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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용 여과를 위한 Sefar 필터 솔루션

Sefar는 180년 이상 세계적으로 직물 관련하여 선도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엄격한 고체-액체 및 고체-기체 분리 공정에서는 고객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효율성 극대화와 오류 없는 작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다음 산업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와 함께 광범위한 여과 및 분리 솔루션 및 제품을 제공합니다.

화학

광물

환경

생명과학

식품

여과 솔루션 제공의 핵심 요소는 여과 공정에 대한 이해이며, 이는 Sefar의 핵심 역량입니다.
수십년 동안 합성실에서 필터 여과 제품을 개발해왔으며, Sefar의 혁신적인 직물은 광범위한 공정용 여과 시스템에서 신
뢰 받는 최고의 선택이 되어왔습니다.혁신적인 제품들은 전세계에 걸쳐 설치된 수천개의 사례를 통해 품질이 입증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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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응용 분야 - 솔루션 제공

다양한 공정산업의 까다로운 환경에 부응하고,필터장비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Sefar 는 일련의 전용 여과재 및 직물 기술
을 개발 하였습니다.전 세계에 분포한 자회사는 다양한 산업과 장치에 공급되는 광범위한 현지 솔루션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집진장치

캔들 필터

원심분리기
원심 체

냉각수 벨트 필터
압착식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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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층 건조기

압력 판 필터

수평 디스크 필터
압력 잎상 필터
플랜시프터

퓨리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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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회전식 디스크 필터
회전식 드럼 필터

진공 벨트 건조기
진공 벨트 필터
진공 잎상 필터

15
16
17
18
19

판매 직원과 기술 직원이 공동으로 당사 제품을 지원하며, 귀하에게 적절한 솔루션 공급을 도와 드립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요구 사항에 가장 부합하는 정확한 성능과 제품 종류가 포함됩니다.
여과 및 차단 제품의 신뢰받는 공급사로 Sefar를 선택하십시오.
당사는 귀하의 필요를 쉽게 충족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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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장치

Sefar는 제약, 식품, 화학 산업에서 배출 가
스 관리 및 제품 회수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
의 집진 백(bag)을 생산합니다.

이산화 타이타늄 분리 전용 X-시리즈 고온용 카트리
지 필터 제품

장점
 품 및 GMP 준수
식
n X-시리즈 제품을 통한 집진 능력 향상
n 신속한 납품을 위한 현지 지원
n

고가 생산물 회수 기술이 적용된 GMP 준수 집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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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들 필터

캔들 필터는 다목적으로 사용되며, 가연
성 물질 및 유독성 물질의 정화, 농밀화,
건조에 매우 적합 합니다. 폐쇄 설비에 여
과, 건조, 케이크 탈리 가능

Welded 튜브

장점
 형 직조 튜브로 여과 면적 증가
원
n 내화학성 및 내열성에 따라 PP, PET, PA,
PVDF, PEEK, E-CTFE 등 다양한 원단
선택을 할 수 있음
n 내화학성이 뛰어난PEEK 및 PTFE
n

SEFAR TETEX ® 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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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기

Sefar는 Liner, Inverting 원심분리백을 포
함한 모든 종류의 원심 분리 장치용 여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efar는 엄격한 품
질 기준을 마련하여 제약 산업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 다. Sefar는
원사 생산으로부터 필터에 이르기까지 중
요한 모든 생산 단계를 관리하며 ,모든 핵
심 요소에 대해 추적 가능 합니다

장비를 위한 맞춤식 디자인

장비를 위한 표준 디자인

장점
 산 손실 없음, 높은 생산성 유지 제품
생
이력 추적
n PA, PP, PET, PEEK 폴리머 사용
n 고온 응용 분야 가능
n

배수층이 있는 직물 - 이중직((D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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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기 시프터

원심분리 시프터는 면삭(scalping), 연마
, 분리, 분진 제거 등의 많은 공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효율 및 용량의 원심 시프터는 모
든 요소들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때에
만 가능합니다: SEFAR NYTAL ®PA-HD
및 SEFAR NITEX®정밀 직물은 바로 이
를 위한 것 입니다

