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FAC 세척기
제품 개요
부품 수세척 시스템

산업용 부품
수세척 시스템

컴팩트한 고성능
세척기

강력한
듀얼 탱크 세척기

더욱 엄격해진 환경 규제는 산업용 부

MAFAC KEA는 산업용 부품 세척의 새
로운 혁신입니다. 최소의 공간을 차지
하도록 정교하게 제작된 컴팩트 세척
시스템은 다양한 사용자 혜택과 함께
최신 특허 기술을 제공합니다.
스프레이 시스템은 회전 바스켓의 역방
향으로 회전합니다. 필요 시 언제든 바
스켓 회전 기능은 끌 수 있으며 흔들기
모드(rocking motion)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레이 시스템은 fullbeam 및 flat-beam 노즐의 장착이 가
능합니다. 이는 파트에 대한 표면 세척
뿐 아니라 특정 부위의 집중 세척을 가
능케 합니다.
세척실 뒤쪽에 장착된 추가 full-beam
노즐은 세척 프로세스를 최적화 시킵니
다. 압축에어 건조 시스템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트를 완전히 건조시키며 두
에어 파이프가 교대로 작동하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탱크 내 세척액은 KEA의 새로운 오일
분리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으로 필터링
됩니다. 세척액의 최적화된 관리를 위
해 표준형 바스켓 필터 외에 추가 미세
필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세척된 파트에 붙어있는 미세 입자들이
제거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임에도 KEA의 세척 탱
크는 385L 용량을 자랑합니다. 이외에
도 64 ~ 74dB의 뛰어난 저소음 덕분에
모든 작업자는 MAFAC KEA와 함께 즐
겁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던 부품 세척기, 바로 ELBA입

품 세척에 있어 시장 요구와 환경적 책
임을 모두 충족시키는 솔루션을 필요
로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저희는 까다로운 세척 요건
에 부합하는 최신 특허 프로세스 기술
의 컴팩트 세척 시스템을 개발하였습
니다.
기계적 구성, 세척시간 및 온도 조절,
최소 화학물의 투입이 최적으로 결합
되어 뛰어난 세척 품질과 경제성을 보
장합니다.

니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다양한 적
용을 보장하는 ELBA는 세척의 수많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도금, 하드닝 및 코팅 공장에서부
터 선삭품 가공 기업, 기계 제조 및 자
동차 부품 공급업체까지 ELBA가 제공
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ELBA는 중앙 세척 프로세스 및 개별 세
척 프로세스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는 물론이고 사용자 중
심, 환경 친화적인 고성능 솔루션을 제
공합니다.
본 장비는 듀얼 세척 탱크, 통합형 에어
건조 기능, 쉬운 전자계 제어, 디지털
터치 스크린 등의 주요 기능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복잡한 코드 없이 개별 세
척 프로그램을 손쉽게 설정 및 저장할
수 있으며 세척 사이클은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전면부 로딩용 폴딩 도어는 ELBA 표준
사양이며, 완전 자동화 구축을 위해 바
스켓 운반 시스템과 결합이 가능한 수
직 슬라이딩 도어는 선택 사양입니다.
MAFAC ELBA가 제공하는 효율적 세척
프로세스와 뛰어난 성능을 직접 체험하
십시오.

고성능 스프레이수중 세척 프로세
스 기술

듀얼 탱크 고효율
스프레이-수중
세척 시스템

본 장비는 스프레이와 수중 세척을 동
New JAVA의 훌륭한 세척 품질은 스프
레이-수중 세척 기술로 보증됩니다. 세
척실은 50%까지 침수되며 스프레이는
물 안팍에서 모두 세척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중 세척은 스프레이로는 직접
닿을 수 없는 언더컷과 숨겨진 외형까
지 직접 침투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
합니다.
이와 같이 스프레이-수중 세척의 결합
으로 인해 심하게 오염된 파트라도 오
일과 입자로부터 완전 분리시킬 수 있
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세척액의 효
율적 재사용 및 짧은 사이클 타임을 위
한 최적의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탄생시
켰습니다.
총 705 L의 세척 탱크 용량은 기존 모델
에 비해 40%이상의 볼륨을 자랑합니다.
또한 105L의 대용량을 확보한 오일 분
리기는 세척액의 효율적 재사용을 가능
케 합니다.
JAVA 세척실의 빠른 배수는 사이클 타
임 단축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새 모
델은 기존 모델보다 두 배 빠른 50% 침
수 세척이 가능하며 이로인해 놀라운
혜택과 훌륭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
세스의 결합은 복잡하고 민감한 파트
를 믿을 수 있는 완벽한 품질의 세척을
가능케합니다.
PALMA는 신속 급수 시스템 덕분에 세
척실을 100% 채우는데 단 30초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침수용 세척탱크는
각각 720L, 600L입니다.
다른 MAFAC 세척기 모델과 마찬가지
로 PALMA에도 특허받은 스프레이-바
스켓 역방향 회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Full beam 노즐은 파트 표면
및 목표 지점의 세척을 보증합니다. 배
치의 앞 부분은 배치를 향하여 장착된
추가 full beam 노즐이 최적화된 세척
프로세스를 실현합니다.
파트의 건조를 위해 MAFAC PALMA는
임펄스 압축에어 및 열풍 건조 시스템
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컴팩트하며 스타일리쉬한 혁신적 디자
인은 PALMA의 자랑입니다. 장비의 주
요 구성 요소가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단열처리는 뛰어
난 절전효과를 보장합니다.
까다로운 세척 요건을 위한 최적의 솔
루션을 직접 체험하십시오.

