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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6HMD9

 ڈḩὤ㢨㋕ٻڇ㠄⨀㢨㋕ٻڇ䔡ὤ㟝ٻڇἬ⫠㏘ 䇴㢹

BF<HMD9

 ڈ㍌⇽㐑ٻڇ㝘㢰䇴㢹 䇴㢹

527$5<7<3(52276%/2:(5

BFJ8HMD9
 ڈ㫸ḩ㟝

BF;GHMD9

 ڈᴴ㏘㢨㋕㟝

527$5<7<3(52276%/2:(5

&217(176
%/2:(5┾Ⳋ☚
%/2:(5䔏㰫
%/2:(5㫛⮮
%/2:(5ῂ㫆
%/2:(5㏢㦢
䛣㟧 䢮㌆
㡾☚
㿫 ☯⩻
%/2:(53(5)250$1&(
)25/2:35(6685(
)25+,*+35(6685(
9$&880'$57<3(
9$&880:(77<3(
7:267$*(9$&8803803
7:267$*(52276%/2:(5 '5< 
287/,1(')',0(16,212)%/2:(5
6,/(1&(5
287/,1*'5$:,1*
7(&+1,&$/'$7(
%/2:(5㍺䂮 㔲 㭒㦮 㩦
%/2:(5㤊㩚㔲 㩦Ỗ㌂䟃  㩗㣿 㥺䢲㥶
㏢㦢㰖 ╖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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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7<3(52276%/2:(5의 주요 구성

높은 내구성의 베어링
앵귤러 콘택트 볼 베어링과는 달리, 원통 롤러 베어링은 광범위하게 방사적으로 발생되는 힘을

100% 흡수할 수 있으며, 작동 수명 100,000시간을 실현시켜 줍니다.

마모가 없는 밀봉장치
기술적으로 입증된 압력 평형 홈을 지닌 래버린스 실은 기본 사양이며, 다른 타입이 샤프트 실 또

한 주문 가능합니다.

정밀한 동기화
평행하게 연마된 타이밍 기어는 최대 공차 5f 21로 완성되어 기어와 기어사이의 틈을 최소화 합

니다.

이러한 정밀성은 블록의 체적 효율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입니다.

최적의 윤활작용
제2로터 샤프트의 양끝에 장착된 오일 슬링어 디스크는 베어링 위에 윤활유를 떨어뜨림으로써

확실하게 긴 수명의 윤활을 보장합니다.

견고한 로터와 샤프트
로터와 샤프트는 이음선 없이 조립되고, 부드럽고 고장 없는 운행을 위해 제트기관 기준에 부합

되는 균형을 이룹니다.

견고한 케이싱
특수하게 제작된 케이싱은 필요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힘과 견고성을 가지며, 최적의 냉각 또한

보장합니다.

에어 챔버와 베어링 지지대는 이음새 없이 하나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실린 스트립을 지닌 로브
특수 형태의 로터 로브와 실링 스트립은 오염된 공기의 영향과 열 과부화를 감소시킵니다.

NAEWAY BLOW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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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SHDQGDSSOLFDWLRQRIWKHURRWVEORZHUV
7<3(

