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시 주의

표준상태(20’C, 101.3kPa, 습도65%)가 아닐 때의 공기 및 가스를 표준상태로 환산하는 방법. 카다로그

의 송풍기 성능곡선도는 20’C표준상태의 값이므로, 흡입온도가 20’C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능값을 표

준상태의 성능으로 환산해야 한다.

온도 120’C, 흡입압력 3kPa, 토출압력 1kPa, 풍량 20Nm3/min의 설계조건의 경우

주의) 풍량이 표준상태로 주어질 때에는 풍량의 환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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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의 선정에 필요한 기초지식

송풍기의 기본구조

전동송풍기는 송풍기의 축에 임펠라를 직접 연결시켜 컴팩트하게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전동

송풍기의 구조는 하기 그림을 기본 구조로 한다. 시리즈별로 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기

종의 구체적인 구조는 각 시리즈 카다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출구 금속망은 하기의 기종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SF-38,SF-50,SF-55S,SB-201,SB-202,SB-151,EC-63S, EC-63T,EP-63S,EP-63T,EC-75S,EC-75T,EP-75S,EP-

75T,AH-400,AH-H04,SF-75,SB-75,FSM-04S,FSM-H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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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흡입구 금속망, 바킹이 장착되어있지 않은 것은 과류식 고압시리즈, 덴쵸쿠, KSB-5500, 7500이

다.

임펠라의 형상

터보와 에어포일에 비하여 효율이 낮지만 임펠라의 구조가

단순하여 분진이나 작은 이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적합하다..향과 반대로 향하여, 효율이 좋고 소음이적다. 고풍량과 고

정압에서 사용가능하다.

팬 날개가 회전방향과 반대로 향하여, 효율이 좋고 소음이

적다. 고풍량과 고정압에서 사용가능하다.

터보 팬의 일종으로 팬의 날개가 비행기와 형상으로 효율이

좋다. 특히 소음이 대폭 경감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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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익팬이. 원심팬 중에서 일정한 풍량을 얻고 소형이나, 터보와 에어포일에 비하여 효율이 낮고 소음도 높다.

플 랫

에어포일

터 보

시 로 코

송풍기 용어편

[풍량] 송풍기가 단위시간당 흡입하고 토출하는 체적으로, 쇼와뎅키의 경우, 1분당 m3으로 표시하고 

있다. 1시간당, 1초당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최대풍량] 카다로그의 일람표 수치는 최대치로 표시되고 있다.(정압이 사용범위 내 최저치일 때의 풍

량)

[정압] 송풍기에 공기를 전송하는 경우에, 닥트와 장치에 저항이 발생하며, 이 저항을 누르고 바람을 전

송하는 힘을 정압이라고 한다. 현재 국제단위 kPa를 사용하고 있다.

[최대정압] 카다로그의 사양일람표 수치는 최대치로 표시되어 있다.(풍량이 사용범위 내 최저치일 때

의 정압)

[접가스부] 흡입구에서 가스를 흡입하여 토출할때 까지의 접촉하는 송풍기의 구성부품을 말한다. 전동

송풍기의 경우는 케이스, 플랜지, 임펠라, 축이 접가스부가 된다. 다만, 전동송풍기의 축은 그 재질을 변

경할 수 없다. 이 경우 축단와샤로 커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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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카다로그 상의 소음치는 JIS B8330 송풍기의 실험에 의한, 송풍기의 흡입구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흡입구를 개방하여 측정한, 인간의 귀에 제일 유사한(청감보정회로) A특성으로 표시되어 있다. 

[표준공기] 기체는 일반적으로 온도와 압력에 따라 그 특성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표준공기의 조건을 

정하게 되는데 20’C, 101.3kPa, 습도65%일 때의 존재하는 공기의 상태를 표준공기로 한다.

[회전방향] 회전방향을 보는 기준은 전부 전동기(모터)측으로부터 보고, 시계회전(우회전 R), 반시계회

전(좌회전 L)이라 일컫는다.

[회전축 실링] 케이스의 축 관통부의 틈새를 실링하는 것으로 취급공기를 될수있는 한 송풍기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쇼와전기는 실링에 대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응 가능하다.

사용조건

· 설치장소: 옥내에서 직사광선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 옥외에 둘 경우 반드시 통풍구에 

있는 옥외용 커버를 설치한다. 또한, 필요시 방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흡입가스온도: 송풍기가 흡입/토출하는 가스의 온도를 말한다. 일반용 제품은 40’C 

이하(E시리즈, KSB-H04~H37, U75-H2~H5는 60’C까지 가능)로 운전해야 한다. 40’C

를 초과하는 경우는 내열형(HT)를 사용해야 한다.(내열형의 경우, 통상 최대 250’C)

· 주변환경: 운전중인 송풍기를 둘러싼 환경조건. 부식성 가스와 폭발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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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공간: 전동기의 후방에는 냉각공기흡입용으로 벽면으로부터 거리를 3츠 정도 

거리를 두어 설치한다. 점검과 수리를 위해 3방면에 공간을 80cm 정도 여유를 둔다. 

운전에 있어 주의사항

· 송풍기에의 부하: 송풍기에서 닥트를 접속하는 경우, 닥트의 하중이 무리하게 송풍

기에 실리면, 닥트에 원심력이 걸리고 진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인버터 운전: 내열형 송풍기에서는 냉각팬의 회전수 저하로 방열이 불충분하게 되

니, 정격주파수로 사용해야 한다. 단상전동기에서는 인버터 부착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른 전압의 인버터 전압은 가능하지 않다.

(주의)

· 토출, 흡입 금속망이 필요할 경우, 주문시 이야기 한다.

· 인버터의 선정에 대해서, 인버터 메이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폐사영업담당자에게 

문의한다.

압력손실계산자료

후드, 원형 밴드, 원형 합류 밴드, 와샤 캡의 압력손실계산식

직선 닥트의 압력손실계산식

속도압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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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의 압력손실와 유입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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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배기구의 압력손실계수

원형 밴드의 압력손실계수

원형합류닥트의 압력손실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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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확대, 원형축소관의 압력손실계산식손실계수

와샤 캪의 압력손실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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