748 kWh

효율적 작동

새로운 HYDROVAR는 표준 작동의 통상적 마모를 최소화하는 다수의 혁신적 기능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고급 모터 제어 소프트웨어는 발열을 관리하고, 필요 시 감소시킴으로써 모터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HYDROVAR에는 내장된 THDi 필터도 있으며, 이 필터는 배전망으로부터 오는 전력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비 수명을 연장시키고, 리액터 필터도 필요 없이 과열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합니다.

효율적 레트로피팅

기존 펌프 스테이션에 HYDROVAR를 레트로피팅하면 특히 부분적인 부하로 작동될 때,  
에너지를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VFD 작동에 적합한 
모든 표준형 비동기식 펌프 모터에 효율적으로 레트로피팅될 수 있습니다. 
전력 범위 0.55 kW부터 22 kW까지(0.75 ~ 30 Hp)에 대해 이용 가능한 
HYDROVAR 특유의 직접 장착 방식 덕분에, 레트로피팅이 신속하고, 간단하며, 
저렴합니다. 

효율적 구성

HYDROVAR의 모듈식 설계는 이 제품을 통상적인 가변 속도 펌프 드라이브와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실상 어떤 조합의 펌프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싱글 펌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8개까지의 펌프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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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펌프 운영
소프트 스타트/스톱 기능에 대해 하나의 인버터 사용.

트윈 펌프 운영
속도 제어 기능을 위한 트윈 구성으로 두 개의 인버터 사용.

멀티 펌프 운영 (캐스케이드 컨트롤러 - 릴레이)
최대 5개까지의 풀 스피드 슬레이브 펌프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버터(추가 프리미엄 카드 포함) 사용.

최대 5개까지의 풀 스피드 슬레이브 펌프

멀티 펌프 운영 (캐스케이드 컨트롤러 - 병렬식 또는 비동기식)
여러 대의 인버터를 결합해서 사용(최대 8개까지의 펌프가 결합될 수 있음).

최대 8대까지의 마스터 인버터

스위치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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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
설치 용이성

HYDROVAR는 신규 설치와 레트로피트 설치 
모두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로이 추가된 와이어링 하네스에는 전용 커버가 
있는 별도의 와이어링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 플러그 앤 플레이를 간단하게 
만들고, 안전하고 쉽게 와이어링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으로, 장치의 전기 구성요소를 
보호합니다. 클립 작업식 장착은 직접적인 모터 
장착 과정을 더욱 단순화합니다.

시운전 및 작동 용이성

새로운 스타트업 메뉴가 HYDROVAR의 시운전 
과정의 모든 단계를 안내해주며, 더 커진 LCD 
디스플레이는 각 페이지마다 확장된 범위의 
파라미터를 보여주고, 설정을 보다 빠르고 쉽게 
만들어줍니다. 아울러, 스타트업 메뉴는 표준 
모터들을 위한 확장된 범위의 사전 프로그래밍된 
파라미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모터 사이즈를 
선택하기만 하면, HYDROVAR가 나머지를 
처리해줍니다.

통합 용이성

새로운 HYDROVAR는 기존 건물 관리 시스템과 
함께 통합하고 BACnet 기능을 표준으로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제품의 
I/O 기능은 프리미엄 카드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현저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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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모델 타입 정격 출력 공칭 입력 전압 모델 

사이즈
최대 입력 
전류 (A)

효율성 정격 
(%) 전형 출력 전압 (V) 최대 출력 

전류 (A)
출력 주파수 

(Hz)

2.015 1.5 kW 
2 HP

208-240±10% 
(1상)

A 11.6 A 94% 0-240 
(3상) 7.5 A 15-70 (Hz)

2.022 2.2 kW 
3 HP

208-240±10% 
(1상)

A 15.1 A 93.5% 0-240 
(3상) 0,4 15-70 (Hz)

2.030 3 kW 
4 HP

208-240±10% 
(1상)

B 22.3 A 93.5% 0-240 
(3상) 14.3 A 15-70 (Hz)

2.040 4 kW 
5.5 HP

208-240±10% 
(1상) B 27.6 A 93.5% 0-240 

(3상) 16.7 A 15-70 (Hz)

3.015 1.5 kW 
2 HP

208-240±10% 
(3상) A 7 A 96% 공급 전압의 

0-100% 7.5 A 15-70 (Hz)

3.022 2.2 kW 
3 HP

208-240±10% 
(3상) A 9.1 A 96% 공급 전압의 

0-100% 0,4 15-70 (Hz)

3.030 3 kW 
4 HP

208-240±10% 
(3상) B 13.3 A 96% 공급 전압의 

0-100% 14.3 A 15-70 (Hz)