86(6

&$3$&,7< PPLQ
68&7,21 67$7(

35(6685(

6WDQGDUGW\SHURRWVEORZHU

/RZ3UHVVXUHDLU

a

aNJFP*

6WDQGDUGZDWHUFRROLQJW\SH
5RRWVEORZHU

0LGGOH3UHVVXUHDLU

a

aNJFP*

VWDJH URRWVEORZHU
ZLWKLQWHUFRROHU

+LJK3UHVVXUHDLU

a

aNJFP*

:HWW\SHURRWVEORZHU

/RZYDFXXPDLU

a

aPP+J

:HWW\SHVWDJHURRWVEORZHU

+LJKYDFXXPDLU

a

aPP+J

6WDQGDUGJDVW\SHURRWVEORZHU

3UHVVXUHDQGYDFXXPRIWKHFLW\JDV
QDWXUDOJDV

a

aNJFP*

PHFKHQLFDO VHDOJDVW\SH
URRWVEORZHU

3UHVVXUH DQGYDFXXPRIWKHFLW\JDV
1DWXUDOJDV+ JDV1 JDV

a

aNJFP*

PHFKHQLFDO VHDOJDVW\SH
URRWVEORZHU

3UHVVXUHRIWKHDOONLQGJDV

a

aNJFP*

6SHFLDOJDVW\SHURRWVEORZHU

&RUURVLRQUHVLVWLQJ JDV62 JDV12
JDV

a

aNJFP*

+LJKSUHVVXUHEXVWHUW\SH URRWV
EORZHU

)RUKLJKSUHVVXUHEXVWHU

a

'LVFKDUJHSUHVVXUHNJFP*

+LJKWHPSJDVVHQGLQJURRWV
EORZHU

3UHVVXUHDQGYDFXXP RIWKHKLJK
7HPSDLU PD[

a

'LIIHUHQFHSUHVVXUH
PD[NJFP

6WHDPJDVVHQGLQJURRWVEORZHU

3UHVVXUHDQGYDFXXP RIWKH
VWHDP PD[

a

'LIIHUHQFHSUHVVXUH
PD[NJFP





ῂ 㫆  &216758&7,21
ⴎ䐋

회주 철품으로써 상부흡입과 수평 토출로 되어 있고 충
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케이싱의 넓은 흡입구로서 케이싱 내부를 충분히 들여
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6,1*
6LQFHSLHFHERG\JUD\FDVWLURQFRQVLVWLQJRIWKHXSSHU
VXFWLRQDQGWKHORZHUKRUL]RQWDOGLVFKDUJHVHFWLRQV
HQVXUHVVXIILFLHQWVWUHQJWKDQGFDSDELOLW\
,QWHUQDOLQVSHFWLRQVDUHIDFLOLWDWHGE\ODUJHVXFWLRQSRUWLQ
WKHFDVLQJ

⪲䎆

정밀도 있는 부품으로서 고급 주물로 가공되어 있다.
내부 간격은 정밀하게 맞추어 최적의 효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추가하면 다이나믹 바란스로 바란싱하여 저 소음, 저 진
동을 갖고 있다.

52725
7KHURWRULVEXLOWRIFDVWLURQRIJRRGTXDOLW\VXEMHFWHGWR
KLJKSUHFLVLRQPDFKLQLQJ
7KHLQVLGHFOHDUDQFHVDUHSUHFLVLRQPDWFKHGDQGRSWLPXP
HIILFLHQF\LVJXDUDQWHHG
,QDGGLWLRQDVLWLVSHUIHFWO\EDODQFHGE\PHDQVRI
EDODQFLQJPDFKLQHQRLVHDQGYLEUDWLRQDUHPLQLPL]HG

㌂㧊✲ 䤚⩮

베어링 또는 기어 부분과 케이싱 부분 사이에서 쳄버 역
활을 한다.
이것은 윤활오일이 케이싱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이송물질로부터 더러운 이물질들이 오일에 섞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
NAEWAY BLOWER 10

6,'()5$0(
7KHVLGHIUDPHIXQFWLRQVDVDQLQWHUPHGLDWHFKDPEHU
EHWZHHQWKHFDVLQJDQGWKHEHDULQJJHDUFKDPEHU
7KLVSUHYHQWVOXEULFDWLQJRLOIURPORRNLQJLQWRWKHFDVLQJ
ZKLOHHOLPLQDWLQJWKHIHDURIOXEULFDWLQJRLOGHWHULRUDWLQJGXH
WRFRQWDPLQDWHGZDWHUZLWKJDVRUDLUKDQGOHG

㠊Ⱇ

%($5,1*

베어링들은 고 정밀급의 롤러베어링과 트러스트 볼 베

7KHURWRULVEXLOWRIFDVWLURQRIJRRGTXDOLW\VXEMHFWHGWR

어링을 사용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며 견고한

KLJKSUHFLVLRQPDFKLQLQJ

성능과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7KHLQVLGHFOHDUDQFHVDUHSUHFLVLRQPDWFKHGDQGRSWLPXP
HIILFLHQF\LVJXDUDQWHHG
,QDGGLWLRQDVLWLVSHUIHFWO\EDODQFHGE\PHDQVRI
EDODQFLQJPDFKLQHQRLVHDQGYLEUDWLRQDUHPLQLPL]HG

䌖㧊 ₆㠊

7,0,1**($5

보수 및 타이밍 조정을 용이하도록 하여 선정된 타이밍

6SHFLDOFRQVLGHUDWLRQKDYHEHHQJLYHQWRWKHWLPLQJJHDU

기어로서 조타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

VLQFHLWLVDVLPSRUWDQWSDUWRIEORZHUDVWKHURWRU

재질은 크롬볼리브덴강으로 만들어졌으며, 침탄열처리

0DGHRIFKURPHPRO\EGHQXPVWHHOFDUEXUL]HGTXHQFKHG

와 연마를 한 것이며, 특별한 내구성을 갖도록 되어있다.

