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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 취급설명서 
 

【 원심식 Ｖ벨트 구동 송풍기 】 

【 원심식 커플링 구동 송풍기 】 

 

 

 

 

 

 

 

 

 

 

 



송 풍 기 취 급 설 명 서  

 

시 작 하 면 서 

 금번에는 쇼와덴키의 송풍기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취급설명서는 원심식 V 벨트 구동 송풍기, 원심식 커플링 구동 송풍기의 취급, 보수 등의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 기기의 성능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고, 장기간 고장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이 취급설명서・주의서【특히 마크】를 잘 읽어주십시오. 

전동기의 취급설명서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이 취급설명서・주의서는 소중하게 보관하여 활용해 주십시오. 
 

이 취급설명서는 아래의 송풍기의 취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V 벨트 구동 

<사양 1>   송풍기 본체만 있음 

<사양 2>   A 사양（송풍기 본체에 베이스를 설치하여 모터풀리, V 벨트가 부속된 사양） 

<사양 3>   AM 사양（송풍기 본체에 베이스, 모터풀리, V 벨트, 전동기가 설치된 사양） 

커플링 구동   

본체 베어링 사양     표준형               필로우 형 

            내열베어링             쇼와덴키제 

            내열공랭식             오일바스식 

            내열수랭식         

특주사양에 대해 보충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함께 참조하여 주십시오.  

 

본 문서의 마크에 대해 

본 문서의 마크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방법이 잘못됐을 경우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이 잘못됐을 경우 상해나 물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지사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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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안전상의 주의점（송풍기 각부의 명칭은 6~7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기체의 흡입 및 위험장소에서의 운전 엄금 

  표준형의 송풍기는 방폭구조품이 아닙니다. 가연성기체의 흡입 및 폭발성 환경에서의 운전시 

정전기, 전기기기, 금속접촉 등의 스파크로 인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송풍기 혹은 덕트의 흡입구, 토출구의 금속망 장착 

  송풍기의 흡입구, 토출구에 덕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덕트를 설치해 

도 선단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금속망을 설치해주십시오.  

금속망이 없을 경우 신체나 물건이 흡입되거나, 흡입된 물건이 날아다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열형 송풍기의 단열재 혹은 보호펜스 설치 

    내열형의 송풍기에는 반드시 단열재 혹은 보호펜스를 설치해 주십시오. 

단열재나 보호펜스가 없으면 신체에 닿아 화상을 입거나 가연물이 접촉 

하여 화재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들어올릴 때는 반드시 HOIST POINT가 있는 구멍을 사용할 것 

    들어올릴 때는 반드시 HOIST POINT 가 있는 구멍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정 이외의 장소나 전동기(모터)의 아이볼트를 사용시   

변형 및 전도, 낙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가드를 뗀 상태에서 운전 엄금 

    운전 중에는 신체나 의복이 말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가드 

(벨트가드, 베어링가드), 점검구의 뚜껑을 닫아주십시오. 

 

    운전정지의 조작은 정해진 작업자가 행하여 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할 때는 관계자, 작업자가 주지하지 

못하는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배속 운전 금지 

    풀리의 변경 혹은 인버터 운전 등의 회전수를 변경할 경우에도, 제품명판에 기재된 정격 회전수 

이하로 운전하여 주십시오. 정격 회전수를 넘어 운전할 경우, 전동기가 과부하될 뿐 아니라 

임펠러가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열 
열 열 

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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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의 하중을 송풍기에 전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덕트의 하중이 

송풍기를 변형시켜 회전부가 접촉하여 화재나 파손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내열형 송풍기에서는 고온에 의해 덕트가 늘어날 수 있어 흡입측, 

토출측에는 반드시 신축 이음매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설치장소는 상온으로 결로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 주십시오. (온도 

-10˚C~40˚C, 상대습도 90% 이하) 설치된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흡입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하기의 표와 같이 송풍기의 베어링 사양이 바뀝니다. 하기 표 이외로 

사용하실 경우, 송풍기의 조기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입공기온도（℃） 송풍기 사양 

－１０이상 ５０이하 표 준 형 

 ５０이상 １５０이하 내열베어링식 

１５０이상 ３５０이하 내열공랭식 

３５０이상 ６５０이하 내열수랭식 

상대습도 90%를 넘는 공기를 흡입하지 말아주십시오. 임펠러나 베어링이 손상됩니다. 

 

플레이트 팬 이외의 송풍기는 분진이나 고형물의 흡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트 

팬이라도, 고형물의 흡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지점・영업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는 뒷표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송풍기나 덕트의 부근에 진동이나 풍압으로 넘어지거나 낙하할 물건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배선은『전기설비기술기준』및『내선규정』에 따라 자격보유자가 시공해 주십시오. 

（전동기의 취급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운전하기 전에 접속된 덕트 내부, 케이싱 내부나 흡입구・토출구 부근에 공사시에 잔재물, 볼트, 

너트나 공구 등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주변에 물체가 있는 채로 운전할 경우 흡입되거 

나 날아다니는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빈번한 운전정지의 반복은 금지하여 주십시오.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전동기의 취급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베어링 주변의 먼지는 항상 청소해 주십시오. 베어링의 방열이 방해되어 수명이 단축될 뿐 아니라 

온도상승으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냉각팬 설치 기종은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십시오. 

 

전동기 주변에는 물건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전동기는 발열로 인해 고온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냉각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벨트 가드, 베어링 가드의 위에 올라타지 말아 주십시오. 가드가 파손될 수 있고, 전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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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를 인버터 운전할 때 주의사항 
①   표준 전동기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기의 온도상승에 여유가 없을 경우 

 

②   시판 인버터는 공장출하시 송풍기에 맞는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최저치를 다음의 설정치로 변경해 주십시오. 

  ・기본 주파수・・・・・・・송풍기의 정격 주파수와 맞춤（50Hz 혹은 60Hz） 

  ・최고 주파수・・・・・・・송풍기의 정격 주파수와 맞춤 

  ・최고출력전압・・・・・・전동기 정격 전압에 맞춤 

  ・상한 주파수・・・・・・・송풍기의 정격 주파수와 맞춤 

  ・하한 주파수・・・・・・・２５~３０Ｈｚ（전동기의 냉각성능에 좌우됨） 

  ・Ｖ／ｆ특성・・・・・・・2 승 저감 토크로 변경 

  ・가속시간・・・・・・・・３０~６０초 이상. 짧을 경우, 과전류이상이 됩니다. 

