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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TEC® TE 및 TF 시리즈

뛰어난 잠열 저장 기능을 갖춘 소형
에너지 절감형 냉동식 드라이어
SECOTEC은 KAESER의 유명한 산업 등급 냉동식 드라이어의 이름으로, 안정적인 압력 노점 성능, 탁월한 안정성 및 경제적
인 총 수명 주기 비용으로 오랫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습니다. 혁신적인 SECOPACK LS 잠열 저장 열 교환기 시스템 및
SIGMA CONTROL SMART 컨트롤러를 갖춘 차세대 첨단 드라이어는 에너지 효율과 소형 디자인,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새로
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직관적인 작동

새로운 SECOTEC 냉동식 드라이어는 1m³/min의 압축 공
기당 97W 미만의 전력이 필요합니다(ISO 7183 A1). 에너
지 절약형 제어 기능 덕분에 예비 냉각 성능을 부분 부하 작
동 중 열 저장 매체에 일시적으로 축적할 수 있으며 이후에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반응하는 SECOPACK LS 열 교환기
시스템은 항상 안정적인 압력 노점을 보장합니다.

컬러 디스플레이와 언어 중립적 메뉴 디자인을 갖춘 전자식
SIGMA CONTROL SMART 컨트롤러는 작동이 간편하고
직관적입니다. 메시지 메모리, 구성품 한정 작동 시간 카운
터 및 유지보수 타이머는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작동 데이터
분석을 제공합니다. 플로팅 접점 및 추가 Modbus TCP 통
신 모듈은 SIGMA AIR MANAGER 4.0과 같은 마스터 컨트
롤러를 사용한 손쉬운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최적화된 소형 설계

장기간의 효율성

혁신적인 SECOPACK LS 열 교환기 시스템의 축열체 저장
섹션은 상 변화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열 저
장 밀도로 기존의 저장 매체와 동일한 용량을 확보하는 데
98% 미만의 저장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저
장 능력은 탁월한 압력 노점 안정성을 달성할 뿐 아니라 필
요한 공간의 크기를 크게 줄여줍니다. 최적화된 흐름 경로
는 압력 손실을 최소화해 SECOTEC 드라이어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SECOTEC 냉동식 드라이어의 고품질 냉동 회로는 최고
50°C의 주변 온도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넉넉
한 크기의 응축수 분리기 및 전자 ECO-DRAIN 응축수 드레
인은 모든 부하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응축기와 SECOPACK LS가 알루미늄 및
부식 방지 압축 공기 배관으로 제작되었고 전기 장비는 표
준 EN 60204-1을 준수하므로 내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Conventional dryer

SECOTEC

수명 주기 비용 감소
새로운 SECOTEC 냉동식 드라이어의 매우 낮은 수명 주기
비용은 세 가지 요인 덕분에 가능해집니다.
그 요인은 바로 유지보수 필요성이 감소한 시스템 설계, 에
너지 효율적 구성품,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요인인 SECOTEC의 수요 기반 에너지 절약형 제어 기능입니다.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다른 일반적인 냉동식 드라이어에
비해, 예를 들면 SECOTEC TF 340의 경우, 수명 주기 비용
을 최대 50% 절약할 수 있습니다.

▬ Potential savings
▬ Pre-filter investment
▬ Dryer investment
▬ Maintenance materials

2

▬ Pre-filter energy costs (differential pressure)
▬ Refrigeration dryer energy costs (differential pressure)
▬ Direct electricity costs

예: SECOTEC TF 340
유량 34m³/min, 40% 부하, 6.55kW/(m³/min), bar당 추가 에너지 수요 6%,
0.20€/kWh, 연간 6,000 작동 시간, 10년간 채무 상환

고효율, 소형, 간편한
유지보수

이미지: SECOTEC TF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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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TEC® TE 및 TF 시리즈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
고품질 구성품을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수십 년간 KAESER가 쌓아온 시스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전문성을 반영하므로
SECOTEC 냉동식 드라이어는 전체 부하 범위에서 탁월한 효율성을 달성합니다.

