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적외선 히터
[사용설명서/설치설명서]

사용설명서를 읽으신 후 항상 제품 가까이 보관 하세요.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에 대한 유익한 내용들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을 고장없이 오래 사용하시려면 사용설명서를 꼭 읽어 주세요.
∙설명서 뒷면 품질보증서 작성하여 보관하세요.

안전을 위해 사전에 읽어 주세요.
적용모델 : 15K,25K,35K

(주)규원테크

원적외선 히터 제품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유지를 위해 본 사용설명서를 잘 숙지하시고 보관하시어 고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본 제품 사용 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발생했
을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1. 본 사용설명서는 사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위험’, ‘경고’, ‘주의’로 표기 하였습니다.
2. 본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망, 심각한 상해 및 대규모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끝까지 읽고, 숙지한 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오.
4. 사용을 잘못 했을 경우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주의사항을 그림 표시로 알기 쉽게 나타냈습니다. 아래의 표시와 그 내용을 잘 읽고 올바
르게 사용해 주세요.

구조 및 명칭

<15K>

<25K,35K>
- 모델 : 15K,25K,35K
- 위 구조는 제품의 성능 향상 및 구조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 배선도

안전장치
▶ 정전 시 안전장치
연료를 아래로 낙하시키는 드랍슈트 방식을 적용하여 정전시에도 역화우려가 없습니다.

▶ 전원 회복시 안전장치(정전복귀)
전원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원적외선 히터는 연소실 내부의 상태를 확인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 역화 방지 장치
역화 방지 장치(드랍슈트)가 부착되어 더욱 안전 합니다.
역화센서에 의해 연료공급부의 온도가 95℃이상 상승하면 연료공급을 안전 중단 시켜 과열을
방지합니다.

▶ 불착화 차단장치(CDS 감지)
점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펠릿공급을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장치입니다.

▶ 과열방지장치
원적외선 히터가 과열되면 연료공급을 차단하여 과열을 방지합니다.

▶ 점화히터 동작감지 장치 (E02)
점화히터의 동작을 감지하여 문제 발생 시 안전차단 기능이 작동하여 안전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연료공급 모터 과전류 안전 장치 (E06)
연료공급 모터에 이물질이나 연료가 막혀서 스크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여 모터가 멈출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연료공급모터의 작동을 차단합니다.

사용방법
▲ 콘트롤러 각 부분의 명칭 및 조작 방법 (UK-104MTH)

▲ SPEC
항

목

정격입력전압
허용전압
연료(펠릿공급)
IG(히터)
송풍기
대류팬
잔재
연료(정,역)
청소
에러

사

양

AC 220V 단상50/60Hz
전격전압의 +10% 〜 -15%
250 VA 이내
600 W 이내
250 VA 이내
250 VA 이내
250 VA 이내
250 VA 이내 (Logic option-특별주문시)
100 VA 이내
100 VA 이내

- 사용주의 온도 : -20℃~ 60(단 동결되지 않아야 한다.)
- 사용 습도 범위 : 45%~90%(단 결로가 없어야 한다)
- 최대 소비 전력 : Max 13.2w, AC 60mmA
- 컨트롤 내부 릴레이 점점 용량 : AC250V 16A

사용 방법

명칭
전원
선택

심볼

기능설명
*전원 OFF시 POST PURGE 15분 동작
*POST PURGE 15분 동작 중 ON 할 경우 배기온도 확
인 후 초기점화 또는 정상가동
*LED에 표시 값 선택시 사용
*설정 값 선택시 사용

올림

*기능 선택 및 설정 시 올림 버튼

내림

*기능 선택 및 설정 시 내림 버튼

공급

*연료 강제 공급 버튼

LED

*실내 온도 및 설정온도를 표시

점검

*안전차단시 점등

버너

*배풍팬 가동중 점등

점화
연료

*점화히터 가동중 점등
*POST PURGE 가동중 점멸
*연료 공급중 점등
*정상 연소시 점멸(화염인식)

역화

*역화 에러시 점등

난방

*대류팬 작동시 점등

잔재

*화격자 자동청소 장치 작동시 점등

청소

*연관 자동청소 장치 작동시 점등

※ 에러발생시 자세한 조치 내용은 에러코드 및 조치 방법을 참조 하십시오.