DQGJURXQGLWLVH[FHOOHQWLQGXUDELOLW\

㏢㦢₆

6,/(1&(5

흡입,토출 소음기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표준 방비들이

7KHLQOHWRXWOHWVLOHQFHUVDUHVWDQGDUGHTXLSPHQWDQG

다. 만약 소음기가 먼지 등으로 막혔을 때는 진공도나

VHUYHVWRGHFUHDVHQRLVH:KHQWKHVLOHQFHULVFORJJHGE\

부로아의 온도 등이 상승되고 모타가 과열되어 소손될

GXVWHWFWKHYDFXXPSRZHUDQGWHPSHUDWXUHRIWKH

려가 있고 용량이 감소된다. 즉시 청소해야 한다.
파이프의 공명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우

EORZHUULVHRYHUKHDWLQJDQGGDPDJLQJWKHPRWRUDQG

이것들을 사용시

GHFUHDVLQJFDSDFLW\&OHDQLWLPPHGLDWHO\
7KHLQOHWVLOHQFHULVVSHFLDOHTXLSPHQWEXWWKHXVHRIRQH
RUWZRRIWKHPGHFUHDVHVUHVRQDQFHLQWKHSLSHV
FRQVLGHUDEO\

₆㠊 㡺㧒

*($52,/

오일의 품질이나 특별한 사양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4XDOLW\RIRLOLVQRWVSHFLDOO\UHTXLUHG$Q\NLQGRI

자동차용 엔진오일 계통이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XWRPRWLYHRLO\RXFDQREWDLQLVDGHTXDWH1RWVSHFLILHGWR

극동의 테라스 46, 유공의 하모니 46등 유사한 것들이

PDNHURUEUDQG)RULQVWDQFH7HOOV+$021,

면 가능하다. 교환이나 공급은 3개월에 1번씩 해야 한다.

HTXDOL]HGTXDOLW\LVDYDLODEOH
([FKDQJHRUVXSSO\RQFHHYHU\WKUHHPRQWKV

㠊Ⱇ ⁎Ⰲ㓺
그리스가 요구되면 GM실리콘 그리스 TSK-5401L
(-30℃~+18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규정외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베어링 온도가 60℃~100℃가 되면 3개월에 한번씩 공
급해야 한다. 0.3kg/cm2 이하인 경우는 #3도 가능하다.
내열

*($52,/
+HDWSURRI*UHDVHLVUHTXLUHG6SHFLILHGWR*06LOLFRQH
*UHDVH76./(-30℃~+180℃) and equalized quality
is available.
It is not allowed to use any kinds except specified grease.
The temperature of bearing supposed to be within
60℃~100℃. Supply once to every 3 months.
When it is under 0.3kg/cm2 , Albania No.3 is also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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㿫⽟㧻䂮

6+$)76($/,1*

NRB브로워는 표준 축봉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축봉장치 선택은 취급 가스에 따라 다르다.
특수 가스를 취급할 경우는 메카니칼씰을 사용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축봉장치의 선택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5%EORZHUVDUHDYDLODEOHZLWKPDQ\W\SHVRIVWDQGDUG
VKDIWVHDOLQJ7KHW\SHRIEORZHUVKDIWVHDOLQJLVVHOHFWHG
DFFRUGLQJWRWKHJDVKDQGOHG
:KHQKDQGLQJDVSHFLDONLQGRIJDVDPHFKDQLFDOVHDOLV
SURYLGHGHLWKHUVLQJOHRUGRXEOHPHFKDQLFDOVHDOFDQEH
XVHG$YDLODEOHW\SHVRIVKDIWVHDOLQJDQGWKHLUJHQHUDO
XVHVDUHDVIROORZV

1) 표준 밀폐형
주로 공기압송에 사용되는 표준형이다.