  ・감속시간・・・・・・・・３０~６０초 이상. 짧을 경우 회생과전압이상이 됩니다. 

 

③   그 외 주의사항 

  ・특정의 주파수로 송풍기 구성부품（벨트, 케이싱 등）의 진동이 배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리어 주파수 등 다른 설정치를 변경하여도 해소되지 않는 경우, 공진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프 주파수를 설정하여 회피하여 주십시오. 

  ・방진가대（고무, 스프링 등）에 설치할 경우, 주파수를 낮추면 공진주파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점프 주파수를 세트하여 공진주파수를 피해주십시오. 

   （송풍기, 전동기 각각 개별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리어 주파수를 높게 설정한 경우, 누전이 많아져 누전 브레이커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버터의 출력전원은 전동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상세는 P19의「인버터（주파수 변환기）의 사용에 대해」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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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제품의 구조 및 명칭  
① 제품명판                                           벨 트 구 동 외 형 도 

제품형식・풍량・정압・전동기 출력・정격 주파수・

정격 회전수・제품번호 등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② 구리스 명판 

본 기기가 사용하고 있는 구리스의 명칭과 

보급주기를 표시합니다.          

 

 

 

                                      

커 플 링 구 동  외 형 도 

 

③ 「회전방향 표시」라벨 

임팰러의 회전방향을 표시합니다. 

시운전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역회전으로 운전할 경우, 풍량 및 정압이  

저하합니다. 또한, 부하가 커져 모터가  

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④ 「HOIST POINT」라벨            

크레인 등으로 들어올릴 경우는 반드시 

HOIST POINT 의 표시가 있는 구멍에  

걸어주십시오. 

지정장소 이외나 모터의 아이볼트를 사용할 

경우, 변형이나 전도, 낙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기종에 따라 위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⑤「철망 설치 경고」라벨 
송풍기 흡입구, 토출구에 덕트가 설치되지 않거나          ⑥「고온주의」라벨 

설치되었더라도 덕트 끝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            온도가 높아 닿으면 화상의 

반드시 철망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위험이 있습니다.（내열사양） 

（내열사양에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⑦ 구리스 급유구                          ⑧벨트 점검구 

 ＊옥외사양의 송풍기에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３ 

１ ２ 

４ ５ 

６ 

７ 

８
  
 

    

１ ２ 

３ ４ ５ ７ 

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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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도    원심식 V 벨트 구동 송풍기의 표준적인 구조와 부품들 

 
＜사양 방식 1＞은①~⑩의 부품, ＜사양 방식 2＞는①~⑭의 부품, ＜사양 방식 3＞은①~⑯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해도    원심식 커플링 구동 송풍기의 표준적인 구조와 부품들 

 
 

＊축씰（⑧）은 일부 기종（표준형 시로코팬）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냉각팬（⑨）내열형 공랭식, 내열형 수랭식 송풍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임팰러 

②케이싱 

③흡입구 

④축 

⑤베어링 

⑤베어링 

⑦흡입 플랜지 

⑧축 씰 

⑩베어링 가드 

⑪베이스 

⑫모터 풀리 

⑬벨트 

⑭벨트가드 

⑮전동기 

⑯슬라이드 베이스 

⑨냉각팬 

⑦토출 플랜지 

⑦흡입 플랜지 

③흡입구 

①임팰러 

②케이싱 

➅토출 플랜지 

⑩베어링 가드 

⑰커플링 가드 

⑧축 씰 

⑨냉각팬 

④축 

⑯커플링 

⑤베어링 

⑮전동기 

⑥팬 풀리 



 7 

임팰러（①）은 기종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형태가 다릅니다. 

시로코팬(다익) 터보팬 에어휠 팬 플레이트 팬 터보 블로어 

    

 

 

베어링（⑤）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피로식        Ｓ형,Ｇ형       ＢＷ형（수랭식）   ＯＢ형（오일 바스식） 

      （시판품）    （쇼와덴키제）    （쇼와덴키제）      （쇼와덴키제） 

 

３．제품 수령시 
３．１ 제품수령시 제품의 확인 

충분히 검사하여 합격한 제품을 출하하고 있습니다만, 수령시에는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주문내용에 맞는 송풍기인가 

*운송중에〔파손・변형〕등의 이상은 없는가 

*부속품이 전부 있는가 

*볼트나 너트가 충분히 조여졌는가 

 

３．２ 이동・운반 

이동, 운반을 위해 끌어올릴 때는 반드시 HOIST POINT 표시가 있는 구멍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흡입, 토출 플랜지의 구멍, 축 혹은 전동기의 아이볼트로 끌어올리지 말아주십시오. 

기종에 따라 HOIST POINT가 3개소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3곳, 혹은 4곳을 전부  

사용하여 끌어올려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2 곳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하중, 밸런스를 생각하여 

HOIST POINT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또한 1 개소로 끌어올리는 것은 위험하오니 피해주십시오. 

끌어올리는 작업은 자격보유자가 행하여 주십시오. 

 

３．３ 설치할 때까지의 보관 
설치할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경우, 보관장소가 옥내여도, 전체를 방수시트 등으로 덮어주십시오. 

（옥외사양도 동일）보관기간이 길어질 경우（1 개월 이상）V 벨트를 빼 주십시오. 그리고 

베어링의 녹 방지를 위해, 1 개월에 1 번 베어링 가드를 떼어내고, 축（분해도의④）를 10 회정도 

손으로 돌려 주십시오. 운전전에 드레인 플러그를 떼어내어 케이싱 내부에 물이 고여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４．설치 
４．１ 설치 

송풍기의 기초는 수평이며 완고한 구조의 바닥면에 설치해 주십시오. 불안정한 기초에 설치할  

경우, 이상진동으로 송풍기 고장의 원인, 소음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４．１．１ 설치장소의 선정 

◆바람이 잘 통하고, 먼지나 습기가 적은 장소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밀폐된 공간에 설치할 경우,  

환기팬 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타 장치에서 발생하는【큰 진동】이나【열】이 전달 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흡입 혹은 토출구를 개방하여 사용하며, 벽측에 설치할 경우, 흡입 혹은 토출구와 벽의 거리를  

해당구경 이상으로 떨어뜨려 사용해 주십시오. 