Produktübersicht / Product overview

MAFAC KEA
컴팩트한
고성능 세척기

Water-based cleaning
systems for
industrial parts cleaning.

작지만 강력합니다
MAFAC KEA가 증명합니다

MAFAC KEA는 산업용 부품 세척의 새로

탱크 내 세척액은 KEA의 새로운 오일 분

운 혁신입니다. 최소의 공간을 차지하도

리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으로 필터링 됩

록 정교하게 제작된 컴팩트 세척 시스템

니다. 세척액의 최적화된 관리를 위해 표

은 다양한 사용자 혜택과 함께 최신 특

준형 바스켓 필터 외에 추가 미세 필터

허 기술을 제공합니다. 다른 MAFAC 장

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세척

비와 마찬가지로 MAFAC KEA는 수세척

된 파트에 붙어있는 미세 입자들이 제거

기반에 의해 작동됩니다. 스프레이 시스

되도록 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임에도

템은 회전 바스켓의 역방향으로 회전합

KEA의 세척 탱크는 385L의 용량을 자랑

니다. 필요 시 언제든 바스켓 회전 기능

합니다. 이외에도 64 ~ 74dB의 뛰어난

은 끌 수 있으며 흔들기 모드(rocking

저소음 덕분에 모든 작업자는 MAFAC

motion)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EA와 함께 즐겁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레이 시스템은 full-beam 및

KEA의 다양한 혜택들을 직접 체험하십

flat-beam 노즐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시오. 당신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

이는 파트에 대한 표면 세척 뿐 아니라

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 부위의 집중 세척을 가능케 합니다.
세척실 안쪽에 장착된 추가 full-beam
노즐은 세척 프로세스를 최적화 시킵니
다. 압축에어 건조 시스템은 이물질을 제
거하고 파트를 완전히 건조시키며 두 에
어 파이프가 교대로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Underwater
backflow filter

Treatment cell

Coalescing oil
separator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of all medium-conveying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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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AC KEA
컴팩트함과 고성능을 동시에

MAFAC KEA의 다양한 기능들은 세척

9: 수증기 추출 및 응축 장치

관리를 위한 수많은 사용자 친화적 혜
택을 제공합니다:
1+2: 마주보고 있는 full beam과 flat

10: 로딩 & 언로딩 작업이 가능한 폴딩
도어

beam 노즐이 바스켓과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듀얼 스프레이 세척 시스
템 (특허 기술)
3+4: 듀얼 파이프로 구성된 압축에어
건조 시스템은 향상된 건조 결과

11: MAFAC MMC-컨트롤 시스템
(Siemens S7)
12: 세척실 안 쪽의 full beam 노즐

를 제공
5: 착탈식 바스켓 필터

6: 오일 분리기
7: 자동 열림 폴딩 도어 (세척 완료 후)

8: 탱크 일체형 오일
컬렉터

13: 세척 전 기계식 미세 필터

14: 향상된 수명의 385 L 용량 세척 탱크

Individual
workpieces

Batches

Bulk materials

MAFAC KEA:
부품 수세척의 새로운 차원

부품 산업은 많은 측면에서 높은 요구를

MAFAC KEA의 환경 친화적 컨셉은 모든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완벽한 세척과

구성요소의 분명한 구분에 기초합니다.

건조이며 다른 하나는 동시에 경제 및

심지어 하부 데크도 이중 벽으로 디자인

환경적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였기 때문에 향상된 보온 효과 및 에너

MAFAC KEA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

지 절약을 제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최신의 고효율 프로세
스 엔지니어링 기술은 프로세스 온도 및
시간의 완벽한 조정을 가능케 합니다.
특히 금속 절삭 산업에서 MAFAC KEA는
최적의 설정 및 범용성을 통해 가장 경
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벌크, 배치
및 개별 형태의 파트는 물론이고 복잡한

저희 독일 Black Forest의 세척 전문가들
은 고객의 세척 요건을 충족하는 솔루션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MAFAC
KEA와 함께 환경 친화적, 경제적, 창의적
인 혜택을 누리십시오.

형상의 파트 역시 유로 스탠다드 바스켓
내에서 말끔히 세척됩니다. 금속, 비금
속, 비철금속 및 복합 재질까지 뛰어난
세척 결과를 보장하며 따라서 세척 후
다음 공정에 즉시 투입될 수 있습니다.

MAFAC ELBA

MAFAC JAVA

MAFAC PALMA

The MAFAC machinery series for water-based parts cleaning.
From single tank to three tank systems for absolutely sophisticated parts cleaning.

MAFAC MALTA

MAFAC KEA 사양

600

건조 시스템:
노즐 압축에어 건조 (옵션)
평균 소음
dB(A)
압력
bar
유량
l/min

approx. 70
6
approx. 3000

열풍 건조 (옵션)
평균 소음
압력
유량
에어 히터

approx. 78
0,015
160
8

dB(A)
bar
m3/hours
kW

표준기능:
■ 빠르고 쉬운 유지보수를 위한 혁신적
장비 디자인
■ 자동열림 폴딩도어와 삽입판
■ 스프레이 세척 시스템과 바스켓 회전
시스템
■ 유로 스탠다드 바스켓
(600 x 400 x 288)
■ Flat beam과 Full beam 노즐의
통합형 스프레이 시스템
■
■
■
■

