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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에는 에어컨, 실외에서는 Cooling Fog System

몸에 묻지 않는 미세 안개 분무

  운전비용
Cooling Fog System은 대형 시설에도 운전 비용은 일일 ￦1,795 전후의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하기 산출 기준은 7m×10m×100m 전통시장 기준입니다

  특징
● 80℃의 광각 미립자 노즐로 분사하여 입자가 서로 겹침을 방지하고 빠르게 기화 시켜야 합니다.

● 온습도, 환기계수(바람조건)에 따라 분사량을 조정하여 고객의 쾌적함을 추구합니다.

● 분사 대상 위치에 온습도를 감지하여 현장 조건에 맞게 조절합니다.

● 노즐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아 위생적입니다.

1. 조건
1 ) 분 무 량 : 480L/hr (Lihom031 200개 사용)
2) 가동시간 : 4시간×30일
3) 전 기 세 : ￦59.1/kw (단상 기준)
4) 상 수 도 : ￦750/ton (업무용 기준)

2. 전기요금
1 ) 소비전력 : 1.5kw (단상 2마력)
2) 전 기 세 :  1.5kw×4시간×30일×59.1원  

( = 총 10,638원/월)

3. 수도요금
1 ) 분 무 량 : 480L×4시간×30일 = 57.6ton
2) 수 도 세 :  57.6ton×750원  

( = 총 43,200원/월)

1. Cooling Fog System이란…
안개에 닿아도 젖지않는 미립자를 사용하여 옥외나 대공간을 간단하게 냉방 할 수 있는 시스템.

2. Cooling Fog System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스템
안개가 공기중에서 증발할 때에 주위의 열을 빼앗는 성질을 이용하여 에어컨과 같이 배열을 내지 않고,  
열섬현상(Heat Island) 완화

3. Cooling Fog System은 경제적 운전비용의 시스템
전원과 수도가 있다면 어디라도 설치가능.  전기 소비는 동급 에어컨대비 약 1/40, 운전비용은 1/10의 범용적 고효율 시스템.

4. Cooling Fog System의 적용범위
야외 행사장, 건물및 빌딩 출입구와 내부, 축사/돈사/계사등 가축 사육장내 소독 및 온습도 조절,   
공장 작업장내 먼지 및 온습도 조절, 하우스/온실등 농업시설내 온습도 조절,  
주물/사출 등 열발산 제품의 냉각, 기타 산업용 기체/고체/액체의 냉각

  소개
Cooling Fog System은 분무기 보다 휠씬 작은 입자경을 사용하므로, 사람에게 분사해도 젖지 않는 입자경 20㎛대의 안개를 

분사하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냉방 시스템입니다. 
하절기 3~5M정도의 높이에 설치되면 노면과 인체는 젖지않고 3-5℃의 주변 온도를 낮추어 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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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Kit
  특징

● Cooling system의 축소판으로 펌프 및 노즐등을 직접설치하는 제품입니다.   

● Cooling system대비 1/10~1/20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손쉽게 구입 가능한 제품입니다.  

● Cool-Kit 전용 APP(앱) 어플로 자동 동작 가능한 제품입니다. 

● 물과 전기만 사용하여 운전비용이 저렴하다.   

Cool Kit 사양표

Cool Kit의 핸드폰 앱(APP)을 통한 스마트한 동작기능

설치도

모   델 유   량 펌   프 전   력 최대압력 회 전 수

FG-150 1.5L/분 3pistons 180W
70Bar  

1000Psi
1400/50Hz 
1680/60Hz

1. 플레이스토어접속 2.  검색어 창에  
'fog machine' 검색

3. 설치 눌러 다운받기 4.  블루투스(Bluetooth)  
켜고 기기검색

5.  '전원' 버튼 '살짝' 살며시 
3초 누른다

6.앱 실행합니다. 7.  사용자 정의 고급 모드 
위하여 밑에 줄 중간  
'모드선택' 을 살짝  
살며시 3초 누른다. 
그러면 전과 다르게 윗줄 
2번째 불이 들어온다.

8.  사용자 정의 고급 모드 
실행  
시작시간, 정지시간,  
운행시간, 지정후 사용 
가능하다.

9.  사용자 정의 간단한 모드 
실행 
시작시간, 정지시간,  
운행시간, 지정후 사용 
가능하다.

*  블루투스를 켜고 난 후 쿨키트  
'전원버튼'을 누르고 '앱(App)'을  
실행합니다.