최대

26%

dp ≤ 0.15

효율적인 냉매 압축기

최소 차압

SECOTEC 드라이어에 사용된 스크롤 냉매 압축기는 왕복
동 압축기보다 최대 26%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KAESER의 새로운 냉동식 드라이어의 탁월한 효율성 구현에 중
요한 역할을 합니다.

탁월하게 낮은 차압은 KAESER의 SECOTEC 냉동식 드라
이어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열 교환기와 압축 공기 연결부
내에 공기 흐름을 위한 단면적이 충분하여 차압이 크게 낮
아질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축열체

탁월한 에너지 절감 효과

공간을 크게 절약하는 SECOPACK LS 열 교환기 시스템의
탁월한 열 저장 성능은 바로 효율적인 상 변화 물질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수 열 전달 요소가 빠른 충전 및 방출을 보장
하며 동시에 최고급 열 절연 기능이 효율성을 더욱 높여줍
니다.

SIGMA CONTROL SMART 컨트롤러는 부하 시간과 SECOTEC 드라이어의 현재 실제 전력 소비를 계산합니다. 이
첨단 시스템은 기존 고온 가스 우회 냉동 드라이어와 비교
하여 SECOTEC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되었는지를 표
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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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TEC® TE 및 TF 시리즈

신뢰할 수 있는 건조
우리는 작동이 어려운 조건을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후 테스트 시설에서 이러한 조건의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환
경에서 SECOTEC 냉동식 드라이어 설계를 세심하게 조정하여 항상 최고의 안정성을 구현합니다.

가용성 모니터링

소형 응축기

혁신적인 SIGMA CONTROL SMART 컨트롤러는 축열체
작동을 제어하는 동시에 시스템 온도와 압력 값을 모니터링
합니다. 자동으로 단선 및 단락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은 작
동 안정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표면이 넓은 알루미늄 마이크로 채널 응축기는 효과적인 오
염물 저장이 가능하며 공간 절약형 소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냉매 용량이 적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SECOTEC 냉
동 드라이어는 높은 주변 온도에서도 최적의 건조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응축수
배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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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분리

안정적인 냉동 회로

SECOPACK LS 열 교환기 시스템은 부식 방지 알루미늄으
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부하 단계에서 응축수를 안전하게 분
리하는 직경이 큰 응축수 분리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SECOTEC 냉동식 드라이어의 냉매 회로는 R-134a 냉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이로써 높은
온도에서도 최고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 성능
최대

50°C
주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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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TEC® TE 및 TF 시리즈

간편한 설치와 탁월한 접근성
KAESER 역시 다양한 압축 공기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
다.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는 압축 공기 스테이션 계획, 구현, 작동 및 유지보수의 모든 측면에 정통합니다. 그리고 이
러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용자 친화적이고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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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및 우측면 사용

간단한 설치와 유지보수

SECOTEC 냉동식 드라이어는 작동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전
면과 우측면을 사용합니다. 다른 면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드라이어를 다른 구조물/기계 옆에 이 두 면이 닿도록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써 더욱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어 캐비닛과 유지보수 구성품은 두 개의 탈착식 패널을
통해 SECOTEC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두 개의 개구부를 통해 빠른 전기 연결(1) 및 손쉬운
응축기 세척(2)이 가능합니다.

왼쪽 압축 공기 연결부(옵션)

외부 접근 가능: ECO DRAIN

필요한 경우 SECOTEC 냉동식 드라이어에는 측면 상단에
압축 공기 연결부가 제공됩니다. 이 맞춤형 솔루션은 저비
용으로 신속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된 ECO-DRAIN 전자 응축수 드레인은 장
치 외부에서 기능 테스트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비 장치는 냉동식 드라이어를 감압하지 않고 단순히 응축
수 유입구 탭을 사전에 닫는 것 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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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 CONTROL SMART