바스켓 필터
아날로그 온도 컨트롤 탱크 히터
단열 처리
수증기 추출/응축기 및 물방울 분리기

■ 오일 분리기 (수위 센서 장착)
■ 탱크 수위 컨트롤
■ 탱크 용량 385 L

유틸리티:
전기
공압
급수
배기

V,Ph / Hz / kVA 400, 3/50,18 - 40
Inches/bar
Rp 3/4
5-8
Inches/bar
Rp 3/4
1-4
mm
113 x 105

용적:
최대 바스켓 사이즈
장비 사이즈
작업 높이

A/E/G mm
B/T/H mm
mm

600/400/288
950/1200/1500
860 - 960

중량:

kg net
kg gross

480
500

색상:

light grey
RAL 7035
anthracite grey RAL 7016
KEA-blue

표준 옵션:
■ 기계식 미세 필터
■ 강화 펌프

Dimension s:

E

■ 바스켓 회전 형태 및 스피드 조절
■ 탱크 예열 및 관리 프로그램
■ 투명 작업창
■ 완전 탈염 유닛
■ 지멘스 S7 컨트롤 원격 진단용 모뎀

건조 옵션:
■ 고정형 더블 파이프 압축에어 건조
시스템
■ 열풍 건조 시스템

B

액세서리:
■ 배수 펌프
■ 바스켓 운반차

Loading height

A

T
연락처:

Ernst Schwarz GmbH & Co. KG Maschinenfabrik
Max-Eyth-Straße 2, D-72275 Alpirsbach
Tel. + 49 (0) 74 44/95 09-0, Fax 95 09-99
eMail: info@mafac.de, www.mafac.de

We would be glad to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on our other cleaning systems.

MAFAC-KEA 06/2008 UK. www.werbeform.de. Subject to technical alterations.

수증기 추출/응축:
평균 배기량
m3/hours

2,2 / 2,0
200
385
150
10 -100
10 / 75
approx. 1,5
100

H

kW/bar
l/min
liters
µm
µm
kW/max°C
hours
kg

G

세척 시스템:
펌프 사양
유량
탱크 용량
바스켓 필터
미세 필터 (옵션)
탱크 히터
승온 시간바스켓
최대 하중

MAFAC ELBA
듀얼 탱크
고성능 세척기

Water based cleaning
systems for industrial
parts cleaning.

MAFAC ELBA
최적의 세척 솔루션

당신이 찾던 부품 세척기, 바로 ELBA입

전면부 로딩용 폴딩 도어는 ELBA 표준

니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다양한 적

사양이며, 완전 자동화 구축을 위해 바

용을 보장하는 ELBA는 세척의 수많은

스켓 운반 시스템과 결합이 가능한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기

직 슬라이딩 도어는 선택 사양입니다.

도금, 하드닝 및 코팅 공장에서부터 선

MAFAC ELBA가 제공하는 효율적 세척

삭품 가공 기업, 기계 제조 및 자동차 부

프로세스와 뛰어난 성능을 직접 체험

품 공급업체까지 ELBA가 제공하는 다양

하십시오.

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ELBA는 중
앙 세척 프로세스 및 개별 세척 프로세
스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는 물론이고 사용자 중심, 환경
친화적인 고성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 장비는 듀얼 세척 탱크, 통합형 에어
건조 기능, 쉬운 전자계 제어, 디지털 터
치 스크린 등의 주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코드 없이 개별 세척
프로그램을 손쉽게 설정 및 저장할 수
있으며 세척 사이클은 실시간으로 디스
플레이 됩니다.

On-site application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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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AC ELBA
산업용 세척을 위한
환경 친화적 솔루션

The MAFAC ELBA는 당신의 세척 요건을
완벽히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자
친화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까다로운 세척 요건 충족을 위한
듀얼 세척 탱크

10: 로딩 & 언로딩 플랫폼 기능 폴딩 도어
11: 배기 에어 콘덴서

2: 특허받은 스프레이-바스켓 역방향
회전 시스템. 뛰어난 세척결과를 보
증하는 향상된 스프레이 노즐 설정
3: 장비 일체형 작업 확인창
4: 터치스크린 MAFAC MMC 컨트롤
5: 회전형 에어 블로워 시스템 및 열풍
건조 (옵션 사양)

옵션 사양:
■ 고온 열풍 건조
■ 세척 및 린스액 순환부 기계식 초
미세 필터
■ 세척 및 린스 탱크 온도 개별 설정
■ 완전 자동 로딩 & 언로딩 시스템

6: 세척 및 린스 탱크 바스켓 필터
7: 다단 구조 탱크 (cascade)
8: 오일 분리기 (응축)
9: 탱크 일체형 오일 스키머

6
7

Individual
components

Batches

Bulk material

MAFAC ELBA
산업용 세척에서의 효율적인
전후 프로세스 처리

세척과 린싱 단계을 통합한 MAFAC

당신의 특별한 세척 요구를 저희와 상담

ELBA는 향상된 전후 처리 프로세스와

하십시오. 자사의 테스트룸에서 고객과

함께 효율적 세척 결과를 보증합니다.

직접 세척 테스트를 준비, 실행, 리포팅

철, 비철 및 플라스틱 재질의 파트는 벌

함으로서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

크, 배치, 개별 형태로서 이에 적합한 세

니다. 높은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전문

척액으로 세척됩니다.

MAFAC 기술진은 당신에게 확실한 솔루
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탱크는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

MAFAC KEA

게 대응할 수 있는 전후 처리 프로세스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경제적이고 독창적

를 손쉽게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인 MAFAC 시스템을 이제 경험하십시오.

