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파이렉스사코(주) 기술지원 및 서비스망

본사

공장 (SGS 중부 기술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30길 99 스팀피플하우스
T. 02-3489-3489 F. 02-525-57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27
T. 032-820-3000 F. 032-811-6215

지방영업소

지역대리점

인천영업소 (인천지역 AS센터)

한그린이엔에스(주) (서울지역 AS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60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한화비즈메트로 2차 705호

T. 032-820-3050 F. 032-814-3898

T. 02-2013-8890 F. 02-2013-8891

서부영업소 (경기 서부지역 AS센터)

한사코엔지니어링(주) (경기 남부지역 AS센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16 상도프라자 4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48번길 97 삼성테크노파크 704호

T. 031-366-0303 F. 031-366-1611

T. 031-212-4774 F. 031-212-2772

대산영업소

(주)동부이엔씨 (강원 . 경기 동부지역 AS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1로 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34 SK산업타운 711호

T. 041-681-8024 F. 041-681-8025

T. 02-588-4800 F. 02-588-4802

대구영업소 (대구 . 경북지역 AS센터)

맵스코리아(주) (대전 . 충남지역 AS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산업용재관 업무동 3층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36 드림빌딩 703호

T. 053-382-5755 F. 053-384-1137

T. 042-936-4342 F. 042-936-4344

전주영업소 (전북지역 AS센터 / SGS 호남 기술지원센터)

(주)이엠에스엔지니어링 (충북지역 AS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43-52 금종빌딩 501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0 거묵빌딩 507호

T. 063-226-1408 F. 063-226-1409

T. 043-268-8040 F. 043-268-8044

여수영업소 (여수 . 광양지역 AS센터)

한스텍이엔에스(주) (광주 . 전남지역 AS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42 진남빌딩 4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08 다혜빌딩 301호

T. 061-686-5755 F. 061-686-5756

T. 062-384-5755 F. 062-384-9596

울산영업소 (울산지역 AS센터 / SGS 영남 기술지원센터)

명진기업(주) (포항지역 AS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38 유찬빌딩 4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96-4

T. 052-258-5744 F. 052-258-5725

T. 054-293-9900 F. 054-293-9993

경남영업소 (경남지역 AS센터)

이-플러스엔지니어링 (부산 . 양산지역 AS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4 모아플라자 3층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 부산티플렉스 221동 104호, 204호

T. 055-332-5755 F. 055-332-3399

T. 051-327-2020 F. 051-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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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상업, 문화, 레저시설을 위한 가습

FlexLine
플렉스라인
SG 스팀 가습기

품질이 입증된 탄력적인 시스템

최적의 가습을 위한 최고의 방법
플렉스라인은 공급 수질 및 필요한 제어 정확도에 따라 전극식 또는 히터식으로 공급됩니다.

플렉스라인 모듈형 시스템
다양한 적용처 I 개별적인 환경설정 I 손쉬운 운전
높은 품질 및 에너지 효율성 I 환경 친화적이며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

다양한 탄력성을 지닌 플렉스라인 (FlexLine)
차세대 스팀 가습기인 하이그로매틱 플렉스라인은 모든 요구조건에 적합한
개별 가습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전도성을 위해 교체 가능한
스텐레스 강 재질의 면적이 넓은 전극

내부식성이 높은 합금 재질의
가열 코일

장점
공장 출하 시 개별 환경설정이 미리 되어있어 간편한 설치

항상 일정한 가습 성능

기능 보강을 위한 확장 옵션
필요한 기능만 선택 가능
이러한 탄력성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듈형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모든 사용처에 대한 맞춤형 제품
플렉스라인의 기본 모델은 다른 모든 구성 옵션의 기본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용처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확장 옵션을 제공합니다.

