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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은 혁명

Fume
Extraction
System
납연기 정화 시스템 - 에르큐
●

납연기 정화

●

극초미세먼지 정화

●

화학가스 정화

●

작업장분진 정화

환경, 미래, 고객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 청파

Fume Extractor

정화기 특장점
전자 회로의 개발, 생산, 수리 및 실험실습 등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쇄회로기판(PCB)의
납땜시 발생하는 납연기 및 각종 유해물질을 정화시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극초미세먼지(PM1.0) 이하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분진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가스를 정화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듭니다.

BLDC

4개의 흡입구를 통해
4개의 작업영역에서
동시에 작업가능

BLDC 모터
채용을 통한 강력한
흡입력과 저소음 구현

인두 사용 감지를 통한
자동 동작 기능

AUTO
VALVE

신뢰성 높은 SERVO 모터
밸브의 채택으로
탁월한 제어 성능

Auto
Manual

고해상도 터치
LCD 컨트롤

LCD 리모트 컨트롤러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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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움 필터 및 7Layer
복합 필터 시스템으로
정화능력 극대화

사용시간 및
Filter 오염도에 따라
필터 교환 알림

자유로운 흡입 세기조절
3 (4)단계 / 1~10단
미세조절 가능

플렉시블 흡입호스 적용으로
유해 물질 발생 영역에
근접하여 효과적인
제거 가능

전기/전자회로 제작 및
테스트시 필수요소인 기본
전원회로 포함 (CPEFXS403 적용시)

테이블 내부 매립형으로
외부 노출이 최소화된
심플한 디자인 (전용
테이블 선택시)

Fume Extractor

납연기 정화기(CPE-FX40) 규격
Accessories | 부속품

| 사양
Fume 흡입구

4-port

미디움필터: 1ea

Blower type

BLDC모터

복합필터: 1ea

흡입구 밸브

4-Port Servo motor control valve

흄흡입 플렉시블 호스세트(프리필터 포함): 1ea

최대 풍량

270m /h

흄흡입 실리콘 튜브 호스 세트(tool용): 1ea

최대 풍압

3-Step mode 5.3kPa / 4-Step mode 6.5kPa

전원케이블(3m): 1ea

3

<54dB

사용설명서: 1ea

4.3" 480x272 TFT Color touch graphic LCD

풋스위치(Optional)

작동전압

AC 110~240V 50/60Hz

흄흡입 연장호스 세트(Optional)

소비전력

Max.500W

연장용 호스 커넥터 고정 세트(Optional)

필터등급(EN779): Medium dust M5
평균효율(0.4㎛ particles): ≥40%
H13 HEPA 필터: 포집효율 99.97%(0.3㎛)
활성탄 필터: 3Φ/ 2,000g
Max. 2200Hr(* 작업 오염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Touch LCD형 리모트 컨트롤러(Optional)

소음
디스플레이

미디움필터
필터
복합필터
필터사용시간
본체크기(WxDxH)
무게

흄흡입 전용 인두받침대(Optional)
* 다양한 사용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부속품을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625x346x680mm
약 30kg

Fume Extractor

Fume Extraction 테이블 (별매품)
CPE-FXS401

※ 하기 이미지는 Fume Extractor가 장착된 이미지임.

CPE-FXS402

CPE-FXS403

●

납연기 정화기 내부 매립형

●

납연기 정화기 내부 매립형

●

납연기 정화기 내부 매립형

●

플렉시블한 연기흡입기 채택 (4구)

●

플렉시블한 연기흡입기 채택 (4구)

●

플렉시블한 연기흡입기 채택 (4구)

●

상부 매립형 콘센트 사용

●

상부 매립형 콘센트 사용

●

확장형 2구 콘센트 2개소 내장

●

테이블 크기:1600(W)x750(D)x820(H)mm

●

●

전기전자회로 실험용 AC/DC 전원공급기 내장

●

테이블 크기:1600(W)x750(D)x820(H)mm (렉 제외)

●

LED 전등 및 선반 렉 내장
테이블 크기 :1600(W)x750(D)x820(H)mm (렉 제외)

제조사 : (주)청파이엠티
경기도 부천시 정주로 91(약대동)
TEL : 070-8675-7000(대)
FAX : 02-2108-5988
※ 본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양 및 외형이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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