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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 송 풍 기 
취급설명서・주의서 



금번에는 쇼와덴키의 송풍기를 구입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취급설명서・주의서는【표준형・내열형】사양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풍기를『안전』하게『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취급설명서・ 

주의서를【특히          마크가 있는 부분】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급설명서・주의서는 잘 보관하시어 활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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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설명서・주의서 보는 법 
 

본 문서【     경고 】 마크는 취급 방법을 잘못하면【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화재발생】 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본 문서【     주의】 마크는 취급방법을 잘못하면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제품손상】 의 가능성을 있음을 

나타냅니다. 
 
 
 
 

2. 도면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금지사항을 

나타냅니다. 

（대상은 불특정） 

 

지시대로 조 

작하여 주십 

시오. 

 

잘못된 

취급을 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분해금지 

 
 
 

 
 

반드시 접지 

하여 주십시 

오. 

 

감전주의    문의하여 

                             주십시오 

 

 

경고・지시항목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3. 반입에 대해서 
 

경    고 반입시의 개봉 등에 대해서 

반입시에 내리는 곳이 불안정한 곳에서 행할 경우, 낙하하여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개봉전에 주위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한, 나무포장을 해체할 때는 못 등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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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송풍기를【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경    고 위험장소에 설치 엄금 

이 송풍기는 방폭구조 제품이 아닙니다.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운전하면, 모터(송풍기)가 소손되었을 때  

주위의 가스가 『폭발』 하여 위험합니다. 
 
 
 

경    고 화재・감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송풍기의 배선은 반드시 전기공사의 자격자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나 내선규정에 따라 시공하여 주십시오. 
 
 
 

경    고 흡입구의 철망 탈거 엄금 

흡입구의 철망은 절대 떼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흡입구・

토출구 등 송풍기 내부에 절대 손을 넣지 말아 주십시오. 손을 

넣을 경우【손가락】【손목】을 부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물을 넣지 말아 주십시오. 이물의 얽힘이나 파쇄 

에 의한 부상・송풍기의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    의 모터 보호장치의 자동복귀에 대해서 

왼쪽사진과 같은 제품명판에 

서【모터 보호장치 부착필요】 

의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송풍 

기는 모터보호장치가 내장되 

어 있습니다. 과부하에 의해 모 

터가 과열되어 정지했을 경우, 

바로 전원을 꺼 주십시오. 

모터가 식으면 자동적으로 복귀하여 기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모터가 과부하 된 원인을 제거하고,  

식은 것을 확인한 뒤에 전원을 넣어 기동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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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고효율 전동송풍기 채용시의 주의사항 

고효율 모터（IE2 혹은 IE3）는 （IE1 혹은 그에 

준하는）모터에 비해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서 모터의 저항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품에 따라서는 기동전류가 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사의 구 제품을 교환하실 경우에는 차단 

기 등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    의 인버터 사용에 대해서 

단상 모터에서는 인버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상 200V 급 

모터만 인버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0V 급 이외의 모터에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 특주대응의 여부에 대해 반드시 문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인버터의 사용에 대해서는 P13~P14 를 

참조해주십시오. 
 
 
 

주    의 분해금지 

모터부・케이싱 내부는 절대 분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고장이나 사고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5 . 납품시에 확인하여 주실 사항에 대해 
 

신경써서 검사・점검한 뒤에 출하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을 위해 

납품 받으신 송풍기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주문하신대로의 제품입니까? 

●   운송중의【파손・변형】등의 이상은 없습니까? 
●  부속부품에 결품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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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풍기의 보관에 대해 
 

송풍기를 장기간(3개월 이상) 보관・정지 시킬 경우에는  다음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1)포장된 상태로 보관할 경우 옥내의 온도변화가 적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2)설치된 상태에서 정지시킬 경우  

다른 장치에서 오는【큰 진동】및【열】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이나 

기름, 먼지 등에서 송풍기를 보호하기 위해 비닐 등으로 덮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    의 보관・정지 중의 보호관리에 대해 

송풍기의 임펠러 회전축이 장기간（3 개월 이상）멈춘 상태일 

경우, 보관・정지 중의 계절・환경에 따라서 녹이 발생하여 

이상음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월을 기준으로, 시운전해 주십시오. 

 
 
 

 

7. 각종 표시라벨에 대해 
 

각종 표시라벨이 붙어있는 위치는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만, 

하기의①~④위치에 붙어 있습니다. 