최적의 가습을 위해 하이그로매틱 플렉스라인을
설치하십시오. 가습량이 3 kg/h ~ 130 kg/h로
원하는 부하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장 또는 현장에서도 개별적으로 가습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습 솔루션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매니폴드 옵션

산업 및 상업, 문화, 레저 시설의 실내 환경 최적화
산업 및 공정용 공기 가습에 대한 자동 제어 및 안정화

경우에 따라 설치환경이 모두 달라, 각 가습 솔루션에는
특수한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플렉스라인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완벽한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HyCool (Integrated waste water cooling) 또는
SuperFlush (Cylinder flushing device)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모든 옵션들을
새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쇼핑 센터 및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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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박물관 및 갤러리

03

품질이 입증된 탄력적인 시스템

최적의 가습을 위한 최고의 방법
플렉스라인은 공급 수질 및 필요한 제어 정확도에 따라 전극식 또는 히터식으로 공급됩니다.

플렉스라인 모듈형 시스템
다양한 적용처 I 개별적인 환경설정 I 손쉬운 운전
높은 품질 및 에너지 효율성 I 환경 친화적이며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

다양한 탄력성을 지닌 플렉스라인 (FlexLine)
차세대 스팀 가습기인 하이그로매틱 플렉스라인은 모든 요구조건에 적합한
개별 가습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전도성을 위해 교체 가능한
스텐레스 강 재질의 면적이 넓은 전극

내부식성이 높은 합금 재질의
가열 코일

장점
공장 출하 시 개별 환경설정이 미리 되어있어 간편한 설치

항상 일정한 가습 성능

기능 보강을 위한 확장 옵션
필요한 기능만 선택 가능
이러한 탄력성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듈형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모든 사용처에 대한 맞춤형 제품
플렉스라인의 기본 모델은 다른 모든 구성 옵션의 기본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용처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확장 옵션을 제공합니다.

최적의 가습을 위해 하이그로매틱 플렉스라인을
설치하십시오. 가습량이 3 kg/h ~ 130 kg/h로
원하는 부하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장 또는 현장에서도 개별적으로 가습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습 솔루션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매니폴드 옵션

산업 및 상업, 문화, 레저 시설의 실내 환경 최적화
산업 및 공정용 공기 가습에 대한 자동 제어 및 안정화

경우에 따라 설치환경이 모두 달라, 각 가습 솔루션에는
특수한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플렉스라인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완벽한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HyCool (Integrated waste water cooling) 또는
SuperFlush (Cylinder flushing device)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모든 옵션들을
새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쇼핑 센터 및 백화점

02 FlexLine 플랙스라인 SG 스팀 가습기

자동차 산업

박물관 및 갤러리

03

최적화된 퍼포먼스로 가동 효율 향상

다양한 기능
강력하고 스마트하며 효율적인

하이그로매틱의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플렉스라인 역시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되었습니다.
본 제품에 필요한 정비 시간뿐만 아니라 부품들의 마모 역시 줄이는 기술이 특징적입니다.
플렉스라인은 에너지 및 자원과 관련하여 특히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조절 가능한 운전 부하 :
25 ~ 100% 까지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절 가능

간편한 운전

장시간 연속 운전 :

하이그로매틱 플렉스라인은 3.5” 정전용량식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스마트폰 로직과 같은 구조의 직관적인 메뉴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USB 를 통해
빠르고 간편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알기 쉬운 그림문자를 통한 운전 정보 제공
쉽고 빠른 탐색

실린더가 견고하게 제작되어, 고온 저항성과 치수 안정성이 있음

분리 가능한 실린더 구조로 개방이 쉬우며, 화학 약품 없이 세척 가능
뛰어난 내구성 :
모든 플렉스라인 캐비닛은 내부식성이 강한 스텐레스 강으로 제작됨
또한 하우징에는 분말 코팅이 되어 있어 높은 수명을 보장하며 최적의
안전 보호를 제공