사용방법
▲ 원적외선 히터 켜고 끄기

- 전원 버튼을 누르면 S1 점등되며 LED에 현제 온도가 표시됩니다.
- 전원버튼을 다시 누르면 S1 소등 되며 POST-PURGE(15분) 작동중에는 버너에 점등 되어 있습니다.

▲ 열풍 온도 보기

- 선택 버튼을 눌러 S1로 점등 시 LED에 현제 열풍온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 배기 온도 보기

- 선택 버튼을 눌러 S2로 점등 시 LED에 현제 배기온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최대 220도 까지 표시가 되며 220도 이상 시에는 hot롤 표시 됩니다.

▲ 화염 센서 인식값 보기

- 선택 버튼을 눌러 S3로 점등 시 LED에 현제 화염센서 인식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불이 꺼져있을 경우에는 off로 표시 됩니다.

사용방법
▲ 사용온도 셋팅 방법

1. 선택 버튼을 눌러 S0에 점등 한다.

2. UP,DN 버튼을 눌러 단계를 조절한다.(P01~P03)

사용방법
▲ 강제 연료 공급 방법

1. 전원을 끄고 배풍기 및 점화 히터가 모두 꺼지는 것을 확인 합니다.

2. 히터의 모든 기능이 정지 한 상태에서 공급 버튼을 누르면 연료 공급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3. 강제 연료 공급을 중간에 정지 하실 경우에는 공급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시거나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정지 됩니다.

사용방법
▲ 컨트롤 설정 범위 및 기본 값
- 메인컨트롤러의 변수(DN+UP)버턴을 동시에 5초간 누르면,
설정모드에 진입합니다.
(LED 화면상의 주황색 부분에 "b0"(표시방법) 점멸하고

<그림 1>

보라색 부분에 설정 값이 표시 됩니다.)<그림 1 참고>
- 메인컨트롤러의 “선택”버튼을 1회 누를 때 마다 다음 Mode로 넘어 갑니다.
- 변경 하고자 하는 Mode에서 Down / Up 버턴을 눌러 원하는 값을 설정 합니다.
- 설정이 끝나면 “전원”버턴을 1회 누르면 설정모드를 종료 합니다.
(또한 아무버턴을 누르지 않을 경우 1분이 경과되면 설정모드를 종료 합니다.)

▲ 시스템 변수 설정
표시
방법

Mode 설 명

15K

기본값
25K

35K

01〜10

03

03

03

설정범위

b0

연료량 “P” MAX GUIDE LINE

b1

정상연소시 연료 공급시간

01〜20초

02

02

03

b2

정상연소시 연료 정지시간

00〜99초

15

15

15

b3

초기 연료공급(점화시동작시)

01〜99초

55

40

40

b4

정상연료 공급 지연시간(불씨생성시간)

01〜99초

99

99

99

b5

수동연료 공급 시간

01〜10분

05

05

05

b6

안전차단 시간

01〜99초

10

10

10

b7

잔재 처리 시간

00〜99시간

00

00

00

b8

연료량 “P” 승수 설정

01〜10

03

02

03

b9

AUTO HOT CONTROL (00:off ,01:on)

00 or 01

01

01

01

c0

선택버턴 초기 표시값(S0〜S4)

00〜04

00

00

00

c1

Post Purge시간 (배풍 지연시간)

1〜30분

20

20

20

c2

BM fan select

00 or 01

00

00

00

c3

화염 감지 기준값

20~99

35

35

35

c4

과열제어 백단위

00~02

02

02

02

c5

과열제어 십단위

00〜99

20

20

20

c6

초기연료 및 정상연료 지연 시간 승수

00〜10

01

01

01

c7

대류팬 작동 온도 설정<100~199>

00〜99

20

20

20

c8

대류팬 정지 DIFF 값 설정

01〜30

30

30

30

c9

Black out 설정 (00:off ,01:on)