종합적 정보 및 직관적 운영
신세대 SECOTEC 냉동식 드라이어에는 SIGMA CONTROL SMART 전자식 컨트롤러가 장착됩니다. 컬러 디스플레이와 언어
중립적 메뉴 탐색을 지원하는 이 고급 컨트롤러는 매우 사용이 간편합니다.
노점 추세 표시기, 활성 메시지의 명확한 표시, 현재 작동 데이터 및 분명한 P&I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작동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메모리와 플로팅 메시지 접점이 매우 효율적인 분석과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본 메뉴
- 압력 노점 추세 표시
- 축열체 활성화 시 표시되는 에코 기호
- 추가 메뉴 목록, 기호: 전압, 고장
유지보수 컨트롤 / 경고, 원격 켜짐/꺼짐, 컨트롤러 켜짐
- 구성품별 메시지에 대한 상태 표시기
- 확인되지 않은 유지보수/경고 및 영향을 받은
구성품 플래그 표시
-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확인되지 않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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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정보

- 유지보수 / 경고: 주황색 표시
- 고장: 빨간색 표시
-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 경계선과 함께 표시
- 숫자 코드로 식별 가능한 메시지
- 작동 시간 타임 스탬프가 표시된 메시지
- 과거 메시지 개수를 보여주는 카운터

- 다수의 작동 시간 카운터
- 메시지의 온도 임계값
- 원격 켜짐 / 꺼짐 활성화
- 실제 전력 소비량 표시
- 고온 우회 냉동 드라이어 대비
에너지 절약 정도 추정
- 측정 단위 변경

h
PS

6000 h
0h

PC
T1

esc

P1

P&I 다이어그램

서비스

- 기능적 원리 표시
- 색상으로 표시되는 스위치 기호가 있는 메시지
(예: 응축수 드레인 유지보수)

- 응축수 드레인 및 응축기 세척을 위한
개별 유지보수 주기 목록
- 현재 주기 상태
- 유지보수 타이머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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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igeration dryer load
100 %

Time
Latent heat thermal mass temperature
Storage-Plus
Cut-in point

Phase change

Storage-Plus

Storage-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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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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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me

Refrigeration compressor
Energy savings

Off
Compressor run time

On

Time
Solid storage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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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or run time

Liquid storage medium

SECOTEC 축열체 제어

Storage-Plus를 사용한 혁신적 에너지
절감형 제어
(1) 냉동 압축기 가동: 압축 공기 건조를 위한
		 냉각 작용 및 축열체 냉각

(2) 축열체가 일정한 온도에서 고형화된 다음
		 냉매에 상당한 양의 열을 전달
(3) 냉매가 컷아웃 온도까지 축열체를
		 계속 냉각

(6) 축열체가 일정한 온도에서 녹으면서
		 습기가 있는 압축 공기에서 상당한 양의 열을
		 흡수
(7) 축열기가 컷인 온도까지 뜨거워지고
		 냉매 압축기 스위치가 켜짐

(4) 냉매 압축기 꺼짐
(5) 축열체가 압축 공기 건조를 위해 냉각 작용을 전달하고
		 뜨거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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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PACK LS 열 교환기 시스템

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모듈
SECOTEC 냉동식 드라이어에는 혁신적인 SECOPACK
LS 열 교환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잠열 축
열체는 단계 변화 물질로 구성됩니다. 압축 공기는 녹는 점
(축열체 배출)까지 물질에 열을 가해 공정에서 열을 흡수합
니다. 이는 정상적인 열 용량(단계 변화 속성 없음)을 기준
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열량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새로운 SECOTEC 드라이어의 잠열 축열체는 상당
히 큰 열 밀도를 갖고 있으며 동급의 기존 시스템보다 축열
체 재료를 98% 적게 필요로 하면서 동일한 성능을 구현합
니다.
주요 장점:
안정적인 압력 노점 및 재료 친화적인 작동을 위해 높은 열
용량과 획기적으로 줄어든 장치 공간이 결합되었습니다.