①프레임 상부   ②냉각가드의 상부   ③받침대   ④케이싱 측면 

 

중간 냉각팬 

프레임 

냉각가드 

１ 

중간 플랜지 케이싱 
철망 

흡입구 

 

２ 

 

３ 
 

 
받침대 

토출구 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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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표시라벨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제품명판」 

제품형식・정격전압・정격주파수・정격전류・절연등급・

최대정압・ 최대풍량・제조번호 등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注１：정격이란, 사용한도를 말합니다. 注２：정압이란, 기체의 

흐름에 따라 평행한 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2)「회전방향표시」라벨 
 

 
임팰러의 회전방향을 표시합니다. 

시운전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일부기종에서는 케이싱에 

성형하여 표시되어 있습니다.) 

역회전으로 운전할 경우 풍량 및 정압이 저하됩니다. 또한 부하가 

커져, 모터가 소손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3)「접지 마크」 

왼쪽그림의 접지 마크(성형기재된 기종도 있음)  

부근에  있는 접지용  단자에 접지선을 접속해 주십시오. 

(4)「과부하(오버로드）」라벨 

60 ㎐로 흡입구 전개상태로 운전하면, 

과부하가 되는 송풍기가 있습니다. 

이 라벨이 붙어있는 송풍기는  

흡입 풍량을 조절하여 제품명판에 

기재된 정격전류치 이하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5)「모터 보호장치 설치의 부탁」라벨 

이 라벨이 붙어있는 송풍기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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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告 

(6)「고온부분의 안전대책의 부탁」라벨 
 

. 

注  意  
高温使用の場合、触れると 

ヤケドをします。柵などで 
必ず囲ってください。KN－315 

 
 
 (7)「분해금지」라벨 

 

 
電動機部・ケーシング内部 
は絶対に分解しないでくだ 
さい。また、吸込口・吐出 
口から手をいれないでくだ 
さい。事故に至る危険があ 
ります。                     KN－314 

 
 

내열 송풍기를 【흡기온도 60℃ 

이상】에서 사용하실 경우, 송풍기 및 

연결 덕트가 고온이 됩니다.  

반드시 안전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모터부, 케이싱 내부의 분해금지 등의 

주의사항에 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시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8. 주위온도와 흡기온도에 대해 
 

(1)주위온도와 주위의 상대온도 
 

단상・3상의 구분 단상 송풍기 3상 송풍기 

주위온도 －5℃이상～40℃이하 －10℃이상～40℃이하 
 

모터보호형식 개   방   형 전폐형・전폐외선형 

주위의 상대온도 80％미만 90％미만 
 

(2)흡입온도와 흡입습도 
 

온도/습도 

형식구분 
허용흡입온도 

허용흡입습도 
결로(수적)가 없을경우 

표준형(SF,SB,FS,U100B시

리즈, AH시리즈의 1.0kW이하) 

 

－10℃이상～40℃이하 

 

상대습도 

 

90％미만 

표준형(E,KSB,U75 시리즈,

AH 시리즈의 1.5kW 이상) 

 

－10℃이상～60℃이하 

 

상대습도 100％미만 

 

내 

 

열 

 

형 
※최고 180℃이하용

최고 200℃이하용 
최고 250℃이하용 

 

상대습도 

 

100％미만 

※내열형은 기종에 따라 허용흡입온도가 다릅니다.  

카타로그에서 확인하시거나 문의해 주십시오.



 

☎ 

☎ 

9. 흡입물질에 대해 
 

(1)공기 이외의 것을 흡입하지 말아주십시오. 폭발성가스・

유기용제・불꽃, 불이 불은 담배 등은 절대 흡입하지 말아주십시오. 

폭발・화재・제품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2)공기이외의 것의 흡입에 대해 

 
공기 이외를 흡입할 경우는 반드시 문의하여 

주십시오. 

 

(3)결로나 녹에 대해 

① 상대습도 100％이상의 공기를 포함할 경우, 온도변화에 따라서 

결로되는(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로될 것 같은 공기를 

흡입하면,【축 관통부에서 수분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터가 소손, 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상대습도 90％이상의 공기를 상시 흡입할 경우, 공기에 닿는 부분의 

재질에 따라【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송풍기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송풍기 주위온도와 온도차가 큰 공기를 

흡입할 때는 상대습도 100%미만의 공기라도 운전개시 직후에 결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수분을 포함한 공기를 흡입할 경우, 조금의 녹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문의해 주십시오. 

  

 
 
 

10. 설치에 대해 
 

다른 장치에서【큰 진동】이나【열】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축수평(회전축을 수평하게 함) 방향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모터 후방에는 냉각 공기흡입용으로 벽면 등에서 

거리를 ３㎝정도 두어 주십시오. 점검・수리를 

위한 공간을 3 방향으로 80 ㎝정도 확보하여 

주십시오. 