시스템 정보에 대한 텍스트 메시지

스케일 제거를 위한 강력한 블로우다운 펌프 :
운전 수명 증가 및 정비 요구량 감소

시각 및 날짜가 포함된 서비스 메시지

전극식 스팀 발생기용 통합 보호 스위치로 높은 안전 표준 달성

통합적인 실시간 표시 기능

마모부품이 없는 전자식 비례 레벨 컨트롤이 가능한 가열식 스팀 발생기

스마트 컨트롤 - 강력하고 빠른 응답
플렉스라인의 향상된 제어 및 컨트롤 기술로 보다 간편하고 쉬운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포괄적인 서비스 기능
하이그로매틱 플렉스라인은 스마트한 서비스 기능과 운전 신뢰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새로운 수준의 안전성, 제어 및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여러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멀티 유닛 운전 관리를 통해 분배 및

장치를 켜지 않고 터치스크린으로 진단 모드 활성화 가능

설비 가동률 최적화를 제공하며 습도를 유지시킵니다.

선택이 용이한 서비스 메시지 : 스팀 발생량에 따른 서비스 간격 계산 및 설정

다양한 제어 및 리포트 기능을 최대 11개까지의 릴레이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롤 상태 메시지 : 장비 손상 및 운전 비용 증가 방지

자유로운 프로그램 설정이 가능하며 과부하 방지를 제공하는 디지털 입력

상세 메시지 : 에러에 대한 빠른 확인 및 해결 가능

통합 통신 프로토콜 : Modbus RTU 또는 BACnet

All in the Green Zone
견고하며
내구성 강한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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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스팀 실린더

길고 탄력적인
서비스 간격

높은 에너지
및 자원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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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가 견고하게 제작되어, 고온 저항성과 치수 안정성이 있음

분리 가능한 실린더 구조로 개방이 쉬우며, 화학 약품 없이 세척 가능
뛰어난 내구성 :
모든 플렉스라인 캐비닛은 내부식성이 강한 스텐레스 강으로 제작됨
또한 하우징에는 분말 코팅이 되어 있어 높은 수명을 보장하며 최적의
안전 보호를 제공

시스템 정보에 대한 텍스트 메시지

스케일 제거를 위한 강력한 블로우다운 펌프 :
운전 수명 증가 및 정비 요구량 감소

시각 및 날짜가 포함된 서비스 메시지

전극식 스팀 발생기용 통합 보호 스위치로 높은 안전 표준 달성

통합적인 실시간 표시 기능

마모부품이 없는 전자식 비례 레벨 컨트롤이 가능한 가열식 스팀 발생기

스마트 컨트롤 - 강력하고 빠른 응답
플렉스라인의 향상된 제어 및 컨트롤 기술로 보다 간편하고 쉬운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포괄적인 서비스 기능
하이그로매틱 플렉스라인은 스마트한 서비스 기능과 운전 신뢰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새로운 수준의 안전성, 제어 및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여러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멀티 유닛 운전 관리를 통해 분배 및

장치를 켜지 않고 터치스크린으로 진단 모드 활성화 가능

설비 가동률 최적화를 제공하며 습도를 유지시킵니다.

선택이 용이한 서비스 메시지 : 스팀 발생량에 따른 서비스 간격 계산 및 설정

다양한 제어 및 리포트 기능을 최대 11개까지의 릴레이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롤 상태 메시지 : 장비 손상 및 운전 비용 증가 방지

자유로운 프로그램 설정이 가능하며 과부하 방지를 제공하는 디지털 입력

상세 메시지 : 에러에 대한 빠른 확인 및 해결 가능

통합 통신 프로토콜 : Modbus RTU 또는 BACnet

All in the Green Zone
견고하며
내구성 강한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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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스팀 실린더

길고 탄력적인
서비스 간격

높은 에너지
및 자원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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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라인 전극식 기술자료
타입
가습 용량 [kg/h]

(장치를 함께 연결하면 가습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FLE05

FLE10

FLE15

FLE20

FLE25

FLE30

FLE40

FLE50

FLE65

FLE80

FLE100

FLE130

4.8 ~ 5.2

9.5 ~ 10.4

14.3 ~ 15.6

19.0 ~ 20.8

23.9 ~ 26.1

28.5 ~ 31.2

38.2 ~ 41.7

47.8 ~ 52.2

62.0 ~ 67.5

76.4 ~ 83.4

95.4 ~ 104.2

124.0 ~ 135.4

공급 전원

380 ~ 415V / 3 / 50 ~ 60Hz

최대 소비 전력 [kW]