이미지: SECOTEC TF의 SECOPACK LS

디자인
(1)		 압축 공기 흡입구
(2)		 SECOPACK LS 열 교환기 시스템
(3)		 압축 공기 배출구
(4)		 응축수 배출구
(5)		 ECO-DRAIN 응축수 드레인
(6)		 냉매 압축기
(7)		 마이크로 채널 응축기
(8)		 팬
(9) 		 필터 드라이어
(10) 냉매 저장고
(11) 팽창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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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공기
배출구

압축 공기
흡입구

에어/온풍 교환기

에어/냉풍 교환기

열
전송

응축수 분리기

축열체(노란색 부분)

냉매
배출구
(난방)

냉매
흡입구
(냉방)

응축수
배출구
이미지: SECOPACK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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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RESSOREN

스테이션

SIGMA AIR MANAGER 4.0

자동

4

상태

112.61
19.07

동력

 콤푸레셔

체적 유량

C1

C1 - BSD 75

6.62 bar

스테이션

메시지

kW

m³/min

모니터링

C2 - BSD 75

에너지 및 비용
C2

C3 - CSD 125

D1

F1



드라이어



필터



에어 리시버



응축수
처리



유지보수

R1

C4 - CSD 125



C3

D2

DHS1

F2

제어
SAM 4.0 Logic
시간 제어

C4

CT1
CD1

최초 기동
구성
연락처

i

SIGMA AIR MANAGER 4.0

KAESER SIGMA NETWORK

SIGMA CONTROL
SMART

네트워크로 연결된 압축 공기 스테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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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 AIR MANAGER® 4.0

KAESER의 압축 공기 관리 기술 4.0
Industrie 4.0은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핵심 문구입니다. "개별화된 생산 프로세스"와 "제품 생산라인의 정보 교환"과 같은
추가 요소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시간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고급 디지털 정보 기술에 기반을 둔 Industrie 4.0에서는 사람이 기계, 장비 및 구성품과 상호 연결됩니다. 이 기술 혁명에서는
실시간 정보 교환, 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능력에서 경쟁 우위가 결정됩
니다. 이 기술에서는 중요한 산업 장비의 내구성과 가용성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비용 절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확인, 분석, 대응
SIGMA AIR MANAGER 4.0은 SIGMA NETWORK의 핵심
이며 선진 Industrie 4.0 세계의 주요 기술입니다. SIGMA
AIR MANAGER 4.0은 전체 압축 공기 공급 시스템의 중앙
에서 시스템을 제어하고, KAESER IoT(사물 인터넷) 클라
이언트를 통하여 중앙 집중식 KAESER SIGMA SMART
AIR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스트리밍을 관리합니다.
SIGMA NETWORK에 있는 압축 공기 시스템의 프로세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전문 소프트웨어는 지속
적인 시스템 평가와 제어 센터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안정
적 데이터 전송을 지원합니다.
중앙 집중식 압축 공기 시스템 모니터링은 KAESER DATA
CENTER에서 이루어지며 최적의 시스템 성능을 위해 경
고, 유지보수, 알람, 작동 메시지, 에너지 관리, 분석 및 보고
서가 처리됩니다.

COMPRESSORS

Station
 Compressors

SIGMA AIR MANAGER 4.0

Automatic

4

Messages
D1

C1 -CSD 105
C2

F1

R1

DHS1

Power
Volumetric ﬂow rate

116.60 kW
20.36 m³/min

C2 - CSD 105

Monitoring
Energy & Costs

D2

F2

C3 - BSD 75

Control

C4 - ASD 50

Time control
C3

 Dryer

R2

C1 -CSD 105
C4

C2 - CSD 105

D3

Initial Start-up

DHS2
D1 - TE 102

F3

Conﬁguration

Type designation: TE 102
Electrical power consumption: 0.87 kW

C3 - BSD 75

Pressure dew point: Normal
Warning limit, yellow range: 14.0 °C

 Filter





Warning limit, red range: 20.0 °C
Automatic restart: Yes
Remote control: No

77%

이렇게 원격 진단과 수요와 예방 유지보수를 결합하면 에너
지 활용의 최대 가용성이 보장되고 서비스 비용을 3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옵션 Modbus TCP 모듈을 설치하면 SECOTEC 냉동식 드
라이어를 SIGMA NETWORK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수 작동 매개변수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Status