00 or 01

00

00

00

※ 위 표기된 기본값은 출력 및 사용 연료(펠릿) 및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정값을 임의로 변경시에는 오작동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원적외선히터 사용시 주의사항
원적외선 히터 전용 전원연결 콘센트를 사용하시고 누전에 주의 하세요.
 전원공급은 AC220/60Hz 전용이므로 전압을 확인 후 사용하세요.
 젖은 손으로 전원코드를 만지거나 원적외선 히터 조작을 하시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직접 물을 사용하여 청소하지 마세요, 누전 및 감전의 위험과 원적외선 히터 고장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을 원적외선히터 가까이에 두지 마세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원적외선 히터 근처에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세요.
 원적외선 히터와 인접한 위치에 목재 혹은, 인화성 가연성 물질 등을 두지마시고,
원적외선 히터 주의에는 청결을 유지해 주세요.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A/S센터에 연락 하세요.

.

원적외선 히터 가동 중에는 배기구에 손을 대지 마세요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지역 대리점에 1년에 1〜2회 정기 점검을 의뢰하세요.
 정기 점검을 받아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적외선 히터 연관의 청소 상태 및 버너 청소를 반기에 1〜2회 정기 점검을
의뢰하세요.

목재 펠릿 사용시 주의사항
목재 펠릿에 물이나, 습기가 접촉되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목재 펠릿이 물이나 습기에 노출되면 톱밥가루로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루를 호퍼에 넣어 사용시에는 출력저하, 재의 다량 발생, 기계 성능에 심각
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규원테크가 지정한 펠릿 연료를 사용하여 주세요.(호퍼에 스티커 부착)
 이 제품은 (주)규원테크의 연구소에서 품질을 인증한 1등급 목재 펠릿연료를 사
용하여야 차후 체계적인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가형 펠릿 연료를 사용하면, 발생되는 원적외선 히터의
결함은 정당한 A/S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펠릿은 6mm 연료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규원테크는 당사 제품 구매고객에게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
급하기 위해 유통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연료를 넣을시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호퍼(=연료저장고)에 연료를 넣을시 장갑, 마대찌꺼기, 비닐 등이 들어가지 않
도록 주의 하세요,
 기계의 고장 및 안전차단(E03, E04)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제거 후 재가동을 하세요.

원적외선 히터 가동중에는 동체 문짝을 꼭 닫아주세요.
 불씨가 날려 주의에 옮겨 붙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처리시 불씨가 날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씨를 완전히 제거 후 청소
해주세요.

연료를 공급 지시선 위로 항상 채워주세요.
 호퍼(=연료저장고)에 연료 공급지시선 아래로 내려갈 시 연료 공급량이 줄어들어
출력 저하 및 불꺼짐, 안전차단(E03)에러가 발생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방법
◆ 화격자 청소 방법 : (매일)
- 히터 가동을 정지하고 불씨가 없는 것을 확인 후 히터 측면의 메인문을 열고 버너 화격자
내 쌓여있는 ASH(재)를 처리한 후 커버를 다시 닫아주세요.
(화실내부벽면에 붙어 있는 ASH(재)까지 처리시 열효율이 상승되며, 연료비절감 및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크링크가 많을 경우 점화 불량 (E03)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소시에는 반드시 원적외선 히터의 작동을 중지하고 충분히 열기가 식은 후에 청소를 하셔야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1. 히터 우측의 메인문을 열면 버너 화
격자가 보입니다.

2. 우측의 사진과 같이 쌓여 있는 재(ASH)를 청소
한 후에 1번의 사진처럼 다시 조립합니다.

청소방법
<청소 전 화격자 내부 사진>
※ 화격자의 상태가 사진과
같은 상태일시에는 E03 에러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 후 화격자 내부 사진>

◆ 재받이 청소 방법 : (주 1회)

- 아래 사진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화격자에서 타고 남은 재가 떨어지는 재받이라
하며 손잡이 부분을 잡고 당기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받이에 재를 비우시고 다시 결합을
하실 때에는 아래 바닥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화실 날개 부위에 재받이를 걸어서 사용 하셔야
재받이에서 발생하는 연기들이 배기 연도를 통해서 빠져 나갑니다.