터보 시프터 커버

장점
일
 관된 시프팅을 위한 업계 최고의
Mesh 품질
n 초
 강성 직물을 사용에 따른 긴 수명
n F
 DA 및 EU 식품 안전 기준 준수
n

SEFAR NITEX ®, SEFAR NYTAL® PA-HD

원심 시프터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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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및 절삭유 벨트 필터

냉각수 여과용 Sefar 제품군은 금속 공업,
제강 공장, 자동차 부문에서 벨트 필터상
의 냉각수 정화에 특화된 벨트 제품입니다.
Sefar 필터 벨트를 사용하면 환경 영향
을 줄이고 최고의 생산 표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SEFAR TETEX ® DLW Coolant

분진 차단 폐쇄 시스템

장점
 전하고 간단한 벨트 설치
안
n 효율적인 냉각수 정화
n 높고 안정적인 여과율
n 우 수한 표면 품질
n 환경 배출량 감소
n 총 비용 감소(도구의 수명 연장, ...)
n

대형 진공 필터용 수송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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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벨트 필터 용 마그네틱 인디케이터 스트립

필터프레스 여과포

Sefar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 된 원단을 기반으로 공정 산업에서 사
용 되는 모든 유형의 필터 프레스에 대
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efar와 장비 제조업체는 각 고객의 프로
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협력
해 왔습니다. Sefar 는 원스톱으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압착식 필터 직물 제작

비금속 아일릿

장점
 고의 화학적, 기계적 안정성
최
n 최적의 탈리성
n FDA 및 EU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솔루션
n

일반 직물 – 낮은 케이크 탈리성

최고의 탈리성을 위한 Sefar 캘린더 처리된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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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far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제
약 산업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 있
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약 업체와 협력하
여 개발된 Sefar 제품은 현재 시장에서 가
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Sefar
는 원사 생산으로부터 필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모든 생산 단계를 관리하며, 모든
핵심 요소에 대해 추적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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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층 과립포

Sefar 단접 기술을 사용한 제품 손실 없음 (재봉공 없음)

장점
 발 위험 예방
폭
n 생산 손실 없음, 높은 생산성 유지
n 이력 추적 가능
n PA 및 PET 폴리머로 제조
n

제전성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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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맞춤식 디자인

© Copyright BHS

압력판 및 수평디 스크여
과포

미세 입자, 안료의 여과 또는 고가 촉매의
회수는 수평 디스크 필터의 다양한 응용
분야 중 일부입니다.입자 포집, 케이크 탈
리, 세척성 및 수명은 필터 재료 선택의
주요 기준 입니다.

SEFAR TETEX ® DLW

SEFAR TETEX ® MULTI

장점
 산 손실 없음, 높은 생산성 유지
생
n 이력 추적 가능
n PP, PEEK, PA, PET, PTFE
폴리머로 제조
n 혁신적인 잠금 옵션
n 고온 응용 분야 적용 가능
n

쉬운 설치를 위한 모든 옵션 제공

SEFAR TETEX ® 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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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상 필터

미세 입자, 안료의 여과 또는 고가 촉매의
회수는 수평 디스크 필터의 다양한 응용
분야중 일부입니다.입자 포집, 케이크
탈리, 세척성 및 수명은 필터 재료 선택
의 주요 기준 입니다.

혁신적인 스케일링 억제제

장점
 전하고 쉬운 설치를 위한 혁신적인 솔
안
루션
n 광물 응용 분야용 스케일링 억제제
n 수집기와 백 사이의 최적 밀봉
n 단접 기술 사용으로 생산 손실 없음
n

연결 부위의 누출을 방지하는 특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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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정확한 치수, 최신 기술 사용

플랜시프터

분쇄된 생산물의 분류를 위한 플랜시프터
는 제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에 속
합니다.
Sefar 사업의 뿌리를 대표하는 제분은 최
고의 서비스 품질과 결합 된 SEFAR
NYTAL® PA 또는 금속망 ,정밀 직물의 다
양 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제조 액세서리 및 컨넥터 슬리브는 제분
업 자의 추가적인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SEFAR NYTAL® PA-XXX 및 PA-MF