C1

원격 진단과 요구 기반 예측 유지보수가 가능하므로 압축
공기 공급 신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 시스
템 프로세스 데이터와 결과 분석이 영구적으로 제공되므로
압축 공기 공급 시스템이 유지보수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완벽한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공기압축
기를 사용 하지 않는 시간 중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방지
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며, 압축 공기 시스템 성능을 필
요한 에어량에 따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SECOTEC – Industrie 4.0 준비

6.21 bar

Status - Station

KAESER SIGMA SMART AIR:
예측 유지보수 – 사전 계획된 정비

Contact

i

결론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
습니다. 또한 SIGMA AIR MANAGER 4.0은 냉동식 드라이
어의 모든 필수 작동 매개변수에 대한 완벽한 개요를 제공
합니다. 눈에 잘 띄게 색상으로 구분된 경고와 알람이 압축
공기 스테이션의 P&I 다이어그램에 표시됩니다. 드라이어
아이콘을 선택하면 모든 주요 작동 매개변수와 메시지 텍스
트가 일반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Operating hours: 10598 h
Remaining maintenance hours, Condensate drain:
Remaining maintenance hours, Condenser cleaning:

1374 h
–17 h

Group warning: No
Group alarm: No

“Condenser cleaning” maintenance due

Close

17

18

19

SECOTEC

완벽한 냉동 건조의 핵심
Compressed air moisture burden = Refrigeration dryer load
Load range ~ 0 – 100 %
Max.

100%
Summer
High temperature ->
high water mass per m³

80%

60%
Compressed air demand

Winter

40%

Low temperature ->
low water mass per m³

20%

Min.
Morning shift
with lunch break

0%
Day shift

Night shift

SECOTEC – 4계절 절감 효과
냉동식 드라이어의 부하는 건조되는 압축 공기의 양(회색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
오는 압축 공기에 포함된 물의 양입니다. 온도가 높아질수
록 물의 양(습기)이 늘어나므로 여름철(노란색 곡선)과 같
이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냉동 드라이어의 부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청록색 곡선)에는 냉동식
드라이어의 부하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모든 변동 상황에
걸쳐 안정적인 압력 노점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식 드라이어
는 항상 최대 부하 시간 동안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
계되어야 하고 예비 용량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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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흐름 및 온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냉동식 드라이어
의 출력도 용량의 0~100%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SECOTEC 저장 제어는 이러한 전체 부하 범위에서 필요한
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탁월한 비용 절감 혜택
을 누릴 수 있습니다.

Electrical power consumption under nominal conditions

100 %

80 %

60 %
40 %

20 %

저장 제어를 통한 최대 에너지 절약

0%

냉동식 드라이어의 부하는 지속적으
로 0~100%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기
존 부분 부하 제어 시스템과는 달리
SECOTEC 저장 제어는 모든 부하 단
계에서 전력 소비를 정밀하게 조절합
니다.

0%

20 %

40 %

60 %

80 %

100 %

Refrigeration dryer nominal volume and load
Ideal curve

FC regulation (1 compressor)

SECOTEC TF 340

Hot gas bypass control

이를 통해 SECOTEC 냉동식 드라이
어는 평균 40% 용량으로 고온 가스
우회 제어를 사용하는 냉동 드라이어와 비교하여 거의 60%
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F 340 모델은 일반
적으로 6,000 작동 시간 기준 연간 20,000kWh를 절약합니
다. 기존 시스템과는 달리 SECOTEC 드라이어의 축열체는
항상 차가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시동 단계에서도 압
축 공기가 효과적으로 건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축열
체 주변 고품질 절연제도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

Small storage and hot gas
bypass control
Digital scroll control

움이 됩니다. SECOTEC 냉동 드라이어로 압축 공기를 건
조하면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획기적인
열 용량 덕분에 재료 친화적 작동이 가능합니다.