6WDQGDUGFORVHGW\SHV
7KHVWDQGDUGW\SHIRUEORZHUVPDLQO\VXLWDEOHIRU
EORZHUVWKDWKDQGOHDLU

2) 표준 개방형
주로 진공용에 사용되는 표준형이다.



6WDQGDUGRSHQW\SH
7KHVWDQGDUGW\SHIRUYDFXXPSXPSVPDLQO\VXLWDEOH
IRUYDFXXPSXPSVWKDWKDQGOHDLU

3) 밀폐형 1메카니칼씰 타입
주축에 1메카니칼씰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질소, 수
소, 헤륨, 탄산가스, 알곤가스 등 솔벤드 가스가 아
닌 것들, 그리고 오븐가스, 도시가스, 소화를 위한
가스 등이 외부로 나오거나 또는 공기가 흡입도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 사용하는 압력이나 수분함유
량 등 사용하는 가스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있다 (그림 참조)



&ORVHGRQHPHFKDQLFDOVHDOW\SH
SURYLGHGZLWKRQHPHFKDQLFDOVHDORQWKHVKDIW
6XLWDEOHIRUVHDOLQJWKHVKDIWZKHQJDVHVWKDWVKRXOG
QRWEHOHDNHGLQWRDLUDUHKDQGOHG1+$U+H&2
&2 DQGRWKHUQRQVROYHQWJDVHVDQGDOVRFRNH
RYHQJDVFLW\JDVJDVIRUILUHILJKWLQJHWF
7KLVW\SHLVDYDLODEOHZLWKHLWKHURIIRXUV\VWHPV
DFFRUGLQJ WR ZRUNLQJ SUHVVXUH DQG WKH ZDWHU FRQWHQW
DFFRUGLQJWRZRUNLQJSUHVVXUHDQGWKHZDWHUFRQWHQW
RIWKHJDVEHLQJKDQGOHG 6HHWKHWDEOH

4) 밀폐형 4메카니칼씰 타입
베어링 뒤쪽에 4개소에 메카니칼씰이 장착되므로
솔벤드 가스를 취급할 시 축봉에 사용된다. 취급하
는 가스에 따라 싱글이나 더블 타입으로 선정할 수
있다.



&ORVHGIRXUPHFKDQLFDOVHDOW\SH
0HFKDQLFDOVHDOVDUHSURYLGHGDWIRXUSRLQWVRQWKH
EDFNRIWKHEHDULQJ8VHGIRUVHDOLQJWKHVKDIWZKHQ
KDQGOLQJVROYHQWJDVHV
7KLVW\SHLVDYDLODEOHZLWKHLWKHUVLQJOHPHFKDQLFDO
VHDOVRUGRXEOHPHFKDQLFDOVHDOVDFFRUGLQJWRWKH
FRQVWLWXHQWVRIWKHJDVEHLQJKDQGOHG

5) 개방형 4메카니칼씰 타입
로타축부의 4지점에 메카니칼씰을 장착하므로 베
어링으로부터 가스를 완전 분리할 수 있으며 특수
가스나 스팀 등 오일과 결합되어 화학반응이 생기
는 때에 사용할 수 있다.



2SHQIRXUPHFKDQLFDOVHDOW\SH
0HFKDQLFDOVHDOVDUHSURYLGHGDWIRXUSRLQWVRQWKH
URWRUVKDIW+DQGOHGJDVLVFRPSOHWHO\VHSDUDWHGIURP
WKHEHDULQJ6XLWDEOHIRUVHDOLQJWKHVKDIWZKHQ
KDQGOLQJDVSHFLDOW\SHRIJDVRUVWHDPWKDWUHDFWV
ZKHQFRPLQJLQFRQWDFWZLWKOXEULFDWLQJRLO

Shaft
Sealing
type

Standard open
type
Standard closed
type
Closed onemechanical seal
type

Side

Shaft sealing part

cover
structur
e

A

B

C

Opened

Oil seal

Oil seal

Labyrinch seal

Closed
Closed

Closed fourmechanical seal
type

Closed

Opened fourmechanical seal
type

Opened

NAEWAY BLOWER 12

Oil seal
Oil seal
Single mechani
Oil seal
cal seal
Double mechan
Oil seal
ical seal
Single
mechanic
Oil seal
al seal
Double mechani
Oil seal
cal seal
Oil seal

