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다단브로아

사용 설명서

DR 고압다단브로아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본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 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는 제품 사용중 문제가 발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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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사항

3. 특성 및 사양

4. 외형도

5. 전기공사

6. 제품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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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TBE401S/T,402S/T, TBE403T,404T,405T,406T
DR-TBE411S/T, TBE412T,413T,414T
DR-TBE401SB/TB,402SB/TB, TBE403TB,404TB,405TB,406TB
DR-TBE411SB/TB, TBE412TB,413TB,414TB <고온용>

<일반형>



제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설명서는 제작되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 반드시 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정확히 제품을 설치 및 사용하여 주시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에 나타나는 아래의 그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사망, 중상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접지하여 주십시요.

☞ 감전 및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부상이나 물적피해(화재, 제품의 내구력 저하 등)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주의

설치작업을 완전히 끝낸후 전원을 연결하십시요.

☞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금속판위에 설치하지 마십시요.

☞ 누전 및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속제 덕트를 사용하여 욕실의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덕트와 외벽 사이를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주십시요.

☞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요.

☞ 감전 및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연결된 어떤 상황에서도 날개에

손이나 막대등을 넣지 마십시요.

☞ 손가락이 절단되는 원인이 됩니다.

모터 및 배선부는 절대 전기가 통하는

액체류로 청소하지 마십시요.

☞ 전기부분에 물, 도는 습기가 묻었을 경우

   누전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누전차단기를 필히 설치 하십시요.

☞ 감전 및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스위치 및 연결 콘센트는 습기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주십시요.

☞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젖은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요.
②보수,청소시 반드시 플러그를 빼고
   작업하십시요.
③손상된 전원코드나 플러그를 사용하지
   마시고 판매처에서 구입하세요.

☞ 감전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요.

☞ 감전 또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어떤 경우에도

제품에 물을 뿌리지 마십시요.

☞ 감전 및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역풍시 오염된 공기가 유입 될 수 있는

장소를 피하여 설치하십시요.

☞ 오염된 공기의 유입시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폭발 위험성, 인화성 가스등이 있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요.

☞ 누전, 스파크등에 의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   경고사항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안내

경고, 주의사항



220V
380V

배기관은 짧고, 굴곡은

작게하여 주십시요.

☞ 소음이 커지고 배기량이 감소합니다.

결빙이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요.

☞ 제품의 작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날개를 손상시키거나 변형시키지

마십시요.

☞ 소음, 진동의 발생 및 내구성이 저하됩니다.

본제품은 단상220V, 삼상220V, 380V

전용제품입니다.

정격전압이 아닌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차단하여 주십시요.

☞ 제품의 성능저하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본체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화공

약품이나 기타 유해성 물질이 있는 곳

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요.

☞ 제품의 내구성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제품을 덕트등에 연결할 경우 본체와 배기구의

연결부위 등은 코킹제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밀폐하여 주십시요.

☞ 완전밀폐하지 않으면 배기성능이 저하됩니다.

분진 기름기가 많은 곳에 사용시에는 날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주십시요.

청소는 가구용 합성세제 및 중성세제(40℃온수)

를 이용하십시요.
☞ 소음, 진동의 원인이 됩니다.

한 콘센트에 여러개의 플러그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용량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요.

☞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근처나 전열기 부근 또는

환풍기의 부근온도가 60℃이상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요.

☞ 화재의 위험 뿐만 아니라 제품의 내구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원인이 됩니다.

설치완료후 제품의 설치강도를

확인하여 주십시요.

☞ 부착상태가 약하면 제품의 추락 및 소음,

    진동의 원인이 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설치시 FAN 직경이상

의 흡입구를 설치하여 주십시요.

제품의 설치공사 전 제품의 적정 여부(배기방향, 소음정도,

사용전압, 결선방법)을 확인 후 설치하여 주십시오.

☞ 흡입구가 없으면 환풍기의 배기성능이

    떨어집니다.