저마모 작업으로
최적의 건조 수행
SECOTEC 냉동식 드라이어는 모든
부하 단계에서 안정적인 압력 노점을
보장합니다. 건조된 압축 공기는 공
기 응축 시 습기 없이 3°C(= 달성 가
능한 압력 노점)의 온도까지 냉각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 배포 시스템
및 연결된 장비는 저온의 주변 온도
에서도 최적으로 보호됩니다.
작동 모드 전환이 가능하지만 추가
축열체가 없는 기존의 냉동 드라이어
는 열 교환기 재료 자체를 축열체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드라이
어는 필요한 냉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냉각 콤푸레셔와 팬 모터를 자
주 켰다 꺼야 합니다.

Degree of dryness as mean pressure dew point in °C
12

9

6

3

0
Pressure dew point +3 °C

SECOTEC TF 340

Conventional refrigeration dryer with On/Off control

켜고 끄는 빈도와 이로 인한 마모를
줄이려면 높은 압력 노점에서만 스위
치를 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압력
노점의 변동은 건조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부식이 40%의 상대적 압축 공기 습
도에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응축수가 형성되지 않아도
부식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반면 SECOTEC 냉동식 드
라이어는 높은 축열 성능 덕분에 재료 친화적인 작동을 보
장합니다. 축열체가 충전되면 압력 노점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냉매 콤푸레셔와 팬 모터를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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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장비
냉동 회로

응축수 배출 장치

냉동 회로는 스크롤 압축기, 팬 장착 알루미늄 마이크로 채
널 응축기, 압력 모니터, 필터 드라이어, 온도 팽창 밸브,
SECOPACK LS 알루미늄 열 교환기 시스템 및 압력 변환
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축수 유입구 라인에 볼 밸브가 있는 ECO-DRAIN 31
Vario 전자식 응축수 드레인(차가운 표면 절연 포함)입니다.

SECOPACK LS

파우더 코팅 인클로저 손쉬운 전기 연결 및 효율적인 응축
기 세척을 위한 탈착식 패널입니다. 내부 주요 접근 지점 역
할을 하는 이동식 측면 패널입니다. 기계 장착

인클로저

알루미늄 블록 디자인으로 된 공기/공기 및 공기/냉매 열 교
환기로 상 변화 물질을 포함하는 통합 축열체 섹터, 응축수
분리기, 열 절연 및 온도 변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
부식 방지 재료로 만든 압축 공기 배관입니다. 외부 응축
수 호스 연결용 벌크헤드 및 후면 벽의 주전원 연결용 케이
블 부싱.

SIGMA CONTROL SMART
컬러 디스플레이, 언어 중립적 메뉴 탐색 장치, 노점 추세
표시기, P&I 다이어그램 및 현재 작동 데이터 및 메시지, 메
시지 메모리, 작동 시간 카운터 및 유지보수 타이머로 구성
된 전자식 컨트롤러입니다.

전기 장치
EN 60204-1 "기계류 안전" 준수 전기 장비 및 테스트. 제어
캐비닛 IP 54 보호됨.

플로팅 접점
작동 메시지: "고장" 및 "냉매 압축기 가동", 경고 메시지:
"유지보수/경고" 및 "고압 노점".

유량 계산

이상 작동 조건에 대한 보정 계수(유량(m³/min 단위) x k...)

드라이어 흡입구의 작동 압력 p
p bar(g)
kp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0.75

0.84

0.92

1.00

1.05

1.09

1.12

1.16

1.19

1.22

1.24

1.26

1.27

주변 온도 Ta

압축 공기 흡입구 온도 Ti
Ti(°C)
kTi

32

38

41

46

49

54

60

1.25

1.00

0.88

0.69

0.61

0.48

0.39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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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kTa

32

35

38

41

46

50

1.09

1.05

1.00

0.96

0.87

0.81

34.0m³/min 유량의 TF 340 냉동식 드라이어

작동 압력:

10 bar(g) (표 참조)

kp

= 1.12

특정 작동 조건에서의 최대 유량

압축 공기 흡입구 온도:

40 °C

(표 참조)

kTi

= 0.88

Vmax 작동 = VReferencex kpx kTix kTa

주변 온도:

32 °C

(표 참조)

kTa = 1.09

Vmax 작동 = 30.0m³/min x 1.12 x 0.88 x 1.09 = 32.23 m³/min

기술 사양
TE 시리즈

모델
유량

m³/min

TF 시리즈

TE 102

TE 122

TE 142

TF 174

TF 230

TF 280

TF 340

9.2

11.6

13.3

14.7

19.0

25.5

30.0

압력 손실, 냉동식 드라이어

bar

0.08

0.12

0.11

0.10

0.11

0.15

0.13

50% 용량에서 전력 소비

kW

0.80

1.03

1.11

1.17

1.58

1.94

2.15

100% 용량에서 전력 소비

kW

1.50

1.90

2.20

2.18

3.06

3.70

4.23

작동 압력

bar

3~16

주변 온도

°C

+3~+45

최고 압축 공기 유입구 온도

°C

+60

질량

kg

360

385

415

크기 W x D x H

220

mm

225

240

340

712 x 982 x 1612

압축 공기 연결부

835 x 1230 x 2000

G2

DN 65

응축수 드레인 연결부

DN 80

G¼

전력 공급

460V / 3Ph / 60Hz

냉매 중량 R-134a
CO2 등가물로서 냉매 중량 R-134a

kg

1.45

1.6

1.9

2.2

2.0

2.6

t

2.1

2.3

2.7

3.15

2.9

3.7

옵션
수냉식 냉매 드라이어

사용 불가능

선택 사항

조정 가능한 기계 마운트

선택 사항

선택 사항

다양한 주전원 전압에서 사용하기 위한
통합 변압기

선택 사항

선택 사항

+50°C까지의 주변 온도

선택 사항

선택 사항

압축 공기 연결부 왼쪽

사용 불가능

선택 사항

TF 173, 203, 251과 사용하기 위한 배관 키트(공
장에서 사전 설치됨)

사용 불가능

선택 사항

Modbus TCP 통신 모듈

선택 사항

선택 사항

특수 색상(RAL)

선택 사항

선택 사항

무실리콘 버전(VW 공장 표준 3.10.7)

선택 사항

선택 사항

ISO 7183, 옵션 A2의 기준 조건에서 성능 데이터: 참조 지점: 1bar(a), 20 °C, 0 % 상대 습도, 압력 노점 +3 °C, 작동 지점: 7bar 작동 압력, 압축 공기 흡입구 온도
38 °C, 100% 상대 습도, 냉각 공기 흡입구 온도 38 °C. 불소화 온실 가스 R-134a (GWP = 1.430) 포함.

TE 시리즈

TF 시리즈

2,000

1612

1230

982
712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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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무대로
KAESER KOMPRESSOREN은 세계 최대의 압축 공기
시스템 제공업체 겸 콤푸레셔 제조업체로서 전 세계에
광범위한 지사, 자회사 및 공인 파트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을 갖춘 KAESER KOMPRESSOREN에서는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와 엔지니어가 고객
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성능과 압축 공기 효율의 경계를 계
속 넓혀가는 진취적인 시스템 개념을 개발하여 고객의 경
쟁력 강화를 돕습니다. 또한, 산업을 선도하는 이 시스템 제
공업체의 수십 년에 걸친 지식과 전문성을 모든 고객이 각
각 KAESER 그룹의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캐져 콤푸레셔㈜ 한국지사
(17812)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22 (현곡지방산업단지내)
T : 031-681-6216~7 F : 031-681-6239 Service hotline : 82-31-682-6383~4
캐져 콤푸레셔㈜ 부산사무소
(46721)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130동 120호 (부산 티플렉스)
T : 051-796-2756 F : 051-796-2757 Service Hotline: 82-51-796-2756
international : www.kaeser.com e-mail : info.korea@kae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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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9KP 사양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

KAESER의 전세계 서비스 조직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결합
하여 모든 제품이 항상 최고 성능으로 작동하고 최대 가용
성이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