MAFAC JAVA

MAFAC PALMA

MAFAC’s series of water based cleaning systems.
From single-bath to three-bath systems for sophisticated cleaning demands.

MAFAC MALTA

MAFAC ELBA 사양
유량
탱크 용량
필터

탱크 히터
승온 시간
최대 하중

세척
kW/bar
린싱
kW/bar
세척
l/min.
린싱
l/min.
세척
l
린싱
l
µm
세척 바스켓
세척 미세 (옵션) µm
µm
린싱 바스켓
린싱 미세 (옵션) µm
세척
kW/max. °C
린싱
kW/max. °C
(20 -70°C )
hours
kg

수증기 추출/응축
평균 배기량

m3/hours

4,0/3,5
1,0/1,6
385
210
475
300
150
100
150
50
13/75
13/75
approx. 2
100

600

노즐 압축에어 건조 (옵션):
유량
l/min.
압력
bar
평균 소음
dB(A)

approx. 3200
6
approx. 78

유틸리티:
전기
공압
급수
배수 (세척/린싱)
배기

V, Ph/Hz/kVA
inch/bar
inch/bar
inch
mm

400, 3/50/36
Rp 3/4, 5-8
Rp 3/4, 0.5-10
both Rp 11/2
DN 120

용적:
최대 바스켓 사이즈
장비 사이즈

A/E/G mm
B/C/D/F mm

660/480/340
1800/1830/855/1400

중량:
순중량
총중량

kg
kg

950
1000

색상:

RAL

7035/light grey
5015/ELBA blue

표준 기능:

옵션 및 특수 기능

■ 자동열림 폴딩도어와 로딩판

■ 회전형 압축에어 건조
■ 터보 열풍 건조
■ 주 순환부 기계식 초미세 필터

■ 스프레이 세척 시스템과
바스켓 회전 시스템
■ 스프레이 세척과 린싱이 단일 장비
에서 구현
■ 유로 스탠다드 바스켓
(600 x 400 x 288 mm)

용적:

■ 바스켓 회전 속도 및 흔들기 컨
트롤
■ 시스템 예열 및 탱크 관리 프로그램

■ 바스켓 필터
■ 아날로그 온도 컨트롤 탱크 히터

■ 완전 탈염 유닛
■ 배수 펌프
■ 누수 팬

■ 세척탱크 단열 처리
■ 수증기 추출/응축기 및 물방울 분리기

■ 자동 슬라이딩 도어 (폴딩도어 대신)

■ 오일 분리기 (수위 센서 장착)

■ 바스켓 로딩 운반차
■ 자동 운송 시스템

MAFAC-ELBA 05/2006 www.werbeform.de Subject to technical alterations.

세척 시스템:
펌프 사양

■ 탱크 수위 컨트롤
■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사용자 친화형
컨트롤 시스템

연락처:

Ernst Schwarz GmbH & Co. KG
Max-Eyth-Straße 2, D-72275 Alpirsbach
Tel. + 49 (0) 74 44/95 09-0, Fax 95 09-99
eMail: info@mafac.de, www.mafac.de

We will be pleased to send details of our complete line.

MAFAC JAVA
고성능 스프레이-수중
세척 프로세스 기술

Water-based cleaning
systems for industrial
parts cleaning.

MAFAC JAVA
검증된 성능의 최적화된
프로세스 파라미터

기존 MAFAC 시리즈에서 증명된 성능을

총 705 L의 세척 탱크 용량은 기존 모델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새롭고 컴팩

에 비해 40%이상의 볼륨을 자랑합니다.

트한 JAVA가 탄생하였습니다. New

또한 105L의 대용량을 확보한 오일 분리

JAVA의 훌륭한 세척 품질은 스프레이-

기는 세척액의 효율적 재사용을 가능케

수중 세척 기술로 보증됩니다. 세척실은

합니다. JAVA 세척실의 빠른 배수는 사

50%까지 침수되며 스프레이는 물 안팍

이클 타임 단축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에서 모두 세척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

새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두 배 빠른

중 세척은 스프레이로는 직접 닿을 수

50% 침수 세척이 가능하며 이로인해 놀

없는 언더컷과 숨겨진 외형까지 직접 침

라운 혜택과 훌륭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투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와
같이 스프레이-수중 세척의 결합으로 인
해 심하게 오염된 파트라도 오일과 입자
로부터 완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새
로운 디자인은 세척액의 효율적 재사용
및 짧은 사이클 타임을 위한 최적의 프
로세스 파라미터를 탄생시켰습니다.

Basket filter

Cleaning chamber

User-friendly
Touch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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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AC JAVA
최고의 확장성

The new MAFAC JAVA 상세:

옵션 사양:

1: Windows "Look & Feel" 터치패널
컨트롤

■ 오일 분리를 위한 탱크 내 오일 스키머

2: 자동 슬라이딩 도어
3: 수증기 추출 및 물방울 응축기
4: 회전형 스프레이 세척 암
5: 펄스 압축에어 건조 시스템
6: 오일 분리기 (수위 모니터와 오일
회수기)
7: 미세 입자용 초미세 필터
8: 세척 탱크 절연 처리
9: 세척 탱크 1 & 2
10: 비교적 큰 입자용 바스켓 필터
11: 세척실 50% 침수

■ 통합식 고정형 압축에어 / 열풍 건조기

Individual
workpieces

Batches

Bulk materials

MAFAC JAVA
광범위한 세척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옵션

다양한 프로그램 옵션은 광범위한 파트

새로운 컨트롤 패널은 세척 시스템의 조

의 세척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작을 집에서 PC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New JAVA는 복잡한 형상을 가지거나 심

쉽도록 만들며 물리적 키보드도 필요가

하게 오염된 파트라도 훌륭한 세척 품질

없습니다. MAFAC의 또 하나의 강점은

을 보증합니다. 다양한 재질의 파트를 벌

본사에 구축된 테스트 센터입니다. 고객

크, 배치, 개별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

요구에 따라 자사는 각각의 파트에 대한

니다. 특히 더 향상된 품질을 위한 추가

전문화된 세척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경우 New JAVA는

니다. 테스트 파라미터는 모두 문서화되

탁월한 선택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어 제공되며 모든 테스트는 이에 의거하

세척의 경우 개별 2 탱크가 필요합니다.