Oil seal

Oil seal

Oil seal

Labyrinch seal
Labyrinch seal
Labyrinch seal
Labyrinch seal
Labyrinch seal
Single mechanic
al seal
Double mechani
cal seal

㔲☯㔲㦮 ㏢㦢

12,6($767$57,1*

시동시 약간의 불규칙적인 소음이 생긴다. 그러나
15~30 후면 정상이 된다. (오일 점도에서 생김)

$WVWDUWLQJDOLWWOHQRLVHPD\DULVHH[WUDRUGLQDU\DQGLWZLOO
EHQRUPDOLQaPLQXWHV
FDXVLQJIURPRLOYLVFRVLW\

㏢ 㦢

 12,6(

부로아의 맥동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은 부로아의 크기,
토출 압력, 회전수 등에 의해 달라진다. 부로아의 소음
은 KSA 0701 “소음도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하고 부
로워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4~6점을 측정한다.

1RLVHHPLVVLRQVIURPWKHURWDU\EORZHUVL]HGLVFKDUJH
SUHVVXUHDQGQXPEHURIUHYROXWLRQV7KHEORZHUQRLVH
OHYHOLVPHDVXUHGDFFRUGLQJWR-,6%³1RLVH/HYHU
0HDVXULQJ0HWKRGIRU%ORZHUDQG&RPSUHVVRUV´1RLVHLV
PHDVXUHGDWaVSRWVZKLFKDUHLQDSDUWIURWKHEORZHU
GHSHQGLQJRQLWVVL]H
%DVHGRQWKHPHDVXUHPHQWDW\SLFDOQRLVHYDOXHLV
FDOFXODWHGDFFRUGLQJWRWKHIROORZLQJIRUPXOD

L : 평균치 소음 (dB(A)) / L : typical noise level (dB(A))
L L : 측정치 (dB(A)) / L L L : measured value (dB(A))
n : 측정수
/ n : number of measured values
1

2

㏢㦢䚲

1

2 ·····

n

&KDUWRI12,6(

13 NAEWAY BLOWER

䛣⨟㦮 䢮㌆ 127()257+(3(5)250$1&(7$%/(

성능표상에서의 공기량은 온도 20℃ 절대압력
10,332mmAq 상대습도 65%에서의 흡입상태를 말한다.
공기량 환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가 쓰인다.
1) 흡입상태의 공기량
:흡입상태에서의 (압력, 온도, 습도)를 기준할 때
2) 표준상태의 공기량
:공기온도 20℃ 절대압력 760mmHg(10,330mmAq)
상대습도 65%를 기준할 때
3) 기준상태
: 온도 0℃ 절대압(760mmHg)
습도 건조상태

$LUYROXPHOLVWHGLQWKHURWDU\EORZHUSHUIRUPDQFHWDEOH
UHSUHVHQWVDQDLUYROXPHDWWKHVWDQGDUGVXFWLRQ



VWDWH WHPSHUDWXUH DEVROXWHSUHVVXUHPP$T
N3D UHODWLYHKXPLGLW\
$LUYROXPHLVJHQHUDOO\VKRZQLQWHUPVRIWKHIROORZLQJ
WKUHHPRGHV9DOYHVFDQEHFRQYHUWHGEHWHHQWKHP


$LUYROXPHDWVXFWLRQVWDWH
6KRZQLQWHUPVRIVXFWLRQSUHVVXUHWHPSHUDWXUHDQG
KXPLGLW\



$LUYROXPHDWVWDQGDUGVWDWH



$\WHPSHUDWXUH DEVROXWHSUHVVXUH
PP+J N3D DQGUHODWLYHKXPLGLW\

 DEVROXWHSUHVVXUH

:KHQWKHWHPSHUDWXUHLV

계산
압력 P 온도 T 에서의 공기량을 압력 P 온도 T
상태에서의 공기량으로 환산할 때
1

1

2

PP+J N3D DQGZKHQWKHDLULVGU\

7KHDLUYROXPHFRQYHUVLRQIRUPXODLVDVIROORZV

2

:KHUH
4 DLUYROXPH PPLQ DWDEVROXWH

Q1 : 절대압력 P1과 절대온도 T1에서의 공기량
Q2 : 절대압력 P2과 절대온도 T2에서의 공기량

SUHVVXUHRI3 PP$T DQGDEVROXWH
WHPSHUDWXUHRI7 .
4 DLUYROXPH PPLQ DWDEVROXWH
SUHVVXUHRI3 PP$T DQGDEVROXWH
WHPSHUDWXUHRI7 .