3.6 ~ 3.9

7.1 ~ 7.8

10.7 ~ 11.7

14.3 ~ 15.6

17.9 ~ 19.5

21.4 ~ 23.4

28.6 ~ 31.3

35.9 ~ 39.2

46.3 ~ 50.6

2 x 28.6 ~ 31.3

2 x 35.9 ~ 39.2

2 x 46.3 ~ 50.6

5.4

10.8

16.3

21.7

27.2

32.5

43.5

54.5

70.4

2 x 43.5

2 x 54.5

2 x 70.4

3 x 10

3 x 16

3 x 20

3 x 25

3 x 32 (35)

3 x 40

3 x 50

3 x 63

3 x 80

6 x 50

6 x 63

6 x 80

정격 전류 [A]
퓨즈 용량 [A] **

220 ~ 240V / 1 / N / 50 ~ 60Hz

제어 시스템
스팀 호스 연결 구경 [mm]

크기 ***

380 ~ 415V / 3 / 50 ~ 60Hz

220 ~ 240V / 1 / N / 50 ~ 60Hz

1 x 25

1 x 40

1 x 40 with Y-piece

2 x 40

2 x 40 with Y-piece

4 x 40

높이 [mm]

535

695

750

785

750

785

폭 [mm]

540

540

580

640

1090

1170

깊이 [mm]

320

320

355

420

355

420

구경 3/4" 파이프 (1 ~ 10 bar)

급수 공급

구경 3/4" 파이프 (1 ~ 10 bar)

플렉스라인 히터식 기술자료
타입
가습 용량 [kg/h]

액세서리

FLH03

FLH06

FLH09

FLH15

FLH25

FLH30

FLH40

FLH50

FLH80

FLH100

2.7 ~ 3.3

5.5 ~ 6.5

8.2 ~ 9.8

13.7 ~ 16.4

22.7 ~ 27.1

27.4 ~ 32.7

36.5 ~ 43.5

45.5 ~ 54.3

73.0 ~ 87.0

91.0 ~ 108.6

220 ~ 240V / 1
N / 50 ~ 60Hz

공급 전원 *
정격 출력 [kW]
정격 전류 [A]
퓨즈 용량 [A] **

380 ~ 415V / 3 / 50 ~ 60Hz

2.1 ~ 2.4

4.1 ~ 4.9

6.2 ~ 7.3

10.3 ~ 12.3

17.1 ~ 20.3

20.6 ~ 24.5

27.3 ~ 32.6

34.1 ~ 40.7

2 x 27.3 ~ 32.6 2 x 34.1 ~ 40.7

9.4 ~ 10.2

10.7 ~ 11.7

16.0 ~ 17.5

15.6 ~ 17.1

25.9 ~ 28.3

31.3 ~ 34.1

41.5 ~ 45.4

51.8 ~ 56.6

2 x 41.5 ~ 45.4 2 x 51.8 ~ 56.6

1 x 16

3 x 16

3 x 20

3 x 20

3 x 32 (35)

3 x 35

3 x 50

3 x 63

제어 전압 [V]

220 ~ 240V / 1 / N / 50 ~ 60Hz

스팀 호스 연결 구경 [mm]

크기 ***

380 ~ 415V / 3 / 50 ~ 60Hz

1 x 25

3 x 50

2 x 40

4 x 40

높이 [mm]

535

695

785

785

폭 [mm]

540

540

640

1170

깊이 [mm]

320

320

420

420

급수 공급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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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탈염수 / 깨끗한 응축수 : 13mm 호스(1 ~ 10 bar) / 연수 / 수돗물 : 3/4” 외부 나사식(1 ~ 10 bar)