여 반복이 가능합니다.

이 옵션을 적용하면 시스템의 기본 레이

MAFAC이 제공하는 환경 친화적 부품

아웃은 유지한 채 프로세스의 전후 처리

세척 솔루션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와 향상된 스프레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New MAVIATIC 터치패널 컨트롤은 사용
자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킵니다. MAFAC
프로그래머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이 소
프트웨어는 손쉽고 편리한 Windows
"Look & Feel"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
며 MAFAC 모든 모델에 적용되어 있습니
다.

MAFAC KEA

MAFAC ELBA

MAFAC PALMA

The MAFAC machinery series for water-based parts cleaning.
From single tank up to three-tank systems for sophisticated cleaning demands.

MAFAC MALTA

MAFAC JAVA 사양

탱크 용량:
히터 출력:
온도:
승온 시간:

7,5 bar

7,5 kW
705/470 liters*)
260 liters*)
15 kW*)
max. 75°C
ca. 1,5 h

세척탱크1:
세척탱크 2 (옵션)
세척탱크 1&2:
세척탱크 1&2:
세척탱크 1&2:

미세 필터: (옵션)
100 µm
25 µm
150 µm

바스켓 필터

세척탱크 1:
세척탱크 2:
세척탱크 1&2

유틸리티:
전기
공압
급수
배수
배기

V/Ph/Hz/kVA 400/5/50/40
inch/bar
Rp 3/4, 5-8
Rp 3/4, 0,5-10
inch/bar
inch
Rp 11/2
mm
DN 120

성능 데이타:
추출/응축, 평균 유량
건조 시스템: (옵션)
펄스 압축에어 < 45°C
열풍 건조 250 m3/h
최대 하중:

세척액 없이
세척액 포함

색상:

하우징

■ 세척탱크 2를 통한 추가 스프레이
프로세스
■ 확장형 바스켓 장착 가능
(600 x 480 x 338 mm)

■ 바스켓 필터
■ 아날로그 온도 컨트롤 탱크 히터

■ 바스켓 회전 속도 및 유형 컨트롤

■ 수증기 추출/응축기 및 물방울 분리기

■ 향상된 장비 수명을 위한 예열 시스템

■ 오일 분리기 (수위 센서 장착)

■ 세척탱크 1용 강화 펌프

■ 705L 고용량 세척 탱크
■ 50% 침수-스프레이 세척
■ Windows "Look & Feel" 운영체제
터치컨트롤 패널

■
■
■
■
■
■
■

light gray RAL 7035
brillant blue RAL 5007

Dimensions:

회전형 펄스 압축에어 건조
고정형 열풍 건조
주 순환부 미세 필터
간접 조명 작업창

■ 세척탱크 단열 처리

■ 탱크 수위 컨트롤

1300 kg
2050 kg

*) 참조:
단일 탱크 모델은 탱크 용량이 705L이며 히터 출력은
30kW 입니다. 듀얼 탱크 모델은 세척탱크 1 용량 470L,
세척탱크 2 용량 260 L, 히터 출력은 탱크 당 15kW 입니
다.

■ 손쉽고 빠른 유지보수를 위한 혁신적
장비 디자인

■
■
■
■

ca. 3100 l/min.
max. 90°C

100 kg

중량:

옵션 사양:

■ 유로 스탠다드 바스켓
(600 x 400 x 288 mm)

6 bar
0,015 bar

용적:
480/660/338
최대 바스켓 사이즈 mm
장비 사이즈
mm W/D/H 1500 / 1 700/2050
작업 높이
mm
860

표준 기능:

■ 자동열림 슬라이딩 도어 및 로딩판

600 m3/h

W

배수 펌프
세척액 분배기
완전 탈염 유닛
수평 조정기
바스켓 로딩차
고정식 롤러 컨베이어
자동 운송 시스템

D
연락처:

Ernst Schwarz GmbH & Co. KG
Max-Eyth-Straße 2, D-72275 Alpirsbach
Tel. + 49 (0) 74 44/95 09-0, Fax 95 09-99
eMail: info@mafac.de,www.mafac.de

We would be glad to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on our other clean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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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압력 강화 펌프: (옵션)
세척탱크 1:
360 l/min.

4,00 kW
1,85 kW

Loading height

4,5 bar
2,5 bar

H

스프레이-압력 펌프
세척탱크 1:
335 l/min.
세척탱크 2 (옵션): 260 l/min.

MAFAC PALMA
고효율 듀얼 탱크
스프레이-수중 세척

Water-based cleaning
systems for industrial
parts cleaning.

MAFAC PALMA
스프레이와 수중 세척을
단일 프로세스로

스프레이-수중 세척 시스템 PALMA는

파트의 건조를 위해 MAFAC PALMA

세계 산업 부품 세척의 새 지평을 엽니

는 임펄스 압축에어 및 열풍 건조 시

다.