㡾☚ 䏶㿲Ὃ₆㦮 㡾☚ 
 7+(',6&+$5*(7(03(5$785($7',6&+$5*($,5

토출압력이 0.1Kg/cm 상승함에 따라 대기온도보다
10~15℃씩 상승한다.

LQFUHDVHGHYHU\NJFPGLVFKDUJHWHPSHUDWXUH

예) 흡입온도 15 ℃
토출압력 0.4Kg/cm
이때 토출온도는 (4×10)＋15≒55 ℃

Ex) suction temp 15 ℃
discharge pressure 0.4kg/cm2
discharge temp is (4൴10)அ15≒55 ℃

2

2

䁷☯⩻

LQFUHDVHHDFKa℃

on the ambient temperature

 02725 

성능표상의 축동력은 V벨트 Type 에서 요구되는 수치
이다 .
모터 출력은 축동력보다 10~20% 큰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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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QWKHGLVFKDUJHWHPSHUDWXUHDWGLVFKDUJHDLUSUHVVXUH

6KDIWKRUVHSRZHUOLVWHGLQWKHSHUIRUPDQFHWDEOHLVWKH
UHTXLUHPHQWVIRUWUDQVPLVVLRQ 9%HOW
0RWRURXWSXWZLOOEHODUJHUWKDQWKHVKDIWKRUVH
SRZHU

⻪ 㥚



5$1*(

⪲㤢

배관구경 : 40~500mm
흡입압력 : 대기압
토출압력 : 1,000 ~ 20,000mmAq
공 기 압 : 1~450m /min
3

㰚Ὃ⪲㤢

배관구경 : 65~500mm
흡입압력 : -1,000 ~ -6,000mmAq
토출압력 : 대기압
공 기 압 : 2~450m /min
3

㩗 㣿



%/2:(56
3LSLQJGLD aPP
6XFWLRQSUHVVXUHDWPRVSKHULFSUHVVXUH
'LVFKDUJHSUHVVXUHaPP$T
&DSDFLW\aPPLQ

9$&880%/2:(56
3LSLQJGLD aPP
6XFWLRQSUHVVXUHaPP$T
'LVFKDUJHSUHVVXUHDWPRVSKHULFSUHVVXUH
&DSDFLW\aPPLQ

$33/,&$7,21

Ὃ₆㣿

1) 공기 이송장치
2) 폐수폭기용
3) 식품이나 파우다를 혼합시킬 때
4) 시멘트나 비닐을 교반시킬 때
Ṗ㓺㣿

3QHXPDWLF V\VWHP
3QHXPDWLFV\VWHP



$HUDWLRQIRUZDVWHZDWHU



$HUDWLRQIRUSRZGHURIJUDQXODUIRRG



$HUDWLRQIRUFHPHQWRUYLQ\O

*DVWUDQVSRUWDWLRQRUFLUFXODWLRQ

㰚Ὃ㣿





+\GURJHQ



1LWURJHQ



2[\JHQ



$FHW\OHQH



6XOIXURXVDFLGJDV



2WKHUV

9$&880%/2:(5

1) 이송장치
2) 제지기계에서의 탈수장치



3QHXPDWLFV\VWHP



'HK\GUDWLRQIRUSDSHUPDNLQJPDFKLQHV

:$7(5&22/,1*6<67(0 

토출압력이 0.6kg/cm 이상인 경우는 냉각장치를 설치
합니다.
이때에는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2



*$6%/2:(5

가스 이송이나 순환용
1) 수소
2) 질소
3) 산소
4) 아세틸렌
5) 아황산 가스
6) 기타

⌟ṗ㧻䂮

$,5%/2:(5

'LVFKDUJHSUHVVXUHKLJKHUWKDQNJFPWKHQXVHZDWHU
FRROLQJV\VW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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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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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XFWLRQî
PP+J
USP
'LVFKDU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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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WHU
ƐPLQ

Ɛ



%î

Ɛ
          


15'

×





















        





        





        





      







        





        





        





Ɛ



15' $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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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î$

Ɛ
          

1.