멀티형 - 스팀 매니폴드

6 x 63

220 ~ 240V / 1 / N / 50 ~ 60Hz
1 x 40

표준형 - 스팀 매니폴드

기술적인 사항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다른 형태의 공급 전원 사용 가능
완전 블로우 다운 후 1.1 배의 전력 소비
자동 회로 차단기의 작동 특성을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차단기 수준을 선택
폭과 깊이는 외부면 기준
높이는 드레인 노즐을 포함한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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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라인 전극식 기술자료
타입
가습 용량 [kg/h]

(장치를 함께 연결하면 가습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FLE05

FLE10

FLE15

FLE20

FLE25

FLE30

FLE40

FLE50

FLE65

FLE80

FLE100

FLE130

4.8 ~ 5.2

9.5 ~ 10.4

14.3 ~ 15.6

19.0 ~ 20.8

23.9 ~ 26.1

28.5 ~ 31.2

38.2 ~ 41.7

47.8 ~ 52.2

62.0 ~ 67.5

76.4 ~ 83.4

95.4 ~ 104.2

124.0 ~ 135.4

공급 전원

380 ~ 415V / 3 / 50 ~ 60Hz

최대 소비 전력 [kW]

3.6 ~ 3.9

7.1 ~ 7.8

10.7 ~ 11.7

14.3 ~ 15.6

17.9 ~ 19.5

21.4 ~ 23.4

28.6 ~ 31.3

35.9 ~ 39.2

46.3 ~ 50.6

2 x 28.6 ~ 31.3

2 x 35.9 ~ 39.2

2 x 46.3 ~ 50.6

5.4

10.8

16.3

21.7

27.2

32.5

43.5

54.5

70.4

2 x 43.5

2 x 54.5

2 x 70.4

3 x 10

3 x 16

3 x 20

3 x 25

3 x 32 (35)

3 x 40

3 x 50

3 x 63

3 x 80

6 x 50

6 x 63

6 x 80

정격 전류 [A]
퓨즈 용량 [A] **

220 ~ 240V / 1 / N / 50 ~ 60Hz

제어 시스템
스팀 호스 연결 구경 [mm]

크기 ***

380 ~ 415V / 3 / 50 ~ 60Hz

220 ~ 240V / 1 / N / 50 ~ 60Hz

1 x 25

1 x 40

1 x 40 with Y-piece

2 x 40

2 x 40 with Y-piece

4 x 40

높이 [mm]

535

695

750

785

750

785

폭 [mm]

540

540

580

640

1090

1170

깊이 [mm]

320

320

355

420

355

420

구경 3/4" 파이프 (1 ~ 10 bar)

급수 공급

구경 3/4" 파이프 (1 ~ 10 bar)

플렉스라인 히터식 기술자료
타입
가습 용량 [kg/h]

액세서리

FLH03

FLH06

FLH09

FLH15

FLH25

FLH30

FLH40

FLH50

FLH80

FLH100

2.7 ~ 3.3

5.5 ~ 6.5

8.2 ~ 9.8

13.7 ~ 16.4

22.7 ~ 27.1

27.4 ~ 32.7

36.5 ~ 43.5

45.5 ~ 54.3

73.0 ~ 87.0

91.0 ~ 108.6

220 ~ 240V / 1
N / 50 ~ 60Hz

공급 전원 *
정격 출력 [kW]
정격 전류 [A]
퓨즈 용량 [A] **

380 ~ 415V / 3 / 50 ~ 60Hz

2.1 ~ 2.4

4.1 ~ 4.9

6.2 ~ 7.3

10.3 ~ 12.3

17.1 ~ 20.3

20.6 ~ 24.5

27.3 ~ 32.6

34.1 ~ 40.7

2 x 27.3 ~ 32.6 2 x 34.1 ~ 40.7

9.4 ~ 10.2

10.7 ~ 11.7

16.0 ~ 17.5

15.6 ~ 17.1

25.9 ~ 28.3

31.3 ~ 34.1

41.5 ~ 45.4

51.8 ~ 56.6

2 x 41.5 ~ 45.4 2 x 51.8 ~ 56.6

1 x 16

3 x 16

3 x 20

3 x 20

3 x 32 (35)

