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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직접분사식 가습기의 설치방법
스파이렉스사코의 스팀 직접분사식 가습기는 짧은 흡수거리와 균일한 가습 분포도를 형성하고 응축수 분사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최적의 가습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최대한의 성능을 보장받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스팀 직접분사식 가습기의 설치 위치

선정 시 주의사항

● 스팀주관 및 응축수 회수관의 배관방법

1) 가습공간으로 분사되는 스팀이 공기 중에 원활하게 흡수되기 위해서는
공기흐름 중에 장애물이 없고 공기의 흐름이 직선인 장소에 가습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스팀 직접분사식 가습기에 공급되는 스팀은 가능한 건도가 높은 양질
의 스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스팀주관에 적절한 기수분리 장치와 응축
수 제거장치(관말 드레인 처리 장치)를 갖추어 스팀주관에서 발생한 응
축수가 가습기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기조화기 및 덕트 내장형인 경우 스팀 분사용 매니폴드는 항상 중앙
에 오도록 설치한다(그림 1).

2) 스팀주관은 반드시 보온되어야 하며 스팀지관은 스팀주관의 상부로부
터 연결되어야 한다.

3) 스팀 분사용 매니폴드는 가능한 매니폴드의 끝부분이 기수분리기쪽으
로 경사지게 설치하여 매니폴드 내부의 응축수가 자연스럽게 재증발 챔
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스팀 직접분사식 가습기의 인입배관에는 가급적 100메쉬 정도의 스크
린이 내장된 스트레나를 설치하여 주는 것이 좋다.

4) 스팀 직접분사식 가습기를 수평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수직설치형으
로도 공급 가능하다(그림 2).
5) 스팀 분사용 매니폴드는 히팅코일보다 적어도 25 cm 이상 이격시켜 후
방에 설치한다(그림 3).
6) 온도 조절용 센서는 스팀 분사용 매니폴드보다 적어도 2 m 이상 이격
시켜 후방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4).
7) 스팀 분사형 매니폴드가 설치되는 후방에 소음기, 엘보, 그리드 등이
설치될 경우에는 적어도 1 m이상 이격시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
8) 스팀 분사형 매니폴드는 히팅 코일과 소음기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좋
다.
9) 스팀 분사형 매니폴드는 스팀이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공기의 흐
름이 난류인 지역에 설치하도록 한다(그림 6).
10) 다중 매니폴드를 설치할 경우 매니폴드간의 간격이 일정하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다중 매니폴드를 사용하여 공기조화기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당사와 협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스팀 직접분사식 가습기의 입구에 압력계를 설치하면 시운전 및 가습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5) 스팀 공급압력은 설계조건대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압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스팀 직접분사식 가습기에 공급되는 스팀의 압력
이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 정확한 습도 제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감압밸브의 구경은 최대 가습용량에 10~20% 정도의 여유를 두고 선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 기수분리기의 하부에 후로트 트랩을 설치하여 기수분리된 응축수가 트
랩을 통해 연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7) 스팀트랩의 출구측에는 항상 배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
연구배에 의해 대기압 상태로 응축수가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8) 응축수량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오그덴 펌프를 이용하여 보일러실로
회수하도록 한다.
9) 스팀트랩의 출구측에 배압이 형성되어 7)항과 같이 자연구배에 의해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그덴 자동펌프트랩을 사용한다.
이 경우 반드시 당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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