◆송풍기 점검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풀리측, 흡입측：1m 이상, 전동기측：0.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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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의 송풍기는 내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 및 수증기가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용도 전용의 송풍기가 필요합니다. 

◆옥외에 설치할 경우, 옥외사양 송풍기를 선정하고, 눈비  

대책을 위해 지붕 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고온사양 송풍기 케이싱을 보온소재로 감쌀 경우, 베어링  

가드의 주위에 방열을 위해 공기가 잘 통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４．１．２ 기초와 설치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설치할 기초면을 조금 높게 하여 

배수(배유)가 되도록 설치면 사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배수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오일 윤활, 수랭식 베어링의 경우） 

◆기초 콘크리트의 양의 기준은 송풍기 질량의 3 배가 

적당합니다. 

＊상세는 토목공사업자・콘크리트 공사업자 등과 협의해 주십시오. 

◆가대 위에 설치할 경우 수평이고 완고한 구조의 

 설치면에 강고하게 설치하여 주십시오. 

◆송풍기 베이스와 기초사이에 틈이 있을 경우 라이너를 넣어 틈을 메워서 송풍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기초 볼트를 체결하여 주십시오. 틈을 메우지 않고 무리하게 체결할 경우, 송풍기가  

변형하고, 진동이 커지며 그로 인해 축과 베어링에 악영향이 가게 되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볼트・너트는 확실하게 조여 주십시오. 

◆방진（신축）이음매의 상태 유지용 볼트는 떼어내 주십시오. 

             

권장 조임 토크 

나사사이즈 체결 토크 나사사이즈 체결 토크 

Ｍ６ ５~７Ｎ・ｍ Ｍ１２ 40~59Ｎ・ｍ 

Ｍ８ 12~17Ｎ・ｍ Ｍ１６ 105~150Ｎ・ｍ 

Ｍ１０ 23~34Ｎ・ｍ Ｍ２０ 200~290Ｎ・ｍ 

 

◆송풍기를 기초에 설치한 후, 베이스 고정 쇠붙이 등, 운송시의 보호용 부품들은 떼어내 주십시오. 

베이스 고정 쇠붙이를 붙인채로 운전할 경우, 방진효과가 없거나, 이상진동이나 소음의 발생원인이  

됩니다. 

＊설치전에 이동, 운반시는 베이스 고정 쇠붙이는 떼어내지 말아주십시오. 베이스 고정 쇠붙이를 

떼어낸 채로 송풍기를 끌어올리거나, 이동할 경우 방진장치가 파괴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고정 쇠붙이 

현지에서 설치공사나 수리공사를 할 경우 하기의 내진 스토퍼의 설치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배수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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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２ 덕트 연결 
◆내열형이나 공랭식, 수랭식 송풍기 및 방진고무나 방진가대 포함 송풍기의 덕트 연결에는 반드시 

신축 이음매를 사용하여 연결하여 주십시오. 신축이음매가 없을 경우, 온도변화에 의한 덕트가 늘어나 

송풍기에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케이싱이 변형되거나 회전하고 있는 임팰러와 흡입구가 접촉하여  

파손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 사용할 경우도 방진고무나 방진가대 포함 송풍기는 

진동이 덕트로 전달되어 소음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신축 이음매는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특히 부압측에서는 수축되지 않도록 보강링을 

 넣어, 필요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흡입구・토출구와 덕트(배관)의 중심을 맞추고, 송풍기의 플랜지면과 덕트의 플랜지면이 평행이 

 되도록 하여 조여주십시오. 흡입구・토출구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서포트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토출구 및 흡입구 중 하나 혹은 양쪽에 덕트를 연결하지 않을 경우(대기개방의 경우)에는 반드시 

１２~１３ｍｍ 크기의 철망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덕트를 설치할 때도 덕트(배관)의 끝이 개방일  

경우, 철망을 설치해 주십시오. 철망이 없을 경우, 신체나 물건이 빨려 들어가고, 빨려들어간 것에 

의하여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연결된 덕트에, 급격한 확대・축소나 꺾임이 있을 경우, 풍량 및 정압이 저하되고, 소음의 원인이  

됩니다. 

덕트연결의 참고예 
○ 바람직한 예 

①  ②  ③  ④  ⑤  ⑥ 

   
 

 
× 바람직하지 못한 예 

○A  ○B  ○C  ○D   

    
 

 

◆드레인 배출구가 달려있는 제품은 확실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배관하여 주십시오. 불완전한 경우,  

바닥이나 벽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베이싱 내부에  

물이 고여, 시동시에 추가적인 부하가 걸려 소손이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４．３ 전동기(모터)의 설치（Ｖ벨트 구동＜사양 방식１＞, ＜사양 방식２＞） 

전동기 단품만 또는 A 사양의 제품은 전동기 등의 동력원의 설치가 필요합니다만, 여기서는 

전동기 설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４．３．１ 조립 

각 부품의 명칭은 6 페이지의 분해도를 참조 바랍니다. 

◆필요한 전동기, 베이스, 슬라이드 베이스, 모터풀리, V 벨트 

 및 벨트가드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팬풀리와 모터풀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주십시오. 

수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베어링에 이상진동 

이 발생하거나, V 벨트・풀리・베어링의 내구성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표준기종은 최대 전동기 용량에 맞게 팬풀리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전동기 출력이 그보다 작을 경우는 모터풀리의 

 홈 개수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팬풀리측과 모터풀리측의  

홈 수가 다를 경우는 샤프트 선단측의 홈을 비워 풀리면의 본체측을 기준으로 수평을 맞춰 주십시오. 

◆벨트의 장력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해주십시오. 장력조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X 

X ≒ 0 이 될 것 

모터풀리 V벨트 팬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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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거는법        

 

순서１ 스판 계산 

먼저 V 벨트의 스판(ℓ)을 계산하여 주십시오. 

V 벨트의 스판은 V 벨트가 모터풀리와 팬풀리측에 

접촉하고 있는 부분의 길이 입니다. 

 

순서２ 장력 계산 

일정하중을 가했을 때의 장력(δ）을 오른쪽 식으로 

계산하여 주십시오.  

 

순서３ 가하는 하중의 측정 

벨트 스판의 중앙에 하중(Ｐ）을 가합니다. 

그 때의δmm 가 순서２에서 계산한 수치가 나올 때의 

하중을 측정합니다. 하중의 측정은 텐션미터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면 편리합니다. 