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수세척 기반으로 작동하는 본 장비는 스

컴팩트하며 스타일리쉬한 혁신적 디

프레이와 수중 세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자인은 PALMA의 자랑입니다. 장비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결합은 복

주요 구성 요소가 모두 스테인리스 스

잡하고 민감한 파트를 믿을 수 있는 완

틸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단열처리는

벽한 품질의 세척을 가능케합니다.

뛰어난 절전효과를 보장합니다.

PALMA는 신속 급수 시스템 덕분에 세척

까다로운 세척 요건을 위한 최적의 솔

실을 100% 채우는데 단 30초 밖에 걸리

루션을 직접 체험하십시오.

지 않습니다. 침수용 세척탱크는 각각
720L, 600L입니다.
다른 MAFAC 세척기 모델과 마찬가지로
PALMA에도 특허받은 스프레이-바스켓
역방향 회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
다.
Full beam 노즐은 파트 표면 및 목표 지
점의 세척을 보증합니다. 배치의 앞 부분
은 배치를 향하여 장착된 추가 full beam
노즐이 최적화된 세척 프로세스를 실현
합니다.

Underwater
backflow filter

Treatment cell

Coalescing oil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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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AC PALMA
다양한 사용자
친화형 기능

The MAFAC PALMA 상세:
1: 자동 슬라이딩 도어

11: 신속 침수 펌프, 세척탱크 1

2: 초음파 유닛

12: 신속 침수 펌프, 세척탱크 2

3: 초음파 반사 포물 거울

13: 오일 분리기

4: 회전형 full beam 노즐 스프레이

14: 컨트롤 시스템

5: 회전형 임펄스 압축에어 건조

15: 세척탱크 1용 착탈식 바스켓 필터

6: 세척탱크 2용 착탈식 바스켓 필터

16: 세척탱크 1

7: 세척탱크 단열 재질

17: 세척탱크 1에 장착된 오일 분리용 오일 스
키머

8: 세척탱크 2
9: 신속 침수 시 세척탱크 2로부터
세척 전 주 순환부 미세 입자 제거용
기계식 미세 필터 작동
10: 신속 침수 시 세척탱크 1로부터
세척 전 주 순환부 미세 입자 제거용
기계식 미세 필터 작동

15
16
17

Individual
workpieces

Batches

Bulk materials

MAFAC PALMA
민감한 파트를 위한
세척 솔루션

산업용 제조 부품은 후공정에 투입되기

PALMA는 벌크, 배치 및 복잡한 형상

전 적합한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의 개별 부품이라도 완벽한 세척을 실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척입

현할 수 있으며 모든 재질에 뭍은 얼

니다. 고정밀 파트에 대한 세척과 건조는

룩을 말끔히 제거합니다. 고객의 까다

완벽해야 하지만 세척 프로세스가 파트

로운 세척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줘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경험의 MAFAC의 전문가가 항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 있어 MAFAC

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PALMA는 최적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세척 테스트를 진행하여 MAFAC

척 시간과 온도가 정밀하게 세팅되는 스

PALMA의 혜택을 체험해 보십시오. 환

프레이-수중 세척 기술은 민감한 부품을

경 친화적이며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

위한 최고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듀얼 세

의 세척 프로세스, MAFAC이 제공해

척 탱크 시스템은 프로세스 전/후 처리에

드립니다.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MAFAC KEA

MAFAC ELBA

MAFAC JAVA

The MAFAC machinery series for water-based parts cleaning.
From single tank to three-tank systems for sophisticated cleaning demands.

MAFAC MALTA

MAFAC PALMA 사양
4,0 kW
3,0 kW

강화 스프레이-압력 펌프: (옵션)
세척탱크 1:
370 l/min.

5,5 bar

5,5 kW

신속-침수 펌프: (옵션)
세척탱크 1:
출력
850 l/min.
침수 튜브
400 l/min.
스프레이 튜브
출력
세척탱크 2:
침수 튜브
850 l/min.
스프레이 튜브
400 l/min.
탱크 용량:
히터 출력:
온도:
승온 시간:

세척탱크
세척탱크
세척탱크
세척탱크
세척탱크

11 kW
4,0 bar
6,5 bar
11 kW
4,0 bar
6,5 bar

1:
2:
1 & 2:
1 & 2:
1 & 2:

720 Liter
600 Liter
15 kW
max. 75°C
ca. 1,5 h

미세 필터: (옵션)
신속 침수
표면 필터

세척탱크 1 & 2:
세척탱크 1 & 2:
세척탱크 1 & 2:

100 µm
100 µm
150 µm

유틸리티:
전기
공압
급수
배수
배기

V/Ph/Hz/kVA 400/3/50/45
Rp 3/4, 5-8
inch/bar
Rp 3/4, 0,5 - 1 0
inch/bar
inch
Rp 11/4
mm
DN 120

성능 데이터:
추출/응축, 평균 유량
초음파 세척 유닛 (옵션)
건조
펄스
열풍
진공
최대

시스템: (옵션)
압축에어 < 45°C
건조 250 m3/h
건조*
하중:
100 kg

■ 유로 스탠다드 바스켓
(600 x 400 x 288)
■
■
■
■

바스켓 필터
아날로그 온도 컨트롤 탱크 히터
세척탱크 단열 처리
수증기 추출/응축기 및 물방울 분리기

■ 오일 분리기 (수위 센서 장착)

중량:

세척액 없이
세척액 포함

색상:

하우징

옵션 사양:
■ 초음파 유닛
■ 확장형 바스켓 장착 가능
(600 x 480 x 338 mm)
■ 세척실 신속-침수
■ 주 순환부 기계식 미세 필터
■ 강화 펌프 시스템, 세척탱크 1
■ 바스켓 회전 속도 및 유형 컨트롤

2030 kg
3350 kg
Light gray
RAL 7035
Saphire blue
RAL 5003
anthracite gray RAL 7016

Dimensions:

■ 향상된 장비 수명을 위한 예열 시스템
■ 조명이 장착된 작업창
■ 완전 탈염 유닛
■ 원격 진단 시스템용 모뎀
■ 회전형 열풍 건조 시스템
■ 저압 기류 건조
■ 누수팬
■ 배수 펌프
■ 로딩용 운반차
■ 자동 운반 시스템
■ 진공 건조 시스템

B

Loading height

■ 탱크 수위 컨트롤
■ 720L와 600 의 두 고용량 탱크
■ 100% 침수-스프레이 세척

6 bar
ca. 3100 l/min.
0,015 bar max. 90°C

H

■ 자동열림 슬라이딩 도어 및 로딩판

600 m3/h
2 x 1 500 W

용적:
최대 바스켓 사이즈 mm B/T/H
480/660/338
장비 사이즈
mm B/T/H
2250/2300/2050
작업 높이
mm
860

소켓
표준 기능:
■ 손쉽고 빠른 유지보수를 위한
혁신적 장비 디자인

25 kHz

T

Your contact:

Ernst Schwarz GmbH & Co. KG Maschinenfabrik
Max-Eyth-Straße 2, D-72275 Alpirsbach
Tel. + 49 (0) 74 44/95 09-0, Fax 95 09-99
eMail: info@mafac.de, www.mafac.de

We would be glad to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on our other clean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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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bar
3,5 bar

*Additional height of 600 mm with vacuum drying system

스프레이-압력 펌프:
세척탱크 1:
335 l/min.
세척탱크 2:
300 l/min.

MAFAC 세척기
제품 개요
부품 수세척 시스템

산업용 부품
수세척 시스템

컴팩트한 고성능
세척기

강력한
듀얼 탱크 세척기

더욱 엄격해진 환경 규제는 산업용 부

MAFAC KEA는 산업용 부품 세척의 새
로운 혁신입니다. 최소의 공간을 차지
하도록 정교하게 제작된 컴팩트 세척
시스템은 다양한 사용자 혜택과 함께
최신 특허 기술을 제공합니다.
스프레이 시스템은 회전 바스켓의 역방
향으로 회전합니다. 필요 시 언제든 바
스켓 회전 기능은 끌 수 있으며 흔들기
모드(rocking motion)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레이 시스템은 fullbeam 및 flat-beam 노즐의 장착이 가
능합니다. 이는 파트에 대한 표면 세척
뿐 아니라 특정 부위의 집중 세척을 가
능케 합니다.
세척실 뒤쪽에 장착된 추가 full-beam
노즐은 세척 프로세스를 최적화 시킵니
다. 압축에어 건조 시스템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트를 완전히 건조시키며 두
에어 파이프가 교대로 작동하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탱크 내 세척액은 KEA의 새로운 오일
분리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으로 필터링
됩니다. 세척액의 최적화된 관리를 위
해 표준형 바스켓 필터 외에 추가 미세
필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세척된 파트에 붙어있는 미세 입자들이
제거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임에도 KEA의 세척 탱
크는 385L 용량을 자랑합니다. 이외에
도 64 ~ 74dB의 뛰어난 저소음 덕분에
모든 작업자는 MAFAC KEA와 함께 즐
겁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던 부품 세척기, 바로 ELBA입

품 세척에 있어 시장 요구와 환경적 책
임을 모두 충족시키는 솔루션을 필요
로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저희는 까다로운 세척 요건
에 부합하는 최신 특허 프로세스 기술
의 컴팩트 세척 시스템을 개발하였습
니다.
기계적 구성, 세척시간 및 온도 조절,
최소 화학물의 투입이 최적으로 결합
되어 뛰어난 세척 품질과 경제성을 보
장합니다.

니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다양한 적
용을 보장하는 ELBA는 세척의 수많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도금, 하드닝 및 코팅 공장에서부
터 선삭품 가공 기업, 기계 제조 및 자
동차 부품 공급업체까지 ELBA가 제공
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ELBA는 중앙 세척 프로세스 및 개별 세
척 프로세스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는 물론이고 사용자 중
심, 환경 친화적인 고성능 솔루션을 제
공합니다.
본 장비는 듀얼 세척 탱크, 통합형 에어
건조 기능, 쉬운 전자계 제어, 디지털
터치 스크린 등의 주요 기능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복잡한 코드 없이 개별 세
척 프로그램을 손쉽게 설정 및 저장할
수 있으며 세척 사이클은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전면부 로딩용 폴딩 도어는 ELBA 표준
사양이며, 완전 자동화 구축을 위해 바
스켓 운반 시스템과 결합이 가능한 수
직 슬라이딩 도어는 선택 사양입니다.
MAFAC ELBA가 제공하는 효율적 세척
프로세스와 뛰어난 성능을 직접 체험하
십시오.