※ 청소시에는 반드시 원적외선 히터의 작동을 중지하고 충분히 열기가 식은 후에 청소를 하셔야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청소방법
◆ 화실 청소 : (월 1회)
- 히터 가동을 반드시 정지하신 후 아래 사진에 표기된 연소로에 청소구 조립을 해체하여 ASH(재)를
청소한 후 다시 조립하여 사용해주십시오.

1. 15K히터의 화실청소위치
- 히터 가동을 반드시 정지하신 후 아래 사진과 같이 히터 좌측 하단의 연소로 청소구를 열어
청소한 후 다시 문을 닫고 사용해주십시오.

1. 25K,35K히터의 화실청소
위치

※ 청소시에는 반드시 원적외선 히터의 작동을 중지하고 충분히 열기가 식은 후에 청소를 하셔야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설치방법
◆ 원적외선 펠릿 히터 설치시 설치 방법(설치전 확인사항)
☞ 본제품의 설치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에서 지정한 방법대로 전문 설치시공자에게 의뢰하여
올바르게 설치 해 주세요.
☞ 사용목적, 용도, 난방평수에 적합한 원적외선히터를 설치하세요.
☞ 폐가스, 소음 등으로 사용자 및 주변 주거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하세요.
☞ 사람의 출입이 잦은 장소 및 계단이나, 비상구 가까이에는 설치를 하지 마세요.
☞ 원적외선히터의 조작 및 점검, 수리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좌, 우, 상, 하 1m이상)

◆ 원적외선 펠릿 히터 설치시 설치 방법(설치 후 확인사항)
☞ 연도 설치후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이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 연도 연결시 끝부분에 T를 설치하여 주십시오,(역풍방지)
☞ 연도내 분진과, ASH(재)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연도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연도를 가로로 설치시 청소 할 수 있도록 설치 할것.)
☞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연통 설치시 반드시 불연재로 단열 처리하여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세요(특히, 센트위치 판넬시, 비닐하우스 등 주의)
☞ 원적외선히터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하세요.
☞ 설치시 바닥면에서 약간(30~50mm) 띄워서 설치하고, 바닥이 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세요.

◆ 연도 설치
☞ 배기가스 배출구 설치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연도 주위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무 소재 또는 열에 민감한 재료로
된 벽을 통과 할 경우, 적절한 절연 재료를 사용해 그 부분을 단열해야 합니다.
- 원적외선 히터 연도를 열에 민감한 벽에 근접(최소 20Cm) 하여 수직 또는 수평으로 연장된 통로를
통해 가동시켜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열해야 합니다..
☞ 연도의 방향을 90° 변경하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T" 연결구(개자리)를 부착해야 합니다.
☞ 배기가스 연도의 외경은 Ø100이고, 최대허용길이는 4M이며, 90° 2회 굴절 이내이어야 합니다.
☞ 연통청소는 년1회~2회 정도 하셔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
◆ 연도 설치 방법
▸기존연도가 없는 경우

▸기존연도가 있는 경우

원적외선 히터에서 3m이상 높이까지 올려 설치하

연통사용시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시고 내

고 끝에 T자를 사용하시면 역풍으로 인한 불안전

부 그을음이 심하면 고체해 주세요.

◆ 설치시 주의사항

연소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연통의 최상부가 풍압대를 벗어나고 비, 바랍에 영향이 없
도록 설치하세요.
경고 : 추가연통 설치 방법
1.연통주위에는 가연성 물질이 닿지 않도
록 30cm이상 이격을 두어 불연재로 마
감처리를 해야 합니다.
2.연통 투입에 따라 갑작스런 열이 연통에
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연통 주위에는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적재해서는 안되
며, 연통과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 하셔
야 합니다.
-연통에서 1m이내 높은 건물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지붕에서 1m이상 높게 설치해 주세요.
∘연통은 원적외선 히터 상부에서 3m이상 높게 설치해 주세
요.
∘연통을 설치할 때 높이는 가로 길이의 3배 이상으로 높
게 설치해 주세요.