*  작동중 블루투스를 끄면 작동의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고급모드시 분사시간이 짧거나  
분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행 설정 작동시간,  
정지시간 확인' 할 것

*  블루투스 연결 후엔 전원 'ON/OFF'
는 별로의 본체 버튼을 누르지 않고 '
앱(App))'을 이용하여 사용합니다.

*  블루투스 앱 작동 반응이 없다면  
중간 버튼을 끄고 켜 확인 가능 
하다.

3~5℃
외부온도

쿨링



4  실내에는 에어컨, 실외에서는 Cooling Fog System

몸에 묻지 않는 미세 안개 분무

  Cool Kit 적용사례

국   내

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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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Jet

  Cool Jet이란?
● 안개보다도 세밀한 젖지않는 입자경으로 분무합니다.(10~30㎛)

● 팬의 바람을 이용하여 분사하여 환경냉방, 살수 및 분진억제를 실행합니다.

● 주변의 온도를 3~5℃ 저하,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냉방효과를 실현합니다.

● Semi Dry Fog가 증발할때 주위의 열을 빼앗는 원리로 냉방효과를 발휘합니다.

  Cool Jet의 효과
● 습도유지 - 건조방지, 주변가습

● 냉방 - 작업장 및 주변의 열기를 4℃이하로 하락

● 먼지 및 분진제거 - 작업장 및 창고 등의 비산 먼지 방지

● 열섬방지, 주의환경의 쾌적화,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및 작업환경개선등….

  적용범위
● 적용가능한 범위 : 실내와 실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

● 설치할 수 있는 곳 :  야외 까페, 명소, 창고, 워크샵 장소, 야외 레스토랑, 바,  

주차장, 가축, 식물 온실,  온실, 운동장, 체육관, 교실, 보행자 거리,                                 

버스 정류장 외

전원 220V

상수

Cool Jet 사양표

모   델 유   량 전   력 최대압력 회 전 수 물탱크 용량

Mister LEE 0.25L/min 280W
60Bar 
87Psi

50Hz / 60Hz 46L

3~5℃
외부온도

쿨링



6  실내에는 에어컨, 실외에서는 Cooling Fog System

몸에 묻지 않는 미세 안개 분무

  Cool Jet 적용사례

  Cool Jet의 풍량과 유효거리

●CLJ-600 (대형 작업장의 냉방과 주변의 가습으로 분진방지, 탈취 및 소취)

●CLJ-400 (중소형 작업장과 국소적 열발생 지역의 냉방, 분진의 방지, 탈취)

●CLJ-300 (실내외 냉방 및 가습, 원예농가의 쿨링 및 가습)

●CLJ-300 ●CLJ-400 ●CLJ-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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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적용사례



기타 취급 상품

공조 가습 System

1, 2류체등 다양한 Nozzle System

산업용 Cooling system

탈취(악취저감 System)

그 외 취급품목
산업용 초음파 가습기, 고효율부상油회수장치, Chemical Pump 및 관련기기류, 배관기기류, 각종 플라스틱 
판재, 환봉 및 다양한 기자재류등.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 대륭테크노타운 1차 408호
TEL. 02-851-9679     FAX. 02-851-9660
www.leetechf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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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Fog로 근거리에서 98%이상의 Non-drain Cooling System
•공정의 먼지조각 삭감, 다음 공정의 화상대책, 생산 효율의 증대
•전기 소모량이 적은 분무기화 방식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대책
•에너지 소모량을 최대 30% 절감(발전설비, 냉방 실외기, 흡기냉각)

• 노즐 안개분무 시스템을 무독성 탈취제와 결합하여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인 
탈취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극소 미립자가 시스템의 범위가 미치는  
곳까지 탈취제를  이동시켜 사업장내의 악취를 저감 및 제거할 수 있으며, 하수 
종말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환경사업소, 음식물 적환장, 슬러지 반입장 등  
악취가 발생되는 사업장 또는 작업공간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계식 탈취기의 
효율을 증가시켜준다.

• 반도체, 전자부품, 인쇄, 제철, 자동차, 제지, 화학,  식품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노즐system 

• 세정, 산포, 디스켈링, 냉각, 도포, 조습, 살균소독, 공조가습 분야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Mist 엔지니어링 노즐

• 클린룸 내부 리턴 덕트나 풍도내에 노즐을 설치하여 분무하는 방식으로 기존 
스팀방식보다 운전비용 1/5~1/8까지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SYSTEM

특  허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