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오일미스트집진기_AL 시리즈
AL시리즈 집진기는 산업용 소형 오일미스트 집진기로, 산업용 공작기계·MCT·CNC선반·연삭기·드릴링머신·방전기·세척장비·백화점 식품조리시 미스트가 발생하는 장소

등에 사용됩니다.

AL 0500 0.38(0.5HP) 7 65 15 123 350 298 200 200 490 740(650)

AL 1000 0.75(1HP) 12 68 21 123 350 298 200 200 530 740(650)

AL 1500 0.75(1HP) 15 68 23 148 350 298 200 200 550 740(650)

AL 2000 1.5(2HP) 20 72 26 148 350 298 200 200 575 740(650)

1. 자유로운 각도조절

-집진기 몸체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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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 몸체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

2. 세라믹필터 장착 (국내 최초 특허 등록)

-국내 최초 특허출원제품으로 세척이 용이하여 재사용이 가능

-칩 혹은 기타 이물질이 터보임펠라로 유입되지 않으므로 밸런스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3. 스마트한 구조

-가볍고 효율적이며 깨끄한 미관과 스마트한 구조

4. 수직형 구조와 세라믹 필터 장착으로 절삭유가 하부로 재리턴되어 오일배출구를 통한 오일배출량이 미미하여 필터의 수명이

   길어져 포집 효율이 높아짐

<효과>

1. 안전성과 생산성의 향상

2 집진시 포집되어진 유분과 수분 등을 재사용하여 경비 절감의 효과2. 집진시 포집되어진 유분과 수분 등을 재사용하여 경비 절감의 효과

3. 유해 미스트를 방지하여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
제품특징

①1차 필터: 우레탄필터 (D323xT20)

▶유체에 포함된 미스트를 응축하고 하단으로 배출하며 필터를 세척하여 사용 가능

▶Multi 시리즈와는 달리 고무가스켓이 적용되지 않음

②2차 필터: 우레탄소음카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③3차 필터: 에프터필터 (D350xL250)

▶미크론 단위의 미세 분진을 차단

▶용도에 따라 필터내용물을 달리하여 냄새, 흄, 기타 미스트를 포집





소형오일미스트집진기_Multi 시리즈
Multi 시리즈는 산업용 공작기계 MCT, CNC선반, 연삭기, 드릴링머신, 방전기, 금은세공 등의 미스트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됩니다. 기구학적 설계로 제품의 내구

성 증대와 실용적 구조로 같은 용량의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취하였으며, 흡입구로 흡입된유분, 수분 등을 모타 부를 지나지 않고 측면으로 배

Multi 0500 0.38(0.5HP) 7 66 25 98 350 600 265 200 220 455

Multi 1000 0.75(1HP) 12 72 30 123 350 600 265 200 220 455

Multi 1500 1.1(1.5HP) 19 75 33 123 350 625 265 200 250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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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모터를 안전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세척사용이 가능한 세라믹필터 세척 시 원터치레버만 열면 외부·내부커버를 한 번에 분해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분해

및조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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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및 효과

1. 기구학적 설계로 제품의 내구성 증대와 실용적 구조로 같은 용량의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취함1. 기구학적 설계로 제품의 내구성 증대와 실용적 구조로 같은 용량의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취함

2. 다용도 집진기의 역할을 수행

-각종분진과 습식, 건식, 흄, 금은세공 등을 포집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에 적용 가능

3. 집진기 모터의 고장원인인 누전을 근본적으로 차단

-흡입구로 흡입된 유분, 수분 등을 모타 부를 지나지 않고 측면으로 배출하여 모터를 안전적으로 작동

4. 실용적인 구조로 세척 시 원터치레버만 열면 내·외부 카바 모두를 분해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분해 조립할 수 있음

5. 칩 분리가 가능하여 터보형 임펠라의 손상을 방지

6. 세라믹코팅 필터로 장기간 세척사용이 가능 (세라믹필터)

<효과>

1. 안전성과 생산성의 향상

2 집진시 포집되어진 유분과 수분 등을 재사용하여 경비 절감의 효과

제품특징

2. 집진시 포집되어진 유분과 수분 등을 재사용하여 경비 절감의 효과

3. 유해 미스트를 방지하여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

①1차 필터: 세라믹필터 (D323xT20)

▶유체에 포함된 미스트를 응축하고 하단으로 배출하며 필터를 세척하여 사용 가능

▶고무 가스켓 적용

②2차 필터: 경계커버

▶하단에 모아진 미스트의 역류를 차단하며 기체의 방향을 상단으로 유도하여 응축 효과를 증대

③3차 필터: 원형드럼+카본부직포

▶원형드럼에서 미스트를 원심분리하고, 카본부직포에서 재차 응집함 (필터세척이 용이)

④3차 필터: 에프터필터 (D330/D350xL250)

▶미크론 단위의 미세 분진을 차단

▶용도에 따라 필터내용물을 달리하여 냄새, 흄, 기타 미스트를 포집

▶Multi 0500/1000의 적용되는 크기는 D330이며, Multi 1500은 D350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