-풍압대에 설치를 하면 불완전 연소가 유발되어 그을음발
생, 효율저하, 안전차단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
다. 이런 경우,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풍압
대를 피해서 연통을 설치하세요.

시운전 방법
1) 원적외선히터 설치 (연도) 하고, 전원을 연결한다.
2) 호퍼에 연료를 채우고, 메인컨트롤러의 전원이 버튼을 누른다.
3) 전원을 연결한 다음 처음 1회만 배풍기만 12〜15분 정도 작동함.
(파워코드를 뽑으시고, 다시 연결시 1회는 배풍기만 12〜15분후 연료가 버너로 공급 됩니다.)
※ 초기 연료를 수동으로 공급시켜 줄 시에는 10여분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기가 처음 공급되거나 에러 후 재가동시에는 화격자 내부의 상태를 확인 하여 초기 연료
2중 공급을 막기 위한 기능으로 고장이 아닙니다.
※ 초기에 연료 공급장치내 연료가 비워있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고.
연료 공급장치내 연료를 채우고 난 후 연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4) 히터에 불이 들어오며, 초기 연료 공급이 되고, 점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초기 연료가 부족할 경우 점화 실패가 될 수 있으며, 초기 연료가 많은 경우 점화시 연기가 많이
나며, 점화히터의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 초기연료량은 점화히터를 충분히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면 됩니다.
연료가 부족할 경우 점화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료가 많을 경우 불안전 연소 및 연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변수 설정 참조 (초기 연료량 변경)

에러코드 및 조치방법
에러코드

원 인

E01

센서 쇼트

E02
E03
E04
E05

점화히터
단선 및 고장
안전차단
(초기실패)
안전차단
(가동중 열감지점검)
안전차단
(가동후 실화점검)

조 치
∙ 배기온도 감지 센서 쇼트 및 단선 확인
∙
∙
∙
∙

히터쪽 배선 확인
히터 교체
초기 연료가 공급되는지 확인
초기 공급량 조절

∙ 열감지 센서를 점검 및 재가동하세요.
∙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 되는지 확인하세요

☞아래와 같은 고장일 경우 소비자가 직접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에러코드 : E03,E04 (점화실패)
원인1 : 연료통에 연료를 떨어뜨렸을 경우,
조치1 : 연료를 넣고, 전원을 ON/ OFF 2회 반복
원인2 : 연료를 변경하였을 경우, 혹은 초기 연료가 부족하여, 점화가 실패 하는 경우
조치2 : 시스템 변수에서 초기 연료량 값을 늘려준다.
원인3 : 버너내 재 혹은 크링크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
조치3 : 버너내 크링크 제거 및 청소 후 재가동을 한다.
원인4 : 화염감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 (E03,04경우에도 해당됨)
조치4 : 초기 연료량을 조금 늘려준다. (시스템 변수 참조)

소비자 안내문
1) (주)규원테크의 목재 원적외선 히터는 열효율이 높으며, 연탄과 비교시 약 160% 비싸며, 경유와 비
교시 약 50% 이상 저렴합니다.
(절감 비용은 연료금액에 따라, 유가에 따라 변경됩니다.)
2) 원적외선 히터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므로 청소를 잘해줘야, 고장 발생율이 낮아지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SH(재)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열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연료(목재 펠릿)를 호퍼에 넣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4) 연료(목재 펠릿)은 1등급의 목재 펠릿만 사용해야 합니다.
5) 규원테크의 원적외선 히터는 다음과 같은 고장일 경우 소비자가 직접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고장 및 조치 방법 참조)
6) (주)규원테크의 원적외선 히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1) 원적외선 히터 설치자, 지역A/S 연락처를 알아둘 것,
2) 본사(경북 경산시) : 1577-5913
7) 다음과 같은 경우 A/S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1등급의 펠릿을 사용하지 않고, 저급 펠릿 연료를 사용할 경우
나) 펠릿의 재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 목재펠릿 외 다른 연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라)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분해하였을 경우