 

순서４ 장력 조정 

측정한 장력이 다음 표의 장력과 같도록 벨트의 

장력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장력 기준표 

벨트 종류 
작은 풀리 

직경범위(mm) 

장력 Ｐ（Ｎ／개） 

최소치 신품 벨트 재사용 

Ｍ형 38~50 4.9 6.9 6.9 

A 형 

65~80 

81~90 

91~105 

106~ 

7.8 

8.8 

10.8 

11.8 

11.8 

13.7 

16.7 

17.6 

9.8 

11.8 

13.7 

15.7 

Ｂ형 

115~135 

136~160 

161~ 

13.7 

17.6 

18.6 

20.6 

26.5 

28.4 

17.6 

22.5 

24.5 

3V 형 

67~90 

91~115 

116~150 

151~300 

17.6 

19.6 

22.5 

25.5 

24.5 

28.4 

33.3 

38.2 

21.6 

25.5 

29.4 

33.3 

5V 형 

180~230 

231~310 

311~400 

57.8 

69.6 

82.3 

85.3 

103.9 

121.5 

74.5 

90.2 

105.8 

     （주）３Ｖ，５Ｖ형의 작은 풀리 직경의 범위는 호칭경으로 표시합니다. 

 

 

 

 

 

 

 

  

        （Ｄ-ｄ）2 

＝     Ｃ2 －     

               4 

ℓ : 스판   (mm) 

C : 축간 거리 (mm) 

D : 큰 풀리측 (mm) 

d : 작은 풀리측 (mm) 

 
 
 

ℓ 
스판 

 δ ＝  ０．０１６ × ℓ 

δ : 장력 (mm) 

ℓ  : 스판 (mm)  

장력 

ℓ 

δ 

 

Ｄ 

 

ｄ 

 

Ｐ 

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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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벨트의 장력 부족이나 과다로 인한 이상현상이 발생할 경우, 구분법에 대하여 아래 표에 표시합니다. 

         벨트 이상현상 

장력 부족의 경우 장력 과다의 경우 

・슬립현상 

・발열현상 

・뒤집어짐 

・진동 

・벨트가 열화되어 균열이 발생 

・측면이 마모됨 

・Ｖ벨트가 풀리 위에서 변형, 수명이 짧아짐 

 

 

 

 

・발열현상 

・베어링에 발열현상 

 

◆실운전 20~30 분뒤에 V 벨트가 풀리에 적응되는 시점에서 한번 더 장력을 미조정하여 주십시오. 

◆V 벨트의 장력조정이 종료되면, 안전을 위해 벨트가드, 베어링 가드를 반드시 설치해주십시오. 

 
４．４ 커플링의 중심조정（커플링 구동 송풍기） 

공장출하시에 중심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운반, 크레인 작업, 설치 등의 작업에 의해 중심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 후에는 반드시 중심조정 작업을 하여주십시오. 

커플링 직결 송풍기의 경우, 커플링의 중심조정이 송풍기의 운전에 관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중심이 틀어져 있을 경우, 베어링의 발열, 진동확대, 소음의 발생에 더해 커플링, 베어링의 조기소손의  

원인이 되므로, 중심조정은 특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４．４．１ 플렉시블 커플링의 중심조정 

◆중심조정 작업순서 

송풍기측, 전동기측의 중심을 맞출 때는 수평자, 테이퍼 게이지, 필러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1） 수평자를 양쪽 커플링 허브에 갖다 대었을 때, 그림 1 과 같이 틀어지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 필요한 조정은 전부 전동기의 이동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송풍기의 축과 베어링의 

중심에 의해 송풍기의 커플링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림 2 와 같이 수평자가 수평이 되도록 라이너 

등으로 조정하여 전동기측 커플링의 높이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또한, 양측 커플링의 중심을 맞출 때, 허브주변에서 90°간격마다 수평자가 어느 각도에서나 수평이 되도록 

전동기측 커플링의 높이를 조정해 주십시오. 

 
        그림 1  틀어짐 상태   그림 2  동심 상태 

 

（２）다음으로 양측 허브 주변 90°간격마다 커플링 면을 그림 3 과 같이 테이퍼 게이지를 사용하여 수평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림 3 

（３）중심조정 작업 오차 허용치 및 주의사항 

 

 

 

 

 
 

그림 4 커플링의 중심조정 허용치 

 

（주의）플랜지형 유동성 이음매의 경우 

송풍기측, 전동기측 커플링의 중심조정이 끝나고 나서 커플링 볼트로 양 커플링을 직결합니다. 

이 때, 커플링 고무 부쉬와 커플링 볼트 구멍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중심조정이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Ｃ1 외주의 편차 5/100mm 이하  

Ｃ3-Ｃ2 면 사이 거리차 5/100mm 이하 로 맞추어 주십시오. 

정상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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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４．２ 롤러 체인 커플링의 중심조정〔이 커플링에는 반드시 구리스를 주유해 주십시오.〕 

（１）커플링 케이스, 체인을 떼어냅니다. 이 때, 안의 구리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천 등을 깔아 

주십시오. 체인은 이음매 핀과 고정 핀을 체인에서 빼면 떼어낼 수 있습니다. 

（２）송풍기측과 전동기측의 커플링의 편심을 그림 2 와같이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합니다. 

 이 때, 체인을 감아 이음매 핀을 넣어 양측 커플링을 함께 돌려 측정합니다.(커플링의 축에 대한 

동심, 직각도의 측정은 이미 검사하였으므로 불필요) 틀어짐이 표 1 에 표시된 허용치를 넘었을 경우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 필요한 조정은 모두 전동기의 이동으로 조정합니다. 이유로는 송풍기의 

축과 베어링이 중심조정 되어있을 때, 송풍기 커플링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편심 허용치 

이하가 될 때까지 전동기 측을 라이너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또한 편심은 허브주변 90°간격으로 

측정합니다. 

