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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inner grooved 동관을 사용하여 전열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 케이스는 알루미늄 판에 도장을 하여 제품이 가볍고 미려합니다

• 제상방식 : A = 자연제상, E = 전기제상

• 인체 및 식품에 무해한 도료를 사용하여 파우더 코팅을 하였으며  

 HACCP 기준에 적합합니다.

• 전원사양 : MOTOR = 1Ph 220V,     

HEATER = 1Ph 220V / 3Ph 380V 

• High efficient inner grooved copper tube (DIA. 3/8").

• Powder painted aluminum case.

• Defrost type : A = air defrost, E = electric defrost

• Adapted HACCP standard by NSF approved   

painting for powder coating.

• Power input : MOTOR = 1Ph 220V,   

HEATER = 1Ph 220V / 3Ph 380V 

CMS-Type 

제품 표기법 MODEL NOMENC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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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TECHNICAL DATA

●제품 외형도 및 치수 Dimension Drawing (우배관) 제상히터 좌측삽입.

•모터 전원은 1PH 220V 60Hz입니다.

•염분이 많은 지역과 암모니아 가스 발생지역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요.

•모든 사양은 제품 개발로 인하여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음.

•Electric application for fan motor is 1PH 220V 60Hz

•Areas should be avoided corrosive vapors or imflammability materials as polluted air.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 notice for improvement

정상적인 사용영역(이외의 영역에서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문의를 하십시요).
◆상기의 홴 & 모터 운전 전류는 1PH 220V 60Hz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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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ype

• 사용동관 : 3/8" inner grooved 동관 사용.   

• 케이스는 알루미늄 엠보싱판 사용. 

• 제상히타는 U-HEATER 사용

• 제상시 과열방지를 위한 온도 스위치 부착.   

(제상히타 사용 품목) 

• 내부 배선은 특수하게 설계된 단자대를 설치하여 연결되어있으며 

외부 연결 배선을 손쉽게 연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소형 창고에 적합 하며 높이가 낮고 중량이 가벼워 취급이 쉽고 

창고의 사용면적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전원은 1Ø 220V 60Hz입니다. 

• 일체형 휀 모타를 적용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

• Inner grooved copper tube (DIA. 3/8").

• Aluminum embossed case.

• defrost U-heater.

• Temperature switch to prevent over-heat   

(For product with defrost heater).

• Electric wire is connected by specially designed 

terminal plate & easy to access.

• Suitable for small cold room easy to handle   

as low-profile & light weight design and   

this makes maximized availability of space.

• Voltage : 1Ø 220V 60Hz.

• Adapted HACCP standard by NSF approved painting 

for powder coating.

산업용 유니트 쿨러 (Industrial Unit Cooler)

제품 표기법 MODEL NOMENC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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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전원은 1PH 220V 60Hz입니다.

•도달거리는 풍속 0.25m/s 기준입니다.

•염분이 많은 지역과 암모니아 가스 발생지역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요.

•모든 사양은 제품 개발로 인하여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음.

•Electric application for fan motor is 1PH 220V 60Hz

•Air throw is determined the air velocity 0.25m/s

•Areas should be avoided corrosive vapors or imflammability materials as polluted air.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 notice for improvement

●제품사양(SPECIFICATIONS)

●제품 외형도 및 치수 Dimension Drawing (우배관) 제상히터 좌측삽입.

정상적인 사용영역(이외의 영역에서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문의를 하십시요).
◆상기의 홴 & 모터 운전 전류는 1PH 220V 60Hz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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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pe

• 염분이 많은 지역과 암모니아 가스 발생지역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요.

• 모든 사양은 제품 개발로 인하여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Areas should be avoided corrosive vapors or imflammability materials as polluted air.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or improvement.

정상적인 사용영역(이외의 영역에서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문의를 하십시요).

• 3/8" inner grooved 동관을 사용하여 전열효과를 증대 하였습니다.

• 케이스는 알루미늄 판에 도장을 하여 제품이 가볍고 미려합니다.

• 열교환기에는 제상히터가 삽입되어 있고 홴과 홴가이드의 제상을 

위한 히터와 제상수의 동결 방지용 드레인 히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제상시 과열방지를 위한 온도 스위치 부착.

• 내부 배선은 특수하게 설계된 단자대를 설치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 연결 배선을 손쉽게 연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중,소형 창고용.

• 인체 및 식품에 무해한 도료를 사용하여 파우더 코팅을 하였으며

   HACCP 기준에 적합합니다.

• DUNLI 일체형 휀 모타를 적용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

• 디자인 등록 (디자인 등록번호 : 30-0908954)

●제품사양 SPECIFICATIONS 

- Air throw is determined the air velocity 0.25m/s        ★ : fan motor 전원사양 3Ph 380V 가능 (option)        ☆ : fan motor 전원사양 3Ph 220V/380V 
- S020 ~ 075 홴 & 모터 운전 전류는 1PH 220V 60Hz / S100 ~ S200 홴 & 모터 운전 전류는 3PH 380V 60Hz 기준입니다.