3 x 35

3 x 50

3 x 63

제어 전압 [V]

220 ~ 240V / 1 / N / 50 ~ 60Hz

스팀 호스 연결 구경 [mm]

크기 ***

380 ~ 415V / 3 / 50 ~ 60Hz

1 x 25

3 x 50

2 x 40

4 x 40

높이 [mm]

535

695

785

785

폭 [mm]

540

540

640

1170

깊이 [mm]

320

320

420

420

급수 공급 구경

06 FlexLine 플랙스라인 SG 스팀 가습기

완전 탈염수 / 깨끗한 응축수 : 13mm 호스(1 ~ 10 bar) / 연수 / 수돗물 : 3/4” 외부 나사식(1 ~ 10 bar)

멀티형 - 스팀 매니폴드

6 x 63

220 ~ 240V / 1 / N / 50 ~ 60Hz
1 x 40

표준형 - 스팀 매니폴드

기술적인 사항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다른 형태의 공급 전원 사용 가능
완전 블로우 다운 후 1.1 배의 전력 소비
자동 회로 차단기의 작동 특성을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차단기 수준을 선택
폭과 깊이는 외부면 기준
높이는 드레인 노즐을 포함한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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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파이렉스사코(주) 기술지원 및 서비스망

본사

공장 (SGS 중부 기술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30길 99 스팀피플하우스
T. 02-3489-3489 F. 02-525-57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27
T. 032-820-3000 F. 032-811-6215

지방영업소

지역대리점

인천영업소 (인천지역 AS센터)

한그린이엔에스(주) (서울지역 AS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60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한화비즈메트로 2차 705호

T. 032-820-3050 F. 032-814-3898

T. 02-2013-8890 F. 02-2013-8891

서부영업소 (경기 서부지역 AS센터)

한사코엔지니어링(주) (경기 남부지역 AS센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16 상도프라자 4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48번길 97 삼성테크노파크 704호

T. 031-366-0303 F. 031-366-1611

T. 031-212-4774 F. 031-212-2772

대산영업소

(주)동부이엔씨 (강원 . 경기 동부지역 AS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1로 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34 SK산업타운 711호

T. 041-681-8024 F. 041-681-8025

T. 02-588-4800 F. 02-588-4802

대구영업소 (대구 . 경북지역 AS센터)

맵스코리아(주) (대전 . 충남지역 AS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산업용재관 업무동 3층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36 드림빌딩 703호

T. 053-382-5755 F. 053-384-1137

T. 042-936-4342 F. 042-936-4344

전주영업소 (전북지역 AS센터 / SGS 호남 기술지원센터)

(주)이엠에스엔지니어링 (충북지역 AS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43-52 금종빌딩 501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0 거묵빌딩 507호

T. 063-226-1408 F. 063-226-1409

T. 043-268-8040 F. 043-268-8044

여수영업소 (여수 . 광양지역 AS센터)

한스텍이엔에스(주) (광주 . 전남지역 AS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42 진남빌딩 4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08 다혜빌딩 301호

T. 061-686-5755 F. 061-686-5756

T. 062-384-5755 F. 062-384-9596

울산영업소 (울산지역 AS센터 / SGS 영남 기술지원센터)

명진기업(주) (포항지역 AS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38 유찬빌딩 4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96-4

T. 052-258-5744 F. 052-258-5725

T. 054-293-9900 F. 054-293-9993

경남영업소 (경남지역 AS센터)

이-플러스엔지니어링 (부산 . 양산지역 AS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4 모아플라자 3층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 부산티플렉스 221동 104호, 204호

T. 055-332-5755 F. 055-332-3399

T. 051-327-2020 F. 051-327-2021

www.spiraxsarco.com/global/kr
한국스파이렉스사코(주)는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ISO 9001(품질경영)/14001(환경경영)/OHSAS 18001(안전보건) 인증 및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ISO 50001(에너지경영)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품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사전 통보없이 규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유효본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KP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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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상업, 문화, 레저시설을 위한 가습

FlexLine
플렉스라인
SG 스팀 가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