（３）다음으로, 체인을 떼어내고 각도를 측정합니다. 양측 커플링 면이 평행인지 검사 합니다. 그림 3 

의 스프로켓 사이의 치수 C 를 허브주변 90°간격위치에 인사이드 마이크로미터 등으로 

측정하여, 그 치수의 차이가 표 1 에 표시된 허용치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넘을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C치수는 표2를 참고하여 체인이 무리없이 좌우로 움직일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ダイヤルゲージ

 

C
スプロケット

 
 

그림 1. 편심 측정 그림 2. 편각 측정 

표１．중심조정 편심, 편각의 허용치 

C1 편심(틀어짐) 1/10mm 이하 

C2－C3 편각(면간 거리 오차) 3/10mm 이하 

C
1

 C2

C3

 
그림 3．편심 그림 4. 편각 

 

（４）편심, 편각 작업이 끝나면, 모터설치 볼트 등을 조여 커플링을 조립합니다. 양쪽 스프로켓 간에 

구리스를 채우고, 체인을 감고, 이음매 핀, 고정 핀을 넣어 체결합니다. 케이스의 양측에 소정의 

구리스를 넣어 볼트로 케이스를 체결합니다. 이 때, 패킹을 잊지 마시고, 또한 오일 씰의 말림 

및 케이스 장착시의 삐뚫어짐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グリース

ケース

チェーン

継手ピン
オイルシール

 
         

 체인 커플링의 구리스에 관해서는 하기에 따라주십시오. 

지정 그리스・・・・・・・・・쇼와 셸석유㈜ 

알바니아 EP No.1 혹은 No.2 

구리스 교체주기・・・・・・최초교체 1,000 시간 

2 회 이후 2,000 시간 

구리스 보충량・・・・・・・・표 2 를 참조해주십시오. 

편심, 편각 작업은 수차례 반복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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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커플링 사이 간격(C 치수)와 구리스 보충량 

커플링 형번 C 치수(mm) 구리스 보충량(kg) 

ＣＲ８０１８ １５．２ ０．６ 

ＣＲ８０２２ １５．２ ０．８ 

ＣＲ１００２０ １８．８ １．４ 

ＣＲ１２０１８ ２２．７ ２．６ 

 

 

４．５ 전기배선 
◆전기배선은『전기설비기술기준』및『내선규정』에 기초하여, 유자격자가 시공해 주십시오. 

◆누전 차단기・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접지를 접속해 주십시오. 

◆전원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경우, 전압저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전원은 제품명판에 기재 된【정격전압・정격주파수】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전압변동은【정격전압의±5％이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일시적인±10％의 변동은 지장없습 

니다.) 전류는 정격전류치 이하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송풍기의 회전방향은 반드시 화살표 방향이 되도록 배선해 주십시오. 역회전하게 되면 송풍기의 

성능이 나오지 않거나, 과부하 운전하게 되어, 전동기 소손의 원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송풍기는 회전방향이나 전동기의 설치방법의 종류에 따라, 배선방법이나 전동기 단자함의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선의 색과 전원의 상은 전력회사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색을 맞추어도 역회전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처음 연결할 때 반드시 회전방향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４．６ 냉각수 배관(내열 수랭식） 

    ◆냉각수의 배관은 아래 그림과 같이 케이싱 측의 베어링 케이스→풀리 측의 베어링 케이스의 

순서로 배관해 주십시오. 

                              （배관부품은 부속 되어있지 않습니다.） 

 

 

 

 

 

 

 

 

 

 

 

 

 

◆냉각수의 배관은 베어링 케이스의 냉각수 배관로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배관구의 나사 사이즈는 

PS3/8 입니다. 배관방법은 같은 사이즈로 나사산을 깎은 관(혹은 관이음매)에 샘 방지로 씰 테이 

프를 감아서 설치해 주십시오. 이 때, 배관구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조정하여 

배관해 주십시오. 

◆배관에는 무리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한 물이 새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배관완료 후 배관받침대를 떼어내지 말아주십시오. 누수 등의 원인이 됩니다. 

◆냉각수는 급수압 0.1~0.2MPa, 유량 ５~１０ℓ ／min, 수온 ２０℃이하의 청정수를 급수하여 

주십시오. 
◆ 베어링 냉각수는 송풍기를 정지하고 나서 한동안(10~15 분간) 급수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특히, 

고온가스를 취급하는 경우, 정지 후 30 분~1 시간동안 계속해 주십시오. 

◆급수 정지후는 반드시 물을 베어링 케이스의 배수관으로 빼내어 주십시오. 특히 한랭지의 동절기  

등에는 엄수하여 주십시오. 동결에 의해 파열할 수 있습니다. 

    ◆케이싱과 베어링 가대를 연결하고 있는 스테이(지지대) 볼트는 설치 후 떼어내어 주십시오. 

열팽창에 의해 늘어나고 줄어들 때, 스테이가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급수 

케이싱측 

풀리측 

밸브 

SGP10A (3/8")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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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７ 시운전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기의 점검을 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기동하여 

주십시오. 

◆덕트 내부, 케이싱 내부나 흡입구・토출구 설치공사시 남은 재료, 볼트, 너트나 공구가 없을 것 

◆볼트, 너트를 조이는 것을 잊지 않았는지 확인 

◆운송시 보호용 부품이 잘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 

◆흡입구, 토출구 개방의 경우, 철망이 설치되어 있을 것 

◆오일바스 식의 경우 베어링의 윤활유량을 확인할 것. (17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일은 출하시에 급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속된 오일을 규정량 급유하여 주십시오.］ 

◆수랭식 베어링의 경우는 냉각수가 잘 통하는지 확인 할 것. 

◆전기배선을 확인하여, 기동스위치를 넣고 바로 끊어, 회전방향과 접촉음이 없는 것을 확인할 것 

◆회전방향이 반대일 경우는 원래 전원을 끊은 뒤, 전원 케이블 3 개 중 2 개를 서로 바꾸어 다시 

운전하고, 회전방향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상기의 점검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연속 회전시켜, 케이싱 내부・베어링 음, 그리고 각 부분의 

진동이 이상이 없을 것, 및 전류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풍량 조정 댐퍼가 설치된 제품에 관해서는, 시동시에 댐퍼를 전폐로 하고, 기동 후 서서히 

소정의 위치까지 열어 주십시오. 그 때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전류치를 확인하며 

작업해 주십시오. 

◆구리스 급유식 베어링의 경우는 정식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부속된 구리스를 급유하여 주십시오. 

구리스의 종류, 보급에 관해서는 15~18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５．운전 
５．１ 운전 및 보수점검 

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정기적으로 보수점검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점검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① 3 개월을 기준으로, 진동・이상음을 발생의 유무, 매 1 년마다 절연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전동기에 관해서는 전동기의 취급설명서에 기초하여 실행해 주십시오. 

② 축 씰이나 패킹은 열화상황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베어링 교환시에 함께 교환을 

권장합니다. 