고성능 스프레이수중 세척 프로세
스 기술

듀얼 탱크 고효율
스프레이-수중
세척 시스템

본 장비는 스프레이와 수중 세척을 동
New JAVA의 훌륭한 세척 품질은 스프
레이-수중 세척 기술로 보증됩니다. 세
척실은 50%까지 침수되며 스프레이는
물 안팍에서 모두 세척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중 세척은 스프레이로는 직접
닿을 수 없는 언더컷과 숨겨진 외형까
지 직접 침투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
합니다.
이와 같이 스프레이-수중 세척의 결합
으로 인해 심하게 오염된 파트라도 오
일과 입자로부터 완전 분리시킬 수 있
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세척액의 효
율적 재사용 및 짧은 사이클 타임을 위
한 최적의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탄생시
켰습니다.
총 705 L의 세척 탱크 용량은 기존 모델
에 비해 40%이상의 볼륨을 자랑합니다.
또한 105L의 대용량을 확보한 오일 분
리기는 세척액의 효율적 재사용을 가능
케 합니다.
JAVA 세척실의 빠른 배수는 사이클 타
임 단축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새 모
델은 기존 모델보다 두 배 빠른 50% 침
수 세척이 가능하며 이로인해 놀라운
혜택과 훌륭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
세스의 결합은 복잡하고 민감한 파트
를 믿을 수 있는 완벽한 품질의 세척을
가능케합니다.
PALMA는 신속 급수 시스템 덕분에 세
척실을 100% 채우는데 단 30초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침수용 세척탱크는
각각 720L, 600L입니다.
다른 MAFAC 세척기 모델과 마찬가지
로 PALMA에도 특허받은 스프레이-바
스켓 역방향 회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Full beam 노즐은 파트 표면
및 목표 지점의 세척을 보증합니다. 배
치의 앞 부분은 배치를 향하여 장착된
추가 full beam 노즐이 최적화된 세척
프로세스를 실현합니다.
파트의 건조를 위해 MAFAC PALMA는
임펄스 압축에어 및 열풍 건조 시스템
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컴팩트하며 스타일리쉬한 혁신적 디자
인은 PALMA의 자랑입니다. 장비의 주
요 구성 요소가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단열처리는 뛰어
난 절전효과를 보장합니다.
까다로운 세척 요건을 위한 최적의 솔
루션을 직접 체험하십시오.

KEA

ELBA

JAVA

PALMA

모델별 사양 비교표
특허받은 회전형 스프레이 시스템 및 로딩 시스템

●

●

●

●

벌크, 배치, 단일 형태 파트 세척

●

●

●

●

복잡한 형상의 파트를 위한 터뷸런스 스프레이-수중 세척

-

-

●

●

침수 수위 프로그래밍

-

-

●

●

세척실 신속 침수

-

-

-

o

초음파 유닛

-

-

o

o

● = 기본사양 o = 옵션 - = 사용 불가 *1= 그래픽 기능 *2 = 조명 기능
■ = 터치패널 그래픽 프로세스 5.5 인치 / 12 인치
세척 프로세스

완벽한 얼룩제거를 위한 세척 후 전용 린싱 프로세스

-

●(1-fold)

o

● (1-fold)

흔들기 모드 (각도 조절 가능), 바스켓 회전 속도 조절 기능 (1-4 U/min)

o

o

o

o

아날로그 온도 컨트롤 탱크 히터 및 단열 처리

●

●

●

●

회전형 열풍 건조 시스템

-

o

-

-

고정형 펄스 압축에어 건조 시스템

o

-

o

o

임펄스 열풍건조 시스템

o

o

o

o

회전형 열풍 건조 & 임펄스 압축에어 건조 결합 시스템

-

-

o

o

복잡한 형상을 위한 진공 건조

-

-

o

o

수증기 추출 시스템 및 응축기

●

●

●

●

유착 오일 분리기 (오일 수거팬 수위 모니터)

●

●

●

●

바스켓 필터

●

●

●

●

주 순환부에 장착된 비교적 작은 입자용 기계식 미세 필터

o

o

o

o

스테인리스 스틸 / 플라스틱 재질 컨베이어 구성부

●

●

●

●

o

o*2

o (2-fold)

건조 프로세스

세척 사이클 확인 작업창

o

●

주 순환부 정수용 완전 탈염 유닛

o

o

o

o

시간별 설정 프로그램, 사용 정지시 세척액 관리 프로그램

o

o

o

o

자동 수위 조절 컨트롤

●

●

●

●

사용자 친화형 프로그래밍 컨트롤 시스템

●

●

●

■

자동 열림 폴딩 도어 및 로딩 플레이트

●

●

-

-

자동 슬라이딩 도어

-

o

●

●

바스켓 로딩 / 언로딩 스테이션이 포함된 자동 운송 시스템

-

o

o

o

385

775

기타 기술 데이터
최대 탱크 용량

705 1820

탱크 갯수

1

2

1/2

2/3

유로 바스켓 사이즈 (600 L x 400 B x 288 H mm)

●

●

●

●

확장형 바스켓 660 L x 480 B x 340 H mm

-

o

o

o

Outer dimensions in mm
옵션에 따른 장비 높이 확장:
*열풍 건조 시스템+ 500mm
+진공 건조 시스템 + 600mm

너비

950 1400 1500 2250

깊이

1200 1830 1700 2300

높이

1500* 1800 2050+ 2050+

연락처:

Ernst Schwarz GmbH & Co. KG Maschinenfabrik
Max-Eyth-Straße 2, D-72275 Alpirsbach
Tel. + 49 (0) 74 44/95 09-0, Fax 95 09-99
eMail: info@mafac.de, www.mafac.de

We would be glad to provide you with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each
of the systems mentioned.

Product Overview UK 02/2010. www.werbeform.de. Subject to technical alterations.

탱크 관리 및 기타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