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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송풍기

DENCHOKU

팬 / 송풍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문 제작됨**

<마스터 장치>

<원격 장치>

당사의 컴팩트한 범용 전동 송풍기는 독점적인 모터(최대 3.7kW)를 

사용합니다.

귀하의 요구에 맞는 특별 주문 제품은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V-벨트 구동 유형에 비해 바닥 면적이 약 50% 절약됩니다. 본 

제품은 또한 필요한 소모품과 액세서리가 몇 개에 불과하며 벨트 

장력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은 대형 산업 기계와 플랜트 장비에 주로 

사용됩니다. 내식 및 내열 사양을 포함한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제공됩니다.

기계 툴 등에서 발생하는 수용성 미스트와 오일 미스트를 

수거합니다. 본 제품은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포트폴리오가 제공됩니다.

본 제품은 공장 및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더스트를 수거합니다. 국소 

집진에서부터 대형 집진 플랜트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장비는 송풍기, 펌프, 회전자 등에 대한 간소화된 

24시간 기계 모니터링과 이상 알림을 지원합니다.

본 제품은 안락한 공장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최대 29m까지 

계속해서 안정적인 공기 흐름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용도(냉각, 건조, 공기 순환)에 적합한 휴대형 

팬입니다.



기계 내부에서 공기를 

순환하여 불균일성 제거
작은 구멍을 통해 공기를 보내 

무거운 물체를 가볍게 이동

순환

인쇄된 면의 잉크를 

건조시킴

건조

뜨거운 공기를 보냄

송풍

미스트 공기 흐름

더스트

제품에 물방울 분출

분출

플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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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안전 표준
(특별 주문에 의거 취급)

유럽 CE 표시
● 유럽 CE 표시(EN60034-1:2010)

미국 UL 표준/캐나다 CSA 표준
● 미국 UL 표준(UL 1004-1: 2008 R8.10)
● 캐나다 CSA 표준
(CAN/CSA-C22.2
No. 100-04 + GI1 + GI2 (R2009))

상부 러너 표준
● 일본(JIS C 4034-30) IE3

(중국: 인증 라벨) (대한민국: 인증 라벨)

• 특별 주문 제품: 최대 600mm까지 샤프트 끝 길이 변경, 샤프트 재질 등 변경 가능 • Showa는 중국 GB2 등급(IE3)과 
 대한민국(IE3) 인증을 받았습니다.

■ UL 표준/CE 표시 인증 표

출력(kW)

UL 표준/CE 마크 호환 전압/주파수

대한민국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링 시스템
(특별 주문)
● 대한민국(KS C 4202)
380V 60Hz, 220V 60Hz
IE2

중국 고효율 규정
(특별 주문)
● 중국(GB 18613-2012)
380V 50Hz
GB2 등급 (IE3)

V 200 220 230 380 400 440 460

50Hz

60Hz

0.4 0.75 1.0 1.5 2.2 3.7

고효율 규정
(0.75~3.7kW)

해외 영업부

1-25 Shinden Kita-machi, Daito-city, Osaka, Japan 574-0052

Tel: +81-72-871-1511 Fax +81-72-870-7243

E-mail: web-info@showadenki.co.jp

SHOWA DENKI CO., LTD.

No1/46 Soi2 Grande De Ville, Soi Supapong 1 (Soi Srinakarin 42),

SriNakarin Road Nongbon, Pravet Bangkok, Thailand 10250

Tel: +66(2330)8798 Fax: +66(2330)8799

E-mail: wannapha@showadenki.co.jp

(일본어, 태국어, 영어)

SHOWA DENKI (THAILAND) CO.,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