③ 공랭형・준 내습형으로 사용하실 경우나, 분진을 포함한 공기를 흡입할 경우, 접가스부(케이싱 

내부나 임팰러 등)의 부식이나 회전 접촉부의 마모가 격하게 일어나므로, 점검 주기를 짧게 하여 

주십시오. 

점검항목 
권장점검주기 

점검내용 
3 개월 6 개월 12 개월 

상
태
점
검 

이상음 

송풍기부 ■ □ □ 

흔들림에 의한 이상음의 유무 

금속접촉음의 유무 

그 외 이상음으로 보이는 소리의 유무 

전동기부 ■ □ □ 

구리스 

볼트류의 조임상태 

베어링의 이상음 유무 

진동 ■ □ □ 진동치 및 그 변화 

온도 ■ □ □ 베어링 주위온도 및 그 변화 

전기관련 □ ■ □ 전류치・전력치 및 그 변화 

부
품
점
검 

V 벨트 ■ □ □ 
장력 

마모・균열 등의 유무 

풀리 □ □ ■ 마모・균열 등의 유무 

커플링 

고무 부쉬 
□ ■ □ 

경화 상태 

마모・균열 등의 유무 

방진고무 □ ■ □ 
경화 상태 

마모・균열 등의 유무 

축 씰 □ □ ■ 마모・균열 등의 유무 

패킹류 □ □ ■ 파손・경화 등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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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１．１ 이상음 
이상음이 발생할 경우는 바로 운전을 정지하고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음의 발생장소와 원인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어링 소리（운전 최초 소리와 비교하여 판단） 

베어링 소리에는 높은 금속음이나 규칙・불규칙적인 소리 등 여러가지 소리가 있습니다만, 그 

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윤활유(구리스) 부족 

・윤활유에 이물혼입 

・이종 구리스 주입에 의한 구리스의 변질 

◆접촉음(송풍기의 흡입구와 임팰러의 접촉) 

・덕트 등에 의한 외부에서의 압력에 의한 변형 

・이상 고온에 의한 변형 

・이물의 흡입 

◆떨림 음 

・송풍기 볼트 등의 유격 

・덕트, 가대 등에서의 진동전달 

◆서징 음(반복해서 변화하는 파동음) 

・와류현상 

・정치저항의 과대 

◆그 외 

・벨트의 장력부족 

・냉각팬 이물부착 

５．１．２ 진동 

진동이 오른쪽 그림의 기준치를 넘을 경우, 

운전을 중지하고 점검해 주십시오. 

진동의 원인으로써 다음 사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팰러에 분진이나 점착물 등이 부착되어 밸런스 

불량이 발생 

◆임팰러의 변형 혹은 마모, 손상이 있거나, 

임팰러 고정볼트가 풀어져 있음 

◆축이나 임팰러에 이상이 있음 

◆각부를 고정한 볼트가 느슨해짐 

◆외부에서 진동이 전달되어 오고 있음.            

◆V 벨트 장력이 떨어짐 

◆커플링 부쉬의 손상 

◆기초의 강도가 부족함 

◆케이싱 내부에 수분이 고여있음 

진동 허용치 

 

５．１．３ 베어링 온도상승 

송풍기 베어링의 온도상승은 주위온도 +40℃이하로 하며, 그 이상이 될 경우 베어링의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또한, 그 온도 이하일 지라도, 평상시와 비교하여 급격한 온도가 변화할 

경우에도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V 벨트의 장력과다 

◆윤활유가 오염되거나 열화되어 있음. 

◆베어링 내부에 이물(먼지, 약물 등)이 혼입이 있습니다.  

또한, 구리스 윤활의 경우는 급유직후, 일시적으로 고온이 됩니다만, 이것은 구리스가 섞이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상이 아닙니다. 

◆전동기에 대해서는 전동기의 취급설명서에 기초하여 점검해 주십시오. 

 

５．２ 윤활유의 보급 
윤활유(구리스 혹은 오일)은 고품질의 물건이라도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윤활유가 열화나 

경화하게 되어 윤활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적정량의 구리스 보급 혹은 

오일교환을 하여 주십시오. 

진동허용치 
방진장치장착 기준 

진동허용치 

NG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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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２．１ 구리스 윤활 
◆보급하는 구리스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지정 구리스 명칭표 

사양 메이커 품명(명칭) 베어링 형식 

표준형 쇼와 셸 석유 
알바니아 Ｓ２ 쇼와덴키제（S,G 형）,플러머 블록 

알바니아 Ｓ３ 피로 식 

내열형 
JXTG 에너지 ＥＮＳ구리스 쇼와덴키제（S,G,BW 형）,플러머 블록 

다우코닝 도레이 ＳＨ４４Ｍ 피로 식 

      （비고）제품에는[구리스 종류와 보급시간]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급하는 구리스에 이물이 혼입될 경우 베어링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구리그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 주십시오. 또한, 이종 구리스를 혼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보급 구리스 및 구리스건은 부속품의 구리스 세트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번에 대량의 구리스를 주입하여 구리스 보급 횟수를 줄이는 것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구리스의 보급은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중에 보급해 주십시오. 

◆구리스 보급기간과 보급량의 기준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５．２．２ 옥외용 베어링 가드에 대해 

      옥외사양의 베어링 가드는 급유구에서 침입한 빗물이 베어링 가대에 고이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윗면의 구리스 급유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윗면에 급유구가 있을 경우, 비가 많이 올 경우 급유구로부터 베어링 위에 물이 떨어져, 

베어링에 물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생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어낼 때는 베어링 가드 째로 본체에서 떼어낼 필요가 있어, 구리스를 급유할 

때 수고가 많이 걸립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윗면 그리스 급유구가 없습니다. 

급유할 때는 이 볼트를 풀고, 

베어링 가드째로 떼어내 주십시오. 

구리스 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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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 급유기간 기준 

베어링 온도 환 경 조 건 

℃ 
깨끗함 

（통상의 환경） 

이물이 많음 

(제분소, 목공소, 

집진기 등） 

매우 먼지, 습기, 물안개가 많음 

(쓰레기 처리장, 수산물 가공장 등) 

※1 

５０이하 ６개월 ３개월 １개월 

５０~７０ ３개월 ２개월 １개월 

８０이하 ※２ ２개월 １개월 １주일 

※１ 직접적으로 베어링에 물이나 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２ ８０℃를 넘을 경우,１０℃상승할때마다 보급간격을１／１．５하여 주십시오. 