목재 펠릿 판매점
도별

기

관

목재유통센터

경기

가평군 산림조합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13-1

031-582-4570

강화군 산림조합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14

032-934-0789

양평군 산림조합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문안개공원길38

031-772-6144

경기도 화성시 무성동 450-1

031-356-5737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7-2

031-647-3456

강원도지회

강원도 춘천시 만천로 88

033-255-5458

목재 유통센서

강원도 동해서 망상로 156

033-530-4145

평창군 산림조합

강원도 평창군 후평리 11-1

033-333-4121

강원도 동해 구로 229-8

033-521-9490

규원에너지

강원도 정선군 북평읍 숙암리 357

033-563-6533

충북도지회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146-1

043-241-7878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14

043-421-3511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146-1

043-241-7878

충북 괴산군 북축리산 16

043-836-6663

대전시 대덕구 동서로 49(2층)

042-622-1391

연기군 산림조합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연기대로 1007

041-868-2132

예산군 산림조합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87

041-333-2502

전북도지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명주길 46

063-244-5101

익산시 산림조합

전북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26

063-843-1911

단양군 산림조합
신영E&P
풍림
충남도지회

전북

남원시 산림조합

전북 남원시 용정동 71번지

063-631-2014

무주군 산림조합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150

063-322-2314

광주시 광산구 북문로 837

062-954-0071

강진군 산림조합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50-37

061-433-3399

순천시 산림조합

전남 순천시 낙안면 목촌리 81-8

043-755-3307

전남도지회
전남

SK 임업(주)
경북도지회
경북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700-7

061-372-2870,2

대구시 동구 신암남로 156

053-957-7990

영덕군 산림조합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69-22

054-732-8300

포항시 산림조합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52-14

054-251-9206

경남 찬원시 금산길15

055-284-3431

경남 산천군 금서면 매촌리 1287

055-973-7769

바이오 삼삼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538-16

055-855-3334

개명임업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207-7

055-943-1701

경남도지회
경남

1588-1398
031-834-0071

일도 바이오테크

충남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번드레길 70

연락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608-2

그린에코(주)

충북

소

연천군 산림조합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강원

주

산청군 산림조합

원적외선 히터 규격
◆ 원적외선 히터 사양(국내용)
구 분
모델명
사용연료

사 양
15K

비 고

25K

35K

목재펠릿 6파이 * 길이 35mm이내

난방출력(Kw)

14 Kw

20 Kw

28 Kw

연료소모량(kg/h)

3.0kg/h

4.5kg/h

6.0kg/h

싸이즈(WxLxH)
중

량

사용전원(V)

1090 x 320 1340 x 850 1340 x 850
x 1320

x 1181

x 1480

65 kg

115 kg

150 kg

100V/60Hz

100V/60Hz

100V/60Hz

운전시

운전시

111W

212W

점화시

점화시

운전시 60W
소비전력(W)

점화시
360W

353W

362W

전기점화히터

전기점화히터

전기점화히터

식

식

식

율 (%)

85%

85%

85%

연통규격(￠)

∅ 80

∅ 80

∅ 80

호퍼용량(kg)

20 kg

80 kg

80 kg

점화 방식
효

※ 위 사양은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 환경, 주변조건, 기후에 따라 차이가 성능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용연료(=목재 펠릿)에 따라 출력 및 성능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의로 본체를 개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서

모델명 :

제조번호 :

☞보증조건
⊙ 본제품은 2억원 까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신체 상해 또는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무상 서비스
▸품질 보증기간(1년) 내에 있는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 유상 서비스
▸당사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지 않았거나, 소비자 또는 설비업자의 임의적 개조에 의한 고장
▸천재지변, 화재, 청소(원적외선 히터, 연통 외)불량 및 보관 잘못으로 인한 고장
▸소비자 과실(예, 전원차단 등)로 동파 등, 고장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서 규정한 연료품질(1등급) 보다 낮은 등급의 펠릿 및 기타 연료를 사용한 경우
▸비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가동하는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반으로 적용됩니다.(소모성부품 포함)

[이 보증서는 대한민국 에서만 사용되며, 재 발행하지 않으므로 사용설명서와 잘 보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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