SEFAR NYTAL® PA-Milling

장점
 율적인 선별을 위한 정밀 메쉬의 지속
효
성 있는 탁월한 품질
n 매우 정밀하게 제조되어 사용하기 쉬운
커버
n 긴 수명
n 3가지 폭으로 대부분의 품목 제공
n FDA 및 EU 식품 안전 기준 준수
n

모든 스크린 제조 액세서리의 단일 공급사

SEFAR NYTAL® PA-Leno w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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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파이어

퓨리파이어의 경우 회분 함량이 낮은 밀가
루 및 청결한 세몰리나(semolina) 생산에
주로 사용됩니다.
SEFAR NYTAL®, NYTAL PET-GG 제품 라
인은 정밀 선별을 보장하는 최고 수준의 광
범위한 직물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다양
한 스크린 제조 액세서리 및 컨넥터 슬리브
는 제분 업자에게 제공되는 당사 제품을
보완합니다.

즉석 클램핑 프레임에 사용하기 위한 커버

장점
 율적인 선별을 위한 정밀 메쉬의 지속
효
성 있는 탁월한 품질
n 3가지 폭으로 대부분의 품목 제공
n 매우 정밀하게 제조되어 사용하기 쉬운
커버
n 긴 수명
n FDA 및 EU 식품 안전 기준 준수
n

기본 프레임에 부착된 Sefar 퓨리파이어용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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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별 소모품의 단일 공급사

회전 디스크 필터

오늘날의 고성능 회전식 디스크 필터 또
는 고압 회전식 디스크 필터는 적절한 필
터 원단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기계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Sefar는이 필터 유형의 요구
사항에 특히 적합한 모노 및 멀티 필라멘
트 패브릭을 개발했습니다.

설치가 쉬운 필터 구성품

정점
 축성있는 모노 필라멘트 원단을 사용
신
한 좋은 탈리성 제품
n PA, PP, PET 폴리머 사용에 따른 화학
물질 및 마모성에 대한 내성 원단 선택
가능
n 설치 및 유지보수 시간 단축
n 혁신적인 커버 디자인
n

SEFAR TETEX ® 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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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드럼 필터

다양한 디자인의 드럼 필터는 이러한 필
터 종류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반영합니
다.
회전식 드럼 필터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Sefar는 독특한 일련의 필
터 미디어 종류 및 직물 기술을 제공합니
다.

SEFAR TETEX ® MONO

SEFAR TETEX ® MULTI

장점
 수한 공정 호환성
우
n 높은 여과 효율, 안전하고 간단한 설치
및 제품 손실 최소화
n 혁신적인 직조 기술
n

특수한 벨트 결함/잠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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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FAR TETEX ® DLW

진공 벨트 건조기

제품을 천천히 탈수해야 하는 대규모 건
조의 경우 보통 진공 벨트 건조기를 사용
합니다
SEFAR TETEX® DRY 특별히 제작된 원단
을 제공합니다
Sefar는 식품 및 음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진공 건
조기 벨트의 선도적인 공급사입니다.

- 바느질 끝단

- 단접한 끝단

- 열 절단 및 압착 끝단

Sefar의 벨트들은 클리퍼 클로저를 이용해 맞출 수
있습니다.

장점
 어난 열 전달로 인해 더욱 효과적인
뛰
건조
n 우 수한 케이크 탈리성
n 뛰어난 성능 및 긴 수명
n FDA 및 EU 식품 안전 기준 준수
n

SEFAR TETEX ®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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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벨트 필터

선도적인 OEM 제조사의 최선의 선택인
SEFAR TETEX® DLW로 만든 필터 벨트를
사용하면 다양한 특수 공정 조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여과 기능과 기계적으로 안정된 배
수성 원단 기능을 결합하여 탁월한 여과 성
능과 향상된 수명을 제공합니다.