 
3 ㎝ 

 
80 ㎝ 

 
 
 

8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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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고 주위의 환경에 대해 

산・알칼리 등의 부식성 가스는 송풍기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가연성・폭발성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절대 설치하지 

 말아주십시오.『화재』나『폭발』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    의 토출 공기를 대기에 방출할 경우 
토출구에도 반드시 【철망】을 부착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물을 흡입하여 배출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    고 고온부 안전대책의 부탁 

내열송풍기를【흡입공기온도 60℃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송풍기의 표면 및 연결 덕트가 고온이 되어 만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반드시 울타리 및 철망으로 둘러싸는 등의 

안전대책을 해주십시오.  

내열형 송풍기 및 연결덕트 위 등에【물건】을 절대 놓지 

말아주십시오. 『화재』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주    의 단열재 장착시 주의 

내열형 송풍기의 중간 냉각 팬 주변에는 단열재를 감지 

말아주십시오. (P4 의 그림 참고)열 방출을 막아 축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축 수직（회전축을 수직）방향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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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관에 대해 
 

(1)흡입구・토출구의 연결은 반드시 신축성 있는 이음매(Flexible 

배관)혹은 신축성 있는 덕트호스를 사용해 주십시오. 

(2)흡입구・토출구에 어쩔수 없이 직접 배관하는 경우  

흡입구・토출구와 덕트(배관)의 중심을 맞춰 송풍기의 플랜지면과 

덕트의 플랜지면이 평행하게 되도록 설치해 주십시오.  

흡입구・토출구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덕트에는 반드시 서포터를 

설치해주십시오. 사이의 패킹을 끼우면 연결하기 쉽습니다. 

송풍기                          배관 

 
내열형송풍기를【흡입공기온도 60℃이상】으로 사용할 때는【열 

팽창】을 고려하여 내열성의 이음매를 사용하는 등으로 배관의 열 

팽창을 억제해주십시오. 

(3)덕트의 연결에 관해서 연결하는 덕트의 급격한 확대, 축소나 꺾임이 

있으면 풍량 및 정압이 저하하여 소음의 원인이 됩니다. 

 
덕트연결의 참고 예 

○ 좋은 예 
⑤ ⑥ 

① ② ③ ④ 
 
 
 

× 안좋은 예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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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드레인 배관에 관하여  

드레인 배출구가 있는 제품은 확실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배관해 주십시오. 

불완전한 경우 바닥이나 벽이 오염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 배출이 

매끄럽게 되지 않을 경우 케이싱 내부에 물 등이 고여 시동시에 모터 

과부하로 이어져 소손 등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2. 토출방향의 변경에 대해 
 

(1)토출방향의 지시가 없을 경우 하부수평방향으로 납품됩니다. 

 각 송풍기 모두 상부수직, 상부수평 방향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SF-

38 의 표준형・내열형은 케이싱과 모터부의 체결부가 3 개소이므로 

하부수평을 기준으로 120°회전되는 방향으로 고정됩니다.） 

(2)토출방향의 예시 

①하부수평 ②상부수직 ③상부수평 
 

 
 
 
 
 
 

(3)토출방향 변경 부분의 구조  

케이싱과 모터부위의 체결방법은 하기의 4 종류가 있습니다. 

ａ ａ ａ ａ 
 

 
 
 
 
 

Ａ Ｂ Ｃ Ｄ 
 

Ａ. 케이싱과 모터부가 직접 체결되는 구조.   

Ｂ. 케이싱과 모터 사이에 중간플랜지가 들어가고, 긴 볼트로 체결되는 

구조  

Ｃ. 케이싱과 모터 사이에 모터플랜지가 들어가고, 모터플랜지와 케이싱을 

체결하는 구조 

Ｄ. 케이싱과 모터 사이에 모터플랜지 및 중간 플랜지가 들어가고, 

모터플랜지와 케이싱을 체결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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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토출방향 변경법１(도면 A,C,D 구조) 

①흡입구를 아래로 합니다. 

②볼트ⓐ를 풀어냅니다. 

③모터부를 회전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세트합니다. 그때 모터부를 

들어올리면 축 씰의 위치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모터부를 들어올리지 말고 슬라이드 시켜서 회전해 주십시오. 