☞ 제품의 내구력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중의 흡입온도가 40℃이상되는

곳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요.

☞ 전기부품의 절연이 나빠져 제품의

    내구성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회전중 커텐, 끈등이 말려들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요.

☞ 모터의 소손으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신나, 벤졸, 등유, 연마분등을

이용하여 청소하지 마십시요.

☞ 화재, 변색,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4. 외형도

3. 특성 및 사양

1∮ 220V 60Hz

MODEL JA B LIH NMKFE GDC

MODEL JA B LIH NMKFE GDC

DR-TBE401S/T 219.5328.5 35 929975 20016117310039.5 39.56785

DR-TBE401SB/TB 219.5391.5 35 929975 20016117310039.5 39.56785

219.5366.5 35 929975 20016117310039.5 39.567123DR-TBE402S/T

219.5429.5 35 929975 20016117310039.5 39.567123DR-TBE402SB/TB

219.5337 38 92149124 20016817310032 3267109.2DR-TBE411S/T

219.5400 38 92149124 20016817310032 3267109.2DR-TBE411SB/TB

3∮ 220/380V 60HzDR-TBE414T/TB 2 10.03/5.7 10.2/5.8

3∮ 220/380V 60Hz
750

3,500

DR-TBE411S/SB
DR-TBE411T/TB

2

3∮ 220/380V 60HzDR-TBE412T/TB 2 5.49/3.12 6.51/3.71,500

3∮ 220/380V 60HzDR-TBE413T/TB 2 9.25/5.26 8.95/5.092,200

MODEL

1∮ 220V 60Hz

3∮ 220/380V 60Hz

1∮ 220V 60Hz

3∮ 220/380V 60Hz

3∮ 220/380V 60Hz

3∮ 220/380V 60Hz

3∮ 220/380V 60Hz

DR-TBE401S/SB
DR-TBE401T/TB
DR-TBE402S/SB
DR-TBE402T/TB
DR-TBE403T/TB
DR-TBE404T/TB
DR-TBE405T/TB

60Hz

2

2

2

2

2

50Hz 60Hz 50Hz 60Hz 50Hz 50Hz

5.15/2.93

9.59/5.45

9.59/5.45

10.1/5.79

60Hz

5.91/3.36

3.34/1.92.1/1.4

6.95.85

4.7/2.654.2/2.2

3.55 5.45 16.5

18

20.5

21.5

33

36.5

40.5

44

18

29.5

33.5

37

7.86/4.47

8.92/5.07

날개치수

(㎜)

최대풍량
(㎥/h)

최대정압
(㎜Aq) 상.전압

(∮.V)

극수

(P)

750

750

1,500 1,986

2,910

1,244

1,175725

1,080725

1,5251,035

1,620910

7.55.3

5.28/3.03.8/2.2

1,7601,110

1,7001,095

1,910

2,4751,717

3,3002,230

2,1901,360

2,9201,920

3,3602,320

837589

1,085768

702

696615

1,337937662615

1,5561,113682586

3102301,6351,400

6003861,076932

818578980860

1,065758978830

621

355260595510Ø390

Ø390

Ø390

Ø390

Ø390

Ø390

Ø390

Ø390

Ø390

Ø390

640470635544

2,200

2,200

입력

(W)

소비전력
(W)

전류

(A)

3∮ 220/380V 60HzDR-TBE406T/TB 2 10.2/5.83,500

중량

(kg)

DR-TBE401/402/411 일반형 

401/402/411 일반형 

DR-TBE401/402/411 고온용

401/402/411 고온용



5. 전기공사

배선도. . 배선도. .

결선도. . 결선도. .

FAN

전동기 브레이커

<사용자가 설치>

전동기 브레이커

<사용자가 설치>
전자 접촉기

(사용자가 설치)

스위치

(사용자가 설치)

.입력 전압이 220V 또는 380V인지 
확인한 후 결선도에 의해 결선하여 주십시오. 
오 결선시 모터가 소손될 수려가 있습니다.

