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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KFC-120와 KFC-120S 의 차이 (KFC-120 and KFC-120S differences)

Type

Old filter filled with oily dusts, therefore it should be 
put in lukewarm water for 10 minutes with a neutral 
detergent by 95:5 ratio. Then it is washed in water 
and dried in a room temperature before use.

Method of reusing filter 필터 재생 방법

오래된 필터는 기름 먼지가 많으므로 중성세제를 미지근한 
물에 95:5의 비율로 10분 정도 담궈 씻은 다음 자연 건조해 
사용 하시면 됩니다.

특   징

사용 조건

1.  빗살무늬 사출물 케이스로 제작되어 있어 외관이 미려하고 
    가볍습니다.

1.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너무 오염이 심할 경우는     
    교체하여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2.  필터는 재생 가능하므로 중성세제 및 압축공기에 털어서 
    여러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실내는 오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 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주변 사용온도는 -10℃~+70℃이며 악조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4.  케이스와 필터 간격이 닥트 구조로써 미세한 먼지까지도
    넓게 흡수 가능합니다.

Characteristics

Conditions of use

1.  This product is made into injection molding case with 
    comb patten therefore external is refined and light. 

1.  The filter must be cleaned regularly and replaced 
    with a new one when the pollution of filter is serious.

2.  Filter can be reused several times after it is shaken  
    off in a neutral detergent or compressed air.  

2.  You need to mainta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s
    clean as possible to prevent the inside from being 
    polluted. 

3.  The surrounding temperature while in use is 
    -10℃~+70℃, which includes extreme conditions.  

4.  The duct structure is designed between the case and 
    the filter, allowing for the wide absorption of fine dust.

KFC KFC

크기

120 소

150 중

200 대

형식
무 기본형

S 슬림형

옵션

무 빗살형

1 원형

M 메탈

Size

120 Small

150 Medium

200 Large

Type
None Standard type

S Slim type

Option

None Comb pattern

1 Round pattern

M Metal

KFC-120 KFC-120S

22mm
1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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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냉각기

OIL COOLER

오일 스키머

OIL SKIMMER

인터페이스 커버

INTERFACE COVER

전자 클러치용 정류기

전자 브레이크용 정류기

POWER CONVERTOR

역상 계전기

NEGATIVE-PHASE
RELAY

풋 스위치

FOOT SWITCH

푸쉬 버튼 스위치

PUSH BUTTON
SWITCH

코드 스위치

CODE SWITCH

노브

KNOB

로타리 스위치

ROTARY SWITCH

낙뢰 피뢰기/써지보호기

SURGE PROTECTIVE
DEVICE

써지 킬러

SURGE KILLER

스파크 킬러

SPARK KILLER

LED 시그널 램프

LED SIGNAL LAMP

노 휴즈 브레카 핸들

N.F.B HANDLE

케이블 그랜드

CABLE GLAND

팬 커버
FAN COVER

로드메타・알피엠 메타

LOAD METER・
RPM METER

힌지/록커/키

HINGE/LOCKER/KEY

기타 품목

THE OTHE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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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120-1

KFC-120-2

KFC-120-M

KFC-150-1

아이보리(lvory) 블랙(Black)

회색(Gray) 블랙(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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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120

KFC-150

KFC-200

아이보리(lvory) 블랙(Black)



오일 냉각기

OIL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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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SKIMMER

인터페이스 커버

INTERFAC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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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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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 SWITCH

푸쉬 버튼 스위치

PUSH BUTTON
SWITCH

코드 스위치

CODE SWITCH

노브

KNOB

로타리 스위치

ROTARY SWITCH

낙뢰 피뢰기/써지보호기

SURGE PROTECTIVE
DEVICE

써지 킬러

SURGE KILLER

스파크 킬러

SPARK KILLER

LED 시그널 램프

LED SIGNAL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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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B HANDLE

케이블 그랜드

CABLE GLAND

팬 커버
FAN COVER

로드메타・알피엠 메타

LOAD METER・
RPM METER

힌지/록커/키

HINGE/LOCKER/KEY

기타 품목

THE OTHER PRODUCTS

185TEL : 051) 322-5151 / FAX : 051) 322-5155 / www.kem.co

팬 커버 FAN COVER

KFC-120S

KFC-150S

KFC-200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