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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HYDROMAT WATER EVAPORATOR Model 85E

폐수 속 는 물입니다97% .

의 채택은 위탁 폐수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립니다EVA 85E .

 22 Liter / Hr
 Electric Heat
 320 Liter Capacity

특성 및 장점특성 및 장점특성 및 장점특성 및 장점 사양사양사양사양
고강도 탱크 설계 강철 또는 스텐( 316L)
전원 삼220V 3
수위 및 온도 센서에 의한 자동 ON/OFF 운전
간단한 조작법 ON/OFF
내부 청소를 위한 간단한 분해 구조
안전한 방열 설계에 의한 탱크 구조
다양한 오일 분리 위어 및 스키머 장치
강력한 배기장치
외부 우레탄 코팅 마감
세정이 용이한 조작높이 설계 커버 높이( 914mm)
간간한 설치 배기 후드와 전원 연결로 설치완료( )
스텐다스 일반부품 사용
선택사양 자흡식 공급펌프: 265 /min
선택사양 자동 입수장치:

최대증발량 수동배치운전22 /hr :
자동공급운전15 /hr :

탱크 용량 리터322
탱크 구조 12 Gauge Tank w/ 1" Insulation;

16 Gauge Painted Exterior
탱크 높이 914mm
가열 장치 Elevated, Electric Heating

System, 11.4 KW
크기 1042 L x 585 W x 1169 H mm
전원 상240V 3 / 68A

상 옵션480V 3 / 34A ( )
배출구 드레인 배관Funnel Floor; 2"

배기구6" Vent
무게 204 kg

미스트 및 냄새 제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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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증발기KH Model 125E

 37 53 / Hrℓ

 전기히터 방식전기히터 방식전기히터 방식전기히터 방식
 473 ℓ 용량용량용량용량

특성 및 장점특성 및 장점특성 및 장점특성 및 장점 사양사양사양사양
고강도 탱크 설계 강철 또는 스텐( 316L)
전원 삼220V 3
수위 및 온도 센서에 의한 자동 ON/OFF 운전
간단한 조작법 ON/OFF
내부 청소를 위한 간단한 분해 구조
안전한 방열 설계에 의한 탱크 구조
다양한 오일 분리 위어 및 스키머 장치
강력한 배기장치
외부 우레탄 코팅 마감
세정이 용이한 조작높이 설계 커버 높이( 914mm)
간간한 설치 배기 후드와 전원 연결로 설치완료( )
스텐다스 일반부품 사용
선택사양 자흡식 공급펌프: 265 /min
선택사양 자동 입수장치:

최대증발량 수동배치운전53 / hr :
자동공급운전37 / hr :

탱크 용량 리터473
탱크 구조 12 Gauge Tank w/ 1" Insulation;

16 Gauge Painted Exterior
탱크 높이 914mm
가열 장치 Elevated, Electric Heating

System, 27 KW
크기 965 L x 889 W x 1371 H mm
전원 상240V 3 / 68A

상 옵션480V 3 / 34A ( )
배출구 드레인 배관Funnel Floor; 2"
무게 272 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