④볼트ⓐ를 조여 줍니다.（ＡＨ시리즈는 흡입구의 콘과 임펠러 

사이의 상하좌우 간격이 동일하게 되도록 조정） 

⑤임펠러를 손으로 돌려 가볍게 돌아가는지 확인 

(5)토출방향의 변경방법２(도면Ｂ 구조) 

①토출구를 떼어냄(패킹이 찢어지지않도록 주의) 

②흡입구의 케이싱을 떼어냄 

③임펠러를 떼어냄 

④볼트ⓐ를 풀어내고, 토출방향을 변경함 

⑤축과 씰 고정부의 사이를 조정함 (축 관통부에 있는 금속판과 

축이 접촉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⑥임펠러를 부착 

⑦흡입부 케이싱을 부착(샘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싱 접합면에 

코킹제를 도포해 주십시오.) 

⑧볼트ⓐ를 조이고, 토출구를 부착합니다. 

(주의)토출방향의 변경은 되도록이면 당사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문시에 지정하여 주시면 희망하시는 토출방향으로 

납품하여 드립니다. 

 

 

주    의 

모터는 절대 분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토출방향의 변경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지점 ・ 영업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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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선에 대해 
 

 

경    고 

송풍기의 배선은 반드시 전기공사 자격자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에 따라 시공해 주십시오. 

누전 차단기・과부하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접지하여 주십시오. 

      마크가 붙은 접지용 단자를 연결해 주십시오. 
 
 

단자대 체결 권장 토크치 
 

나사 사이즈 토크 조임 

M3 .5  0 . 8 7 N・m（max 0 . 9 6 N・m） 
 

 

주    의 

제품명판에 기재된【정격전압・정격주파수】로 사용해주십시오. 

 
전압변동은【정격전압의±5％이내】로 사용해주십시오. 

(일반적인±10％의 변동은 지장없습니다.) 

전류는 정격전류치 이하로 사용해주십시오. 

 
송풍기에 라벨 혹은 성형표시된 회전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선완료 후 시운전할 때 회전방향이 표시된 

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역회전할 경우, 전원배선 

3 선중 2 선의 위치를 바꿔주십시오. 

 
단상・삼상의 차이점과 주의점  

단상(단상교류)는 전원에서 2 개의 전선을 접속하는 

일반가정용과 같은 방식입니다. 2 선 모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모터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삼상(삼상교류)는 전원에서 

3 개의 전선으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삼상에서는 모터가 

기동한 후에 3 선중 1 선이 떨어져도 2 선이 접속되어 있다면 

모터는 회전합니다만, 그 경우 과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터가 소손됩니다. 

 

【삼상 송풍기는 반드시 전원 3 선을 전부 접속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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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V 단상의 전선(참고 예) 
 

정격부하전류（Ａ） 최소굵기（㎟） 최대길이（ｍ） 

 
５Ａ이하 

0 . 7 5  1 0  

1 . 2 5  1 7  

2 . 0  2 8  

 
10Ａ이하 

1 . 2 5  8 

2 . 0 0  1 4  

3 . 5  2 4  

 

14. 사용상의 주의점에 대해 
 

주의점 결과・현상 

일부 송풍기는 60 ㎐ 사용할 경우, 과부하가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격전류치 이내로 사용해주십시오. 
모터 소손의 

원인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1분내에 전원의 ON, OFF를 

반복하지 말아주십시오. 

모터 소손의 

원인이 됩니다. 

내열형 송풍기를【흡입공기온도 60℃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운전을 정지할 때는 흡입공기온도가 

120℃이하가 된 후에 정지해 주십시오. 

중간 냉각 팬도 함께 

정지하기 때문에 

방열되지 않아 축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15. 인버터(주파수 변환기)의 사용에 대해 
(1)하한・상한 주파수 

①하한 주파수는 10 ㎐이상입니다.(10 ㎐이하에서는 기동토크가 

작아 기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낮게 설정하여 모터가 

기동하지 않을 경우 10 ㎐이상이라도 기동하는 주파수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될 경우 모터가 

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상한주파수는 명판에 기재된 주파수 이하입니다. (명판에 

기재된 주파수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과부하되어 모터가 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원심력이 배가되어 임펠러의 형태가 

변형이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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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전압 

이전압 제품(380~460V)은 서지 전압이 높아 권선의 절연이 

파손되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주대응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인버터 사용시 

수전전압이 380V 이상일 경우 인버터 출력전압을 200V 이하로 

하여도 높은 서지 전압이 발생합니다.) 

(3)인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 

①이상음 

캐리어 주파수의 변경으로 이상음의 저감에 대응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에 대해서는 인버터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주십시오. 