SEFAR TETEX ® DLW Classic

SEFAR TETEX ® DLW HD (Heavy Duty)

장점
 어난 효율성 대비 포집 성능
뛰
n 우 수한 공정 호환성
n 높은 여과 효율
n 안전하고 간단한 설치 및 제품 손실 최
소화
n 총 소유 비용 감소
n

필터 벨트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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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FAR TETEX ® DLW HC (High Capacity)

진공 잎상 필터

Sefar는 진공 잎상 필터용 커버로 모노
필라멘트 및 멀티 필라멘트로 제작 가능
합니다
진공 필터 커버는 특정 공정의 특수성 및
요구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제조됩니다.

잎상 필터 백

장점
 양한 내화학적 및 내열성
다
n 높은 여과 효율
n 단접 기술 사용으로 생산 손실 없음
n 필터 성능을 최대화하는 혁신적인 직
조 기법
n

SEFAR TETEX ®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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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far worldwide

Sefar는 정밀 여과 원단, 단섬유를 포함한 스크린 인쇄 및 여과 시장의 선도적인 제조 회사 입니다
Sefar 여과 제품은 전자, 그래픽, 의료, 자동차, 식품, 의약품 응용 분야로부터 항공우주산업, 광업, 제련산업 및 건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Sefar는 여과 적용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제조 공정에서 최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전 세계에 분포한 자회사 및 제조 센터는 Sefar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솔루션에 관해 현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사

Sefar AG
Hinterbissaustrasse 12
9410 Heiden – Switzerland
전화 +41 71 898 57 00
팩스 +41 71 898 57 21
filtration@sefar.com
www.sefar.com

아프리카 자회사

남아프리카공화국 – Kya Sand
전화 +27 11 708-2485
info@sefarfilterpure.com
모로코 – Casablanca
전화 +212 522 66 14 66
info@sefar.ma
미주 자회사

미국 – 버팔로
전화 +1 800 995 0531
sales@sefar.us

캐나다  – 사그네(Saguenay)
전화 +1 418 690 0888
info.bdh@sefar.com

브라질 – São Bernardo do Campo
전화 +55 11 4390 6300
contato.brasil@sefar.com
멕시코 – Cuautitlan Izcalli
전화 +52 55 2291 0652
info.mexico@sefar.com
호주 및 뉴질랜드 자회사

호주  – 헌팅우드(Huntingwood)
전화 +61 2 8822 1700
oceaniasales@sefar.com

뉴질랜드 – MT Wellington
전화 +64 9 527 4409
salesnz@sefar.com

당사의 최신 일반 판매 조건이 적용됩니다.
사용에 앞서 업데이트된 제품 데이터 시트를 문의해 주십시오.

아시아 자회사

유럽 자회사

중국 – 쑤저우(Suzhou)
전화 +86 512 6283 6383
info.cn@sefar.com

영국 – 베리(Bury)
전화 +44 161 765 3530
sales@sefar.co.uk

한국 – 서울
전화
+82 2 713 9133
info.kr@sefar.com

독일 – 에들링(Edling)
전화 +49 8071 90400 0
info@sefar.de

인도  – 테인(District Thane)
전화 +91 2522 2940-34 /35 /36
info.in@sefar.com

말레이시아 – 조호르(Johor)
전화 +60 7 861 0023
info.my@sefar.com
싱가포르
전화 +65 6299 9092
info.sg@sefar.com

태국 – 방콕
전화 +662 6670-024
info.th@sefar.com

베트남 – 호치민시
전화 +84 862 925 562/3
info.vn@sefar.com

프랑스 – 리옹(Lyon)
전화 +33 472 13 14 15
vente@sefar.com

이태리 – 콜레뇨
전화 +39 011 42 001
info@sefar.it

네덜란드 – 로헴(Lochem)
전화 +31 573 744 111
info@sefar.nl

폴란드 – 포즈난(Poznan)
전화 +48 511 467 467
biuro.pl@sefar.com

스페인 – 카르데듀(Cardedeu)
전화 +34 93 844 47 10
info.maissa@sefar.com

터키 – 앙카라
전화 +90 312 287 34 14
info.tr@sefa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