 

구리스 보급량 기준 

베어링 종류 
피로형 베어링 쇼와덴키제 베어링(Ｓ－，Ｇ－，ＢＷ－) 

형식 보급량(g) 형식 보급량(g) 형식 보급량(g) 형식 보급량(g) 

UCP-203 1.2       

204 1.2       

205 1.3 UCP-305 2.8     

206 2.3 306 3.9 S-06,G-06 7 BW-06 7 

207 3.5 307 5.4     

208 4.3 308 6.7 S-08,G-08 10 BW-08 10 

209 4.9 309 8.4 S-09,G-09 13   

210 5.6 310 12 S-10,G-10 15 BW-10 15 

211 8.0 311 17 S-11,G-11 17   

212 9.8 312 20 S-12,G-12 20 BW-12 20 

213 12 313 27     

214 15 314 32 S-14,G-14 25 BW-14 25 

215 16 315 38     

216 19 316 45 S-16,G-16 35 BW-16 35 

  317 53     

  318 63 S-18,G-18 40 BW-18 40 

  319 76     

  320 94 S-20,G-20 50 BW-20 50 

   （당사 표준 부속툴의 구리스・건으로는 1 회 레버조작으로 약０．５ｇ이 급유됩니다.） 

 

５．２．２ 오일 윤활 
◆보급할 오일량은 운전정지시에, 유면계의 점의 위치가 적정량입니다. 

오일량이 많을 경우, 발열이나 기름이 새는 원인이 되며, 적을 경우 베어링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또한, 송풍기 운전중은 유면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면계      

오일 교환방법                                           

 ①운전정지 직후가 아닐 경우는 한동안 운전하여 오일을 섞음 

 ②베어링함 아래의 폐유구의 플래그를 빼서 오래된 오일을 빼냄(배유구는 전후 어느쪽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③급유구를 열고, 새로운 오일을 소량 넣어 축을 수회 손으로 돌립니다. 

 ④플래그의 씰테이프를 새로운 것으로 감아주고, 배유구를 닫습니다. 

  ⑤새로운 오일을 규정량까지 넣고 급유구를 닫음 
 

 
 

 

 

급유구 

유면계 

좌우２개소 

폐유구 

전후２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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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후는 사용상태에 따라 오일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중은 급유구를 열지 말아주십시오. 오일이 비산될 수 있습니다. 
◆오일 교환은 운전개시 직후는 500 시간, 1000 시간 운전 경과후에 하고 그 후, 통상 1 년에 1 회  

교환하여 주십시오. 주위의 환경이 나쁠 경우(고온다습, 분진많음)는 교환주기를 짧게해 주십시오. 

◆사용하는 오일의 종류와 양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오일 종류                 

표준형（100℃이하） ＩＳＯ점도 등급 32 터빈유 

내열형（101℃이상） ＩＳＯ점도 등급 56 터빈유 

     오일량（베어링 케이스１개 당） 

베어링 형식 
ＯＢ－１２ 

6312C3 

ＯＢ－１４ 

6314C3 

ＯＢ－１６ 

6316C3 

오일량(mℓ) ６００ ７５０ ８６０ 

 

５．３ 벨트 관리, 커플링의 관리 

５．３．１ 벨트 관리 

벨트에 대해서는 ４．３．１의 내용에 따르는 장력관리와, 외관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또한, 벨트구동식의 송풍기는 벨트의 가루가 발생합니다. 특히 운전개시~2 개월 정도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벨트가루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장력의 부적합이나 수평이 맞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이상마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해 주십시오. 

 

５．３．２ 커플링의 관리 

  커플링 부쉬에 대해서는４．４의 내용에 따라 중심조정과 면간거리의 오차관리와 외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５．４ 내열형 공랭식, 수랭식 베어링의 주의점 
◆고온가스를 취급하는 송풍기를 기동하는 경우, 송풍기 내부의 온도가 서서히 및 일률적으로 

상승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급격하게 온도를 올릴 경우 열로 인해 변형이 일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고온가스를 취급하는 송풍기를 정지할 경우, 바로 송풍기를 정지하지 말고, 먼저 송풍기 내부를 

통과하는 열풍을 멈추고, 공회전을 10 분정도 하신 후 송풍기 전체의 온도가 상온으로 

돌아왔을 때 정지하여 주십시오. 고온인 채로 정지할 경우 베어링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５．５ 중지 및 정지후의 재운전 
운전을 중지하는 경우는 그 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임팰러 및 내부를 청소한 후 충분한 

방청처리를 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장기간의 정지(1개월이상)일 경우, V벨트를 떼어내 주십시오. 

또한 베어링의 녹방지를 위해 1 개월에 1 번 베어링 가드를 떼어내, 축(분해도④)를 10 회정도 

손으로 회전시켜 주십시오. 재운전할 때는 시운전때와 같이 점검을 실행해 주십시오.  

특히, 다음의 확인을 반드시 하여주십시오. 

◆임팰러 및 케이싱 내부의 부식은 없는가 

◆드레인 플러그를 떼어내, 케이싱 내부에 고인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19 

６.베어링 회전음에 대해 
고속회전 혹은 고온사양의 송풍기는 베어링 내부의 틈이 비교적 큰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시에『구슬 떨어지는소리』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베어링의 이상이 아닙니다. 

『구슬 떨어지는소리』는 회전체가 부하상에서 무부하상으로 들어갈 때 자유롭게 운동하여, 중력에 의해 

구르기 시작하며 리테이너나 궤도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베어링의 전형적인 운전음의 사례를 나타냅니다. 
 

소리 표현 

 

특   징 
  
땡그랑땡그랑 

달그락달그락 

  
저속에서 두드러짐 

 고속에서는 연속음 

  
삐걱삐걱 

 끼익끼익 

  
주로 원통 구름베어링에서 회전속도의 변화에 따라 바뀌며 

 크게 들릴때는 금속음으로 들림 

 구리스를 보급하면 일시적으로 멈춤 

 

７．인버터（주파수변환기）의 사용에 대해 
(1) 상한주파수는 명판에 기재된 주파수 이하로 해주십시오. 

（명판에 기재된 주파수 이상으로 사용하시면 과부하가 걸리고, 모터가 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원심력의 배가로 인해 임팰러의 변령이나 파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전압 

이전압품（380~460V）은 서지전압이 높아져, 권선의 절연이 파괴되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주대응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문의 주십시오. 