(220V/380V)

220V 일 때

R

케이블

전동기

S

T

흰색
빨강
파랑
검정
녹색
노랑

전

원

전

원

스위치

(사용자가 설치)

콘
덴
서

녹색(점자)

청색(백색)

갈색(검정)

전원

<단상220V> <3상220V, 380V>

M

FAN

M

380V 일 때

R
S
T

케이블

전동기 흰색
파랑
녹색
빨강
검정
황색

M

MODEL
DR-TBE403T

J
219.5

219.5

219.5

219.5257.5

A
436.8

513.2

551.5

475

B

35

35

35

35 16

16

16

16

L
92

92

92

92

I
99

99

99

99

H
75

75

75

75

ON
200

200

200

200

M
161

161

161

161

K
173

173

173

173

F
53

53

53

53

E
125 143

181

219

125

125

125

GD
91

91

91

91

C

MODEL JA B LIH ONMKFE GDC

149.5

219.5499.8 35 16 929975 200 161173116125 14391149.5

219.5538 35 16 929975 200 161173116125 18191199.5

219.5576.2 35 16 929975 200 161173116125 21991237.8

199.5

237.8

276

219.5257.5614.5 35 16 929975 200 16117311612591276

DR-TBE403TB

DR-TBE404T

DR-TBE404TB

DR-TBE405T

DR-TBE405TB

DR-TBE406T

DR-TBE406TB

145.2 219.5419.2 38 16 92149124 200 16817321125106159.4DR-TBE412T

195.4 219.5496.4 38 16 92149124 200 16817321125106209.6DR-TBE413T

245.6 219.5519.6 38 16 92149124 200 16817321125106259.8DR-TBE414T

145.2 219.5482.2 38 16 92149124 200 16817384125106159.4DR-TBE412TB

195.4 219.5559.4 38 16 92149124 200 16817384125106209.6DR-TBE413TB

245.6 219.5582.6 38 16 92149124 200 16817384125106259.8DR-TBE414TB

DR-TBE403/404/405/406/412/413/414 일반형

403/404/405/406/412/413/414 일반형

DR-TBE403/404/405/406/412/413/414 고온용

403/404/405/406/412/413/414 고온용



제 조 번 호

보 증 기 간

대   리   점

구 입 일 자

제 품 보 증 서

보증내용 (조건)

품        명                           DR 고 압 다 단 브 로 아

년          월         일

구입후 1년

이 보증서의 소정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 보증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보증하여 드립니다.

보증내용(조건)은 아랫면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이 보증서는 재발행되지 않으니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

.

.

.

.

1.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 또는 자연발생적인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상 서비스를 하여 드립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일지라도 유상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사용상의 잘못 또는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

    - 당사 서비스센터를 통하지 않은 수리 또는 개조에 의한 고장

    - 천재지변 (화재, 염해, 가스피해, 지진, 풍수해, 낙뢰, 이상전압, 이상

        주파스 등)에 의한 고장

    - 품질보증서가 없거나 보증서의 기재항목에 내용이 없는 경우

3. 구입일로부터 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유상서비스를 

    하여 드립니다.

본       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 7로 115 (둔산리 926-3번지)
              TEL : (063) 262-5100~5  /  FAX : (063) 262-5107

서울사업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608 (청원리 32-1번지)
               TEL : (031) 8047-5161~2  /  FAX : (031) 8047-5163

고객서비스센터 : 1644-5153

본 사양들은 제품의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륜산업주식회사

모   델  명 DR-TBE401S/T,402S/T, TBE403T,404T,405T,406T
DR-TBE411S/T, TBE412T,413T,414T
DR-TBE401SB/TB,402SB/TB, TBE403TB,404TB,405TB,406TB
DR-TBE411SB/TB, TBE412TB,413TB,414TB <고온용>

<일반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