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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ONER POWER PACKS TAX
텐셔너 용 전기식 유압 파워팩 TAX



TAX - The Power Packs for Tensioner
풍력 발전 산업을 위해 고안된 텐셔너 전용 펌프!

고성능의 쿨링 유닛의 일체화로 펌프의

과열 현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리모컨 상의 화면을 통해 어두운 공간에

서도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텐셔너의 작업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고정용 프레임 적용으로 보관 및

이동이 간편합니다.

· 프리미엄급 품질

- 텐셔너용 유압 펌프 TAX는 PLARAD가 가진

다년간의 텐셔너 개발 경험을 토대로 국내/국

제 특허를 취득한 프리미엄급 품질을 보유한 제

품입니다.

· 문서화 기능

- 추가 컨트롤 유닛을 통해 작업 결과를

문서화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액세서리

- 아날로그형 압력 게이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보완 압력 기능

- 텐셔너 작업 중 빈번히 발생하는 압력의 감소를 감지하여 작업자가 추가적으

로 버튼을 누를 필요없이 펌프가 자동으로 재가압을 하여 항상 동일한 압력을

제공합니다. 볼트 체결 부위의 작용으로 인해 압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자동

으로 보완해 줍니다. ti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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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화 및 간소화

- 극도로 간편화된 가압 과정을 통해 장비의 수

명을 극대화 하였으며 압력 부스터의 간소화를

통해 제품의 유지/보수가 간편해졌습니다. 

· 정확한 출력 값

- 텐셔너 작업에 있어 100% 신뢰할 수 있는

결과 값을 보장합니다.



TAX - The Power Packs for Tensioner

5Point  Extreme!
1. Extremely Fast
 - 기존 텐셔너 펌프에 비해 동일 시간 기준 많은 볼팅 작업 가능

2. Extremely Reliable
 - 표준 모델에서 리모컨 버튼을 통해 전자동 작업 가능

3. Extremely Light
 - 잠유형 모터로 인해 통급 최강 무게 대비 작업 효율

4. Extremely Tough4. Extremely Tough
 - 일체형 쿨링 유닛으로 과열 현상이 없어 장시간 사용에 적합

5. Extremely Durable
 - 부품 간소화를 통해 유지/보수에 용이  

※ 국내 판매용은 230V, 60Hz 기준입니다. 3상 400V 이상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상 400V, 440V, 480V 50/60Hz 제공 가능.

※ 오일 탱크 추가 가능 (4리터)

형식 작동 모드

자동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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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방식

전기 구동 방식

230V, 60Hz

표준

출력

(kW)

작동 유량

(l/min)

본 브로셔의 수정 및 복사는 반드시 PLARAD의 인가가 있어야 하며, 오역 혹은 에러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손해는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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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새코리아는 다릅니다!
한새코리아는 PLARAD 의 국내 유일의 파트너십 기업으로서 국내에 보다 보편화된

브랜드 정착과 함께 각 현장에 맞춰진 최적의 장비와 합리적인 견적을 통해 

사용자의 산업 현장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세계적인 기업의 기술력과 뛰어난 제품을

통해 사용자의 업무가 더욱 편리하고 간소화되길 희망합니다. 

한새코리아는 기존과는 다른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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