(인버터 운전의 경우 상용전원에 따라, 전압의 파형이 좋지 않을 경우 

고주파의 영향으로 이상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공진 

진동이 큰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 제품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공진점을 피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특정 

주파수에서는 송풍기의 고유진동수로 인해 공진하여 진동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배관, 설치의 방법 등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배관방법에 따라서 공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직접 배관은 피해주십시오.) 

③온도상승 - 인버터 운전의 경우, 상용전원에 비해 권선의 온도 

상승이 높습니다. 

④기동・정지 - 임펠러의 관성모멘트의 크기에 따라서는 

기동시간, 정지시간이 길어져 인버터가 트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버터의 기동시간, 정지시간을 변경해 주십시오.) 

⑤내열형 송풍기 – 내열형 송풍기는 냉각팬의 회전수 저하로 방열이 

불충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터 소손방지를 위해, 

소손방지 단자가 붙은 사양을 권장드립니다.)상세는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⑥그 외 자세한 내용은 사용중이신 인버터의 취급설명서를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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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호점검에 대해 
 

(1)정기점검 

①3 개월을 기준으로 진동・이상음 발생의 유무, 1 년마다 절연을 

점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②축씰부에 고무재질의 접촉씰(Ｖ링, 오일 씰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회전 마모에 의한 열화, 흡입・토출구부 등에 사용하는 

패킹류는 경년 열화가 발생합니다. 열화상태는 사용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베어링 교환시(1 년마다 권장)에 축씰이나 패킹류도 

교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③내열형・준내습형으로 사용하실 경우나 분진을 포함한 공기를 

흡입할 경우, 접가스부(케이싱 내부나 임펠러 등)의 부식이나 

회전 접촉부분의 마모가 심해지기 때문에 점검주기를 짧게 해 

주십시오. 

④모터의 베어링은 밀폐형 볼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베어링에 구리스를 보급・급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리스 

수명은 사용환경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만, 1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틈새】 【구리스】 

표  준  형  ＣＭ틈새 MULTEMP ＳＲＬ 

내  열  형   Ｃ３틈새 MULTEMP ＳＲＬ 

고효율（표준・내열） Ｃ３틈새 ＥＮＳ구리스 

 
 
 

17. 보증에 대해 
 

(1)보증의 범위 

취급설명서, 본체부착라벨 등의 주의서에 따라 사용하였고 보증기간 내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 해드립니다. 단, 본제품이 고객의 다른 

장치에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치에서 떼어내거나 장치 등에 부착, 

그 외에 추가되는 공사비용, 운송 등에 드는 비용 및 고객에게 발생한 

기회손실비용, 조업손실 등이나 기타 간접손실에 대해서는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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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증기간 

제품 납입일로부터 1 년입니다. 

(3)보증기간 내라도 다음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상수리가 됩니다. 

①취급설명서, 본체부착 라벨 등의 주의서에 따르지 않은 사용상의 

잘못된 점 및 부당한 수리나 개조에 따른 고장이나 손상 

②구매 후의 운송, 낙하 등의 고장 및 손상 

③화재, 지진, 풍수해, 낙뢰, 그 외 천재지변, 이상전압, 지정 외의 

사용전원(전압, 주파수)등에 의한 고장이나 손상 

④당사 이외에서의 수리, 개조(제품에 구멍을 뚫는 등 포함)에 의한 

고장이나 손상 

⑤당사 지정품 이외의 부품 사용에 의한 고장이나 손상 

⑥이물혼입으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 

⑦경년열화 혹은 사용에 따른 변색, 상처, 소모부품의 자연소모 등 

(4)이 제품의 사용 중에 발생한 부적합에 기인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내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점・영업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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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문의사항에 대해 
 

(1) 본 기기의 기술적 상담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쇼와덴키코리아주식회사 

TEL 041－906－5710  

FAX 041－906－5720  

 

 

 

 

(2)본 기기에서 부적합 또는 수리 등의 의뢰는 뒷 표지에 기재된 

가까운 지점이나 영업소로 상담해 주십시오. 그때, 명판에 기재된 

품명과 제조번호를 함께 알려주십시오. 

 
 
 

품명（TYPE） 

제조번호（№） 

 
 
 
 
 
 
 
 
 
 
 
 
 
 
 
 
 
 
 
 
 



 

 
 
 
 
 
 
 
 
 
 
 
 
 
 
 
 
 
 
 
 
 
 
 
 
 
 
 
 
 
 
 
 
 
 
 
 
 
 
 
 
 
 
 
 
 
 
 
 
 

http://www.showadenki.co.kr 
홈페이지에서 CAD 데이터 등 다운로드 가능 

http://www.showadenki.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