2.
3.

Wet type vacuum blowers are need supply water inside of casing. But water is too much flowed in casing,
then increased power, and too small flowed in casing then decreased capacity of air.
Of course wet type vacuum blowers are not need cooling water and cooling system.
The real using motor out put is to be Preferred blower shaft power of Ls × 1.2 (Shaft power :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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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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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I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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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I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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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XFWLRQ6WDWH3UHVVXUHPP+J7HPSHUDWXUH 5HODWLYH+XPLGLW\6SHFLILF:HLJKWNJP
7KHDLU9ROXPHDQGWKH6KDIWKRUVHSRZHURIWKHVHWZRVWDJHEORZHUVUHSUHVHQWYDOXHVPHDVXUHGE\3URYLGLQJDQ
LQWHUFRROHUEHWZHHQWKHURWDU\EORZHURQWKHILUVWVWDJHDQGWKDWRQWKHVHFRQGVWDJHDQGZKHQDLUWHPSHUDWXUHDWWKH



VHFRQGVWDJH¶VLQOHWLV 


$OOWKHPRGHOVUHTXLUHFRROLQJZDWHUWREHVHQWWRWKHJHDUDQGWKHSXOOH\VLGHRLOEDVLQV



7KHUHDOXVLQJPRWRURXWSXWLVWREH3UHIHUUHGEORZHUVKDIWSRZHURI/V× 6KDIWSRZH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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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䂮 㔲 㭒㦮 㩦

1. 브로아의 배관하중이 실리지 않게 하고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FLEXLBLE JOINT와 방진고무를 사용.
2. SAFETY VALVE는 토출 사이렌사에 수직으로 배관 할 것
%/2:(5㤊㩚㔲 㩦Ỗ㌂䟃  㩗㣿㥺䢲㥶

기 간
매

일

매

월

4개월마다
1

년

기 타

내용
1. 유면계 내 오일의 적정여부와 누유 확인(윤활유 1회 교환)
2. 베어링 온도, 압력, 전류 등의 확인
1. 벨트 장력의 측정과 수정
2. 윤활유가 깨끗하게 유지되는지 조사 (윤활유 2회 교환)
1. 윤활유와 그리스를 전량 보충 및 교환
2. 일, 월별 전체의 체크사항 비교검토
1. 흡입 카바, 벨트 카바, 흡입측 배관을 분해하고 로타와 케이싱내부를 점검
2. 오일 씰, V-BELT 의 마모상태와 베어링을 점검
1. 운전 후 3년을 경과할 때는 베어링을 교환

극동석유(SHELL)
대한석유(SK)
호남정유(CALTEX)
모빌코리아(MOBILL)
한일정유

점 검

Oil

Grease

SHELL TELLUS #46

ALVANIA GREASE NO.2

RAMDO #46

MULTI FAK GREASE NO.2

HAMONY #46

D.T.E HEAVY

25
NICONOC AWH 46

CROW GREASE NO.2

MOBILUX GREASE NO.2
NICO AL NICOMAX MP

 2LO㦮 ᾦ䢮

24시간 연속운전의 경우
제1회 전량교환 : 시동 후 100시간(4일 후)
제2회 전량교환 : 시동 후 480시간(20일 후)
제3회 이후에 전량교환 : 4개월에 1회씩 교환
 *UHDVH㦮 ᾦ䢮

24시간 연속운전의 경우
2000 ~ 3000시간 (90-130일) 마다 한번씩 보충하고 사이드 후레임의 베어링캡의 아래쪽 플러그를
빼고 그리스캡의 4배정도 그리스를 주입할 것.
%/2:(5㦮 ㏢㦢㰖 ╖㺛

일반적인 소음방지의 방법으로 기류소음에 대한 방음, 고체소음에 대한 방음과 방진으로 분류되고 브로아의 경우
(1) 기류소음에 대해서는 소음기를 흡입과 토출측에 부착하여 사용
(2) 고체소음에 대해서는 방음 카바, 방음벽, 그리고 방음실을 설치
(3) 방진고무와 FLEXIBLE JOINT를 부착하여 브로아와 배관의 진동을 방지
(4) 브로아의 회전속도가 적은 브로아를 선정하고 수음 점에서 먼 곳에 브로아를 설치
NAEWAY BLOWER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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