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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Your 
Dehumidifiers The Winning Edge

with

Desiccant Dehumidifying
Rotors & Cassettes

Desiccant Dehumidifying
Rotors & Cassettes

Absorbent
Non Toxic

Non Flammable
Fully water washable

INSIDE

TM



Desiccant Dehumidifying Cassettes and Rotors
for Low Humidity or High Ventilation needs !

 

 

 

Type of Ecodry Rotors

 

G3-LH

 저노점용 

  제습기로터

  (리튬배터리 

  플라스틱레진 

  건조 등)

 (-) 65℃까지의 
   저노점 용도에 

   적용 가능

G3-HH

 

 프리쿨링을 
   전제로 한 제습기용.

 제습냉방.

G3-MH

 산업용 저습도 제어용으로서 저비용으로 
   저온재생이 가능한 로터임

 전 산업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무기섬유상에 (유기물 함유량 2% 미만) 메탈실리케이트 함침.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DEPTH와 DIAMETER제품 공급가능.

 ECODRY G3로터 시리즈는 매우 높은 수분제거 능력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입구조건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제습기 로터는 유지관리가 필요 없으며 제습제 용해 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관상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치 않음.

 로터는 물세척 가능하며 고압공기에 의해 세척 가능함.

 로터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불활성 무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뛰어난 저항성을       

    보유하고 있음.

 우수한 기계적 강도.

 제습기 로터는 전기, 스팀, 온수, LPG 혹은 기타 열원으로 재생 

    가능함.

 로터는도 화상이나 연소를 지원합니다.

 장수명 베어링 사용.

 로터면에 표준 프랜지 부착형태로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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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your Dehumidifiers the winning edge with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SINGLE PHASE DRIVE

HORIZONTAL MOUNTING

LARGE SEGMENTED WHEELS

 

 

Option Available...Consult Factory
Process and Reactivation Ratio

P & R RATIO

50mm ROTOR DEPTH

100mm ROTOR DEPTH

200mm ROTOR DEPTH

400mm ROTOR DEPTH

3:1









1:1









  

  

  

  

 

 

 

Power Requirement* 

       *For other voltage options, please check with us.

230V / 1PH / 50Hz.

230V / 1PH / 50Hz.

415V / 3PH / 50Hz. OR 220V / 3PH / 60Hz.

415V / 3PH / 50Hz. OR 220V / 3PH / 60Hz.

6 WATTS

25 WATTS

1/6 HP

1/4 HP

EDC 250-370  

EDC 440-770  

EDC 965-2190

EDC 2450-4250

EcoDry Dehumidifying Plastic Dryers - Cassettes and Rotors

 

 

 

 

TM Desiccant Dehumidifying
Cassettes and Rotors

 CNC로 가공하여 분체도장으로 마무리.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높은 제습성능을 달성.

 로터 DEPTH 50, 100, 200, 400mm (standard).

 독특한 PTFE bonded bulb 실링으로 air leakage를     

    최소화함.

 연속 운전에 적합함.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

 주요부품에 접근이 매우 용이.

 신속한 서비스,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치 않은 구조임.

High efficiency and reliability
 레이저 컷 스텐레스 스틸 케이싱 PDC-390까지.

 레이저 컷 파우더 코팅 케이싱 PDC-510 이상.

 고성능 몰리큘러시브 로터.

 노점 -60℃까지 가능한 몰리큘러시브 로터.

 유기물 함유량 2% 미만의 불가연성 로터.

 견고한 구조로 성능과 내구성 겸비.

 압축공기로 세척이 가능함.

 수직마모를 최소화하는 고광택  표면의 휠, leakage가 거의 없음.

 Drag를 최소화하는 PTFE 코팅 실리콘 스폰지 실링.

 로터 DEPTH 200, 300, 400mm (standard).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드라이브 모터와 스피드 컨트롤러를 함께 공급.

 자가 윤활 내부 건조 베어링으로 높은 재생온도를 견딜 수 있음.



 

TM

Desiccant Cassettes Data

COUNTRY        Phone  Email  Website
MALAYSIA        +60-3-77259919 bam@bryair.com.my www.bryair.com.my 
CHINA        +86-21-51591555 info@bryair.com.cn www.bryair.com.cn 
PHILIPPINES        +63-2-8078436 mail@bryair.com.ph www.bryair.com/philippines 
BRAZIL        +55-41-36982222 contato@bryair.com.br www.bryair.com.br
INDONESIA        +62-21-79199023 indomark@bryair.com.my www.bryair.com.my/indonesia  
VIETNAM        +84-8-39956498 vietmarketing@bryair.com.my www.bryair.com.my/vietnam  
CANADA        +514-299-1131 vyeramian@driamerica.com www.driamerica.com
NIGERIA        +234-8097276772 bryairmarketing@pahwa.com www.bryair.com/nigeria   
SWITZERLAND        +41-91-6830971 msammartini@pro-kon.ch www.pro-kon.ch  
BANGLADESH        +880-1819409100 bryairbangladesh@pahwa.com www.bryair.com/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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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 (INDIA)
100-101, Udyog Vihar, Phase-IV,
Gurugram 122015, INDIA  
Tel.: +91-124-4188888
Fax: +91-124-4188800
E-Mail : drimarketing@pahwa.com 
Web. : www.drirotors.com

DRI (KOREA)
107-503 Yeoksam E pyonhan 
Sesang APT, Yeoksamdong 
755-4 Kangnamgu Seoul Korea 
(SeonReungro 69th street 20)
Tel.: +82-10-8635-0851
E-Mail:  drikorea@hanmail.net
Web: www.drikorea.co.kr

DRI (USA)
8675 Rio Grande Blvd. NW
Los Ranchos, NM 87114 , USA
Phone : +1 872-985-8477
E-mail : drimarketing@pahwa.com
Website : www.driamerica.com

DRI (UAE)
P.O. Box No. 120672,
Q3-106, SAIF-Zone, 
Sharjah, UAE 
Tel.: +971-6-5578148
Fax: +971-6-5578149
Email : enquire@dri.ae
Website: www.driroto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