산업용 유니트 쿨러 (Industrial Unit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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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외형도 및 치수 Dimension Drawing (우배관) 제상히터 우측삽입.

Figure A. S020, S030, S040

Figure B. S050, S075, S100, S120

Figure C. S150, 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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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ype 전기제상 ELECTRIC DEFROST 팬모터채용

• 1/2" inner grooved 동관을 사용하여 전열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 제상방식 : 전기제상 (U-히타)
• 휀가이드 베인을 사용하여 소음 및 송풍도달거리를 향상시켰습니다.
• 이중 드레인판을 사용하여 드레인판넬 외부에 형성되는 응축수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 ZIEHL-ABEGG 일체형 휀 모타를 적용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 디자인 등록 (디자인 등록번호 : 30-0794194)

• Increased efficiency of heat exchange by adopting 
inner grooved copper tube.

• Electric defrost (U-heater)
• Increased air throw by FAN GUIDE VANE.
• Applied Double drain pan.
• Electric wire is connected by specially designed 

terminal plate & easy to access.
• Applied ZIEHL-ABEGG outrotor.

●제품사양 SPECIFICATIONS 

산업용 유니트 쿨러 (Industrial Unit Cooler)

정상적인 사용영역(이외의 영역에서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문의를 하십시요).
◆상기의 홴 & 모터 운전 전류는 3PH 380V 60Hz 기준입니다.
★Air Throw Expander 부착시 도달거리 기준입니다. (option 사양)

•도달거리는 풍속 0.50m/s 기준입니다.

•모터 전원은 3PH 220V/380V 60Hz입니다.

•염분이 많은 지역과 암모니아 가스 발생지역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요.

•모든 사양은 제품 개발로 인하여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음. 

•Air throw is determined the air velocity 0.50m/s

•Electrical application for fan motor is 3PH 220V/380V 60Hz.

•Areas should be avoided corrosive vapors or imflammability materials as polluted air.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 notice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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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외형도 및 치수 Dimension Drawing (우배관) 제상히터 우측삽입.  

•모터 전원은 3PH 220V/380V 60Hz입니다.

•염분이 많은 지역과 암모니아 가스 발생지역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요.

•모든 사양은 제품 개발로 인하여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음. 

•Electrical application for fan motor is 3PH 220V/380V 60Hz.

•Areas should be avoided corrosive vapors or imflammability materials as polluted air.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 notice for improvement.

Figure A.

Figure B.

Figure C.

제품치수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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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유니트 쿨러 (Industrial Unit Cooler)

●제품사양 SPECIFICATIONS 

정상적인 사용영역(이외의 영역에서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문의를 하십시요).        ※Air throw is determined the air velocity 0.25m/s
◆상기의 홴 & 모터 운전 전류는 3PH 380V 60Hz 기준입니다.

• 5/8" 동관을 사용하였습니다.

• 제상방식 : 전기 제상

• ZIEHL-ABEGG 일체형 휀 모타를 적용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5/8" Copper tube

• Electric defrost

• Applied ZIEHL-ABEGG outrotor.

BF-Type 팬모터채용

•모터 전원은 3PH 220V/380V 60Hz입니다.  

•모든 사양의 정압은 20mmAq임.

•염분이 많은 지역과 암모니아 가스 발생지역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요.

•모든 사양은 제품 개발로 인하여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음. 

•Electrical application for fan motor is 3PH 220V/380V 60Hz.  

•Products are designed at 20mmAq static pressure.

•Areas should be avoided corrosive vapors or imflammability materials as polluted air.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 notice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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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외형도 및 치수 Dimension Drawing (전면 좌배관) 제상히터 좌측삽입.  

Figure A. BF112EL, BF151EL, BF095EF, BF129EF

Figure B. BF230EL, BF308EL, BF198EF, BF266EF



60 I 경동산업주식회사

Figure C. BF350EL, BF467EL, BF302EF,BF404EF

Figure D. BF626EL, BF542EF

산업용 유니트 쿨러 (Industrial Unit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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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이 많은 지역과 암모니아 가스 발생지역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요.

•모든 사양은 제품 개발로 인하여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음. 

•Areas should be avoided corrosive vapors or imflammability materials as polluted air.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or improvement.

I, IB-Type

●제품사양 SPECIFICATIONS 

• 5/16" Inner grooved 동관.

• 알루미늄 Fin.

• 케이싱 아연도금 강판.

• 동관 피치 25mm×21.65mm.

• 5/16" Inner grooved copper tube.

• Aluminum fin. 

• Galvanized steel casing.

• Pipe pitch 25mm×21.65mm.

소형 콘덴서 코일  (Small Condenser Co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