3.040 4 kW  
5.5 HP

208-240±10% 
(3상) B 16.5 A 96% 공급 전압의 

0-100% 16.7 A 15-70 (Hz)

3.055 5.5 kW 
7.5 HP

208-240±10% 
(3상) B 23.5 A 96% 공급 전압의 

0-100% 24.2 A 15-70 (Hz)

3.075 7.5 kW 
10 HP

208-240±10% 
(3상) C 29.6 A 96% 공급 전압의 

0-100% 31 A 15-70 (Hz)

3.110 11 kW 
15 HP

208-240±10% 
(3상) C 43.9 A 96% 공급 전압의 

0-100% 44 A 15-70 (Hz)

4.015 1.5 kW 
2 HP

380-460±15% 
(3상) A 3.9 A 96% 공급 전압의 

0-100% 4.1 A 15-70 (Hz)

4.022 2.2 kW 
3 HP

380-460±15% 
(3상) A 5.3 A 96.5% 공급 전압의 

0-100% 5.7 A 15-70 (Hz)

4.030 3 kW 
4 HP

380-460±15% 
(3상) A 7.2 A 96.5% 공급 전압의 

0-100% 7.3 A 15-70 (Hz)

4.040 4 kW 
5.5 HP

380-460±15% 
(3상) A 10.1 A 96.5% 공급 전압의 

0-100% 0,4 15-70 (Hz)

4.055 5.5 kW 
7.5 HP

380-460±15% 
(3상) B 12.8 A 97% 공급 전압의 

0-100% 13.5 A 15-70 (Hz)

4.075 7.5 kW 
10 HP

380-460±15% 
(3상) B 16.9 A 97% 공급 전압의 

0-100% 17 A 15-70 (Hz)

4.110 11 kW 
15 HP

380-460±15% 
(3상) B 24.2 A 97% 공급 전압의 

0-100% 24 A 15-70 (Hz)

4.150 15 kW 
20 HP

380-460±15% 
(3상) C 33.3 A 97% 공급 전압의 

0-100% 32 A 15-70 (Hz)

4.185 18.5 kW 
25 HP

380-460±15% 
(3상) C 38.1 A 97% 공급 전압의 

0-100% 38 A 15-70 (Hz)

4.220 22 k 
30 HP

380-460±15% 
(3상) C 44.7 A 97% 공급 전압의 

0-100% 44 A 15-70 (Hz)

크기 (모든 측정 단위는 mm임)

사이즈 A 사이즈 B 사이즈 C

216 
(8.15)

205 
(8.07)

170 
(6.70) 185 

(7.28)

200 
(7.88)

366 
(14.41) 407 

(16.00)

337 
(13.27)

276 
(10.88) 305 

(12.00)

265 
(10.44)



법률상 본사
Xylem Water Solutions Italia Srl
 
Via Gioacchino Rossini 1/A
20020 – Lainate (MI) - Italy
전화 (+39) 02 90358.1
팩스 (+39) 02 9019990
www.xylemwatersolutions.com

Lowara, HYDROVAR, Xylect는 Xylem Inc. 또는 그 자회사 중 하나의 등록 또는 미등록 상표입니다.  
그 밖의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상표는 그 각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Xylem Water Solutions Italia Srl은 사전 고지 없이 이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owara, Xylem은 Xylem Inc. 또는 그 자회사 중 하나의 상표입니다. NEXTGENHYDROBRO-K R2 © 2020 Xylem, Inc.

정보 및 기술 지원 연락처
Xylem Service Italia Srl
 
Via Dottor Vittorio Lombardi 14
36075 - Montecchio Maggiore (VI) - Italy
전화 (+39) 0444 707111
팩스 (+39) 0444 491043
www.lowara.com

1) 뿌리로부터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식물의 조직
2) 선도적인 글로벌 워터 테크놀로지 회사

저희는 세계 물 문제에 대한 고급 기술 솔루션을 만든다는 공통의 목적으로 모인 글로벌 팀입니다. 
물 사용, 보존, 미래 재사용 방식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저희가 하는 일의 중심입니다. 
저희 제품과 서비스는 물을 이동시켜 처리하고 분석, 모니터링하여 환경과 공공 서비스, 산업, 주거, 
상업 건물 서비스 환경으로 돌려보냅니다. Xylem은 또한 물, 전기, 가스 공공 서비스의 스마트 측정, 
네트워크 기술, 고급 분석 솔루션을 위한 최신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150개국 이상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집중하는 저희의 우수한 제품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전문성의 조합을 잘 알고 있는 고객과 오래 지속되는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Xylem이 귀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귀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xylem.com을 방문하세요.을 방문하세요.

Xyl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