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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fugal type(원심식)

 고속 회전하는 원심 디스크를 통해 흐르는 물이 원심력에 의해 마이크로 사이즈

의 미세한 입자로 확산되는 원리로 미스팅 파트의 기저부를 가열한 후 블로잉 시

스템에 의해 안개분사되는 방식입니다. 미스트의 직경은 20~30 미크론 입니다.

특징

원심 분리 방식으로 안정적이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수원에 대한 요구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유지 및 보수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이테크 감각과 혁신적인 디자인,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물과 전기가 격리된 계층적 구조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물탱크와 자동 물 유입 시스템으로 장기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물탱크 1회 충전시 8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개의 바퀴로 이동이 쉬워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sting Air Cooler JUMBO A-4C 주요 부품

【고속 영구자석 수중펌프】

· IPX8 CE

· 친환경 소재

· 저소음

· 분수, 폭포 및 증발식 에어쿨러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알루미늄 합금 미스팅 디스크】

· 알루미늄 합금 주조

· 아노다이징 표면, 부식 방지

· 동적 밸런싱, 저진동

· 안개분사로 미스트 볼륨은 크고,

  직경은 작습니다.

【볼 베어링 모터】

· 리셋가능한 온도 퓨즈를 탑재한 

  볼 베어링 모터의 수명은 오일 

  베어링 모터의 1.5배로, 제품의

  수명기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임펠러】

· 압력주조로 안정적인 성능

· 정적·동적 밸런싱, 저소음, 저진

  동

· 다양한 전압 및 주파수에 맞게 

  앵글 변경 가능

쿨링 유효 면적

쿨링 진폭

미스트 직경

미스트 분산거리 9~11m  

스윙 앵글 90˚

위 내용은 지온 50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능



Pressure type(압력식)

  여과 후 압력 펌프를 통해 노즐을 통과한 물이 펌프의 압력에 의해 마이크로 사

이즈의 미스트로 분사되어 타깃 영역의 온도를 낮추어 주는 방식입니다.  노즐의

크기에 따라 미스트의 직경은 10~30 미크론 입니다.

특징

압력식으로 더욱 미세한 미스트 입자를 생성하여 냉각효과가 우수합니다.

교체 가능한 물 유입구 필터를 통해 이물질로부터 압력 펌프를 보호합니다.

하이테크 감각과 혁신적인 디자인,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물과 전기가 격리된 계층적 구조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물탱크와 자동 물 유입 시스템으로 장기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물탱크 1회 충전시 8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테인리스 강 필터 스크린의 저압 노즐이 블로킹을 방지합니다.

Misting Air Cooler JUMBO A-4PT 주요 부품

【필터 튜브형 노즐】

· 스테인리스 강 필터 스크린 내장

· 계층 구조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전자기 펌프】

· 대유량, 고압의 장점(유럽 수입)

· 저소음, 긴 수명 보장

【고품질 필터】

· 5인치의 고품질 PP필터가 물 속 

  불순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펌프 및 노즐의 사용수명을 연장

  시킵니다.

【알루미늄 합금 임펠러】

· 압력 주조 알루미늄 합금으로 안

  정적이고 우수한 성능

· 정적 및 동적 밸런싱, 저소음, 저

  진동

· 다양한 전압 및 주파수에 맞게 앵

  글 변경 가능

쿨링 유효 면적

쿨링 진폭

미스트 직경

미스트 분산거리 9~11m  

스윙 앵글 90˚

위 내용은 지온 50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능



실제 설치사례 (A-4C) 실제 설치사례 (A-4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