(3)인버터를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①이상음 

캐리어 주파수를 변경하여 이상음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에 관해서는 

인버터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주십시오. (인버터운전의 경우, 사용전원에 대해 전압의 파형이 나쁠 경우 

고주파의 영향으로 이상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공진 

진동이 큰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 제품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공진점을 피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특정의 주파수에서는 송풍기의 고유진동수에 의해 공진하여 진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관, 설치 방법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배관방법에 따라 공진이 일어날 경우가 있으니 

직접배관은 피해주십시오. 

③온도상승 

인버터 운전의 경우 상용전원에 비해 권선의 온도상승이 높습니다. 

④기동・정지 

임팰러의 관성모멘트의 크기에 따라서는 기동시간, 정지시간이 길게 되어 인버터가 트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가속・급감속은 송풍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주십시오. (인버터 가속시간, 감속시간 

설정을 변경하여 주십시오. 가속시간이 짧을 경우 과전류 트립, 감속시간이 짧을 경우 회생전류에 의한 

과전압 트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공랭형 송풍기 

공랭형 송풍기는 냉각팬의 회전수 저하로 방열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4)그 외 

 자세한 것은 사용중인 인버터의 취급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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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보증 

보증의 범위 

 취급설명서, 본체 부착 라벨 등의 주의서에 따른 사용상태로, 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 

무상수리 하여 드립니다. 

단, 본제품이 고객 혹은 다른 설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장치 등에서 떼어내거나, 설치하는 

공사비용, 운송에 의한 비용 및 고객측에서 일어난 기회손실, 영업손실 그 외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 범위외 입니다. 

◇수리를 의뢰하실 경우, 가까운 대리점이나 또는 쇼와덴키코리아㈜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보증기간 

제품 납입일로부터 12 개월간 입니다. 

 

보증기간 내라도 다음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상수리가 됩니다. 
◇취급설명서, 본체 부착 라벨 등의 주의서에 따르지 않은 사용상태의 문제 혹은 부당한 수리 및 개조로 

인한 손상 

◇구매후의 운송, 낙하 등에 의한 고장 및 손상 

◇화재, 지진, 풍수해, 낙뢰, 그 외 천재지변, 염해, 공해 등의 환경요인, 이상전압, 지정외 사용전원(전압, 

주파수) 등에 의한 고장 및 손상 

◇폐사 이외에서의 수리, 개조 (제품에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에 의한 고장 및 손상 

◇폐사 지정품 이외의 부품을 사용하여 일어난 고장 및 손상. 

◇이물 혼입에 의한 고장 및 손상. 

◇시간 경과에 따른 열화 혹은 사용에 따른 변색, 소모부품의 자연소모 등의 문제 

◇취급설명서에 표시된 보호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 고장 및 손상 

 

이 제품의 사용중에 발생한 문제에 기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의] 

(1) 본 책의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본 책의 내용에 관해서는 만전을 기하여 기록하였지만, 잘못된 점, 오자, 기재미스 등이 있을 

경우 대리점 또는 쇼와덴키코리아㈜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3) 사용장소 변경으로 전원주파수가 변경되는 경우,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리점 또는 쇼와덴키코리아㈜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4) 당사에 문의 주실때는 제품명판에 기재된 형식과, 제품 번호를 함께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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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고장의 원인과 대책 
문제현상과 원인 및 대책 

 

문제현상 

 

 

 

고장의 원인 

풍
량
・
정
압
의 

부
족 

과

부

하 

베
어
링
과
열
・
소
손 

이

상

진

동 

이

상

음 

부

식

과

마

모 

이

상

접

촉 

모

터

기

동

불

능 

대  책 

설 치 불 량   ○ ○ ○  ○ ○ 재설치 

기 초 불 량   ○ ○ ○    개조 

회 전 체 의 접 촉  ○ ○ ○ ○  ○ ○ 접촉부분 가공, 재설치 

벨 트 설 치 불 량 ○ ○ ○ ○ ○  ○  조정 

덕 트 , 덕 트 연 결 불 량 ○  ○ ○ ○  ○ ○ 개조 

윤 활 유 불 량   ○      보충 

유 질 부적 당오 염량과 대   ○      교채 혹은 재생 

재 료 부 적 당    ○ ○ ○   교체 

임 팰 러 맞 지 않 음   ○ ○ ○  ○  수리 

임 팰 러 변 형 및 파 손    ○     수리 혹은 교체 

임 팰 러 마 모 및 부 식 ○   ○     수리 혹은 교체 

축 휘 어 짐    ○     수리 혹은 교체 

위 험 속 도 운 전   ○ ○ ○  ○  운전점 변경 혹은 개조 

베 어 링 이 상   ○ ○ ○    교체 

역 회 전 ○ ○   ○  ○ ○ 변경 

회 전 수 증 대 , 저 하 ○ ○      ○ 변경 

전 동 기 고 장 ○ ○  ○ ○   ○ 수리 혹은 교체 

가 벼 운 기 체 흡 입 ○        회전속도 변경, 임팰러 개조,교체 

무 거 운 기 체 흡 입 ○ ○       회전속도 변경, 임팰러 개조,교체 

이 물 혼 입 혹 은 부 착 물 ○ ○  ○ ○ ○ ○ ○ 청소 

서 징 운 전 ○   ○ ○    운전점 변경 

관 계 통 에 저 항 ○    ○    개조 

댐 퍼 고 장 ○ ○  ○ ○   ○ 수리 

냉 각 수 부 족   ○      개조 혹은 급수 충전 

케 이 싱 물 고 임  ○  ○ ○ ○  ○ 드레인을 빼냄 

압 손 이 계 획 보 다 작 음 ○ ○       댐퍼 조정, 회전속도 변경 



구입하신 송풍기의 메모 

형   식  제 조 번 호  

구 입 년 월 일       년     월     일 운전개시일         년    월    일 

구  입  처 
 

TEL      (   )            담당자 

 

 

 

 

 

 

 

 

 

 

 

 

 

 

 

 

 

 

 

 

 

 

 

 

 

 

 

 

 

 

 

 

 

 
 

 

 

 

3109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1로10 

천안 미래 에이스하이테크시티 A동 710호 

TEL: (+82)041-906-5710  FAX: (+82)041-906-5720 

E-mail: skr@showadenk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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