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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폭 드럼 히터

OMEGALUX® 실리콘 고무 드럼 히터는 
와트 밀도가 낮은 전기 저항 히터로 
전면이 덮인 형태입니다. 이 제품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동결 방지, 점도 
제어, 고체 용해, 1등급, 2부 영역의 
높은 온도에서 재료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OMEGALUX® SEPDH 드럼 히터는 
내장/고제한 열 컷아웃 보호 기능이 
있어, 주 온도 제어장치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히터 피복 온도를 가열 물질이나 그 
영역에 있는 물질의 최소 안전 자동 점화 
온도 아래로 유지합니다. OMEGALUX® 
SEPDH 드럼 히터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화학 유체 및 오일과 호환됩니다. 
다른 드럼 히터 대부분과는 달리, SEPDH
는 가는 선 설계로 되어 있어 드럼과 
받침대 사이에 잘 맞습니다.

고제한  

써모스탯 온도

 T4A 70°C (158°F)
 T3 145°C (292°F)

경고와 주의!
제품을 올바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적격한 직원이 
설치하거나 이용하면 화재와 감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주의 사항을 확인하려면 내부의 뒷면 
표지를 참고하세요.

사 양
크기: 30 및 55갤런 
전력량: 1000 W (30 갤런) 1300 W 
(55 갤런) 
전력: 120 및 240 V
절연 내력: 2000V 초과
두께: 4.8 mm (3/16")
너비: 203 mm (8") 
닫힘: 신축성 스프링 2개

* 위의 표에 있는 “고제한 써모스탯 온도” 정격을 삽입하세요. 2부 영역에서 드럼 히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최대 
허용 피복 온도 (“T” 정격)을 지정해야 합니다. “C”는 조정 가능한 온도 제어 조립체가 있고 온도 범위가  
4 – 163°C (25 – 325°F)인 히터를 명시합니다.

** NEC 조항 501은 히터에 계속 동력을 공급할 때 히터의 최대 피복 온도가 주변 대기 자동 점화 온도의 80%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동 점화 온도: 가열 소자나 가열된 소자의 고체, 액체, 기체의 자체 유지적 연소를 독립적으로 시작하거나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 온도 (NFPA 325M, 가연성 액체, 가스, 휘발성 고체의 화재 위험 특성 참고)

주문 예: SEPDH-C-1300-120-T3, T3 정격이 145°C (292°F)인 55갤런, 120 V 드럼 히터.

U 공장 상호 유해 지역 승인

U 1등급, 2부, B, C, D집단; 2
등급, 2부, F, G집단

U 본질적으로 안전함

U  한계가 높은 통합 내장 열 
컷아웃이 과열을 방지합니다

U  평방 인치 당 최대 21/2  와트 

SEPDH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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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기
 모델 번호

 55 갤런 볼트

 SEPDH-C-1300-120-* 120
 SEPDH-C-1300-240-* 240
30 갤런

 SEPDH-C-1000-120-* 120
 SEPDH-C-1000-240-* 240

SEPDH-C-1300-120-T4A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