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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저감 증발냉방장치 전문기업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안개핀조경은 설계부터 제조, 시공까지 직접실행을 원칙으로 합니다전문건설업 및 직접생산확인증명

LOCATION

본사•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동함평산단길 19-135

T 061.322.0882 F 061.322.0885

1. 설계

본사의 설계 전문 인력이 각 현장마다

직접 방문하여 정밀한 설계도면과 내역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번호 : 함평 2018-17-01

[기계설비공사업] 등록번호 : 함평 2021-10-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제2021-0481-00469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옥외조명설비공사 제2020-0541-00363호

2. 커스텀제작

기성화된 자사 제품 이외에도 고객 요구

에 따른 설계제품을 우수한 품질력으로

맞춤 제작을 합니다. 특히 고압분무

시스템은 안정성이 중요하여 높은 기술

력을 필요로 합니다.

3. 제조생산력

자사는 고압분사 장치인 미스트폴 기준

연간 1,000대의 생산력을 보유하며

72시간 동안 강압시험을 거쳐 내압력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만을 출고합니다. 

4. 현장책임시공

현장은 하도급이 아닌, 직접 시공을

통해 진행합니다. 특히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숙련된

자사 기술자가 책임시공함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5. 유지운영관리

쿨링포그 시스템은 계절별 관리가

중요한 설비입니다. 동계절 드레인

봄철 시가동, 여름철 운영기간 필터

및 오일관리 등 자사의 유지관리팀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서울•경기 본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73번길 7, 402호

T 031.755.3898 / 031.753.3339

대전•충청 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287번길 59-17

T 042.282.0300 F 042.282.0301

광주•전라 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 53번길 36

T 062.381.3898 F 062.381.3893

제주 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82번길 83

T 010-8550-1144 T 010-369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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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핀조경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쿨링포그 시스템 기술로

우리의 일과 생활, 여가에 보다 나은 환경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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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R&D를 통한 기술증진 이상적인 폭염저감시설물 시공을 위한 설계지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 대상지 실사 및 여건분석

최초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지의 시설물

여건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이상적인 쿨링포그 시스템의 설치도를

제안하고 관로 및 토공사를 위한 상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쿨링포그 시스템에 관한 특허 및 기술 인증

폭염저감 쿨링포그 시스템의 분사 장치 및 분사 제어 기술 등의 특허 및 기술 인증은

약 10여 개 이상 보유하여 쿨링포그 기술에 관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 니즈, 국내 추이에 맞는 디자인, 제품력 등은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R&D 부분에서는 아끼지 않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허 10-1998116호 / 실용신안 20-0492129호, 20-0492193호 / 디자인등록 30-1073660호, 30-1010218호, 30-1055839호, 30-1073908호 우수발명품인증 제 2020-0151호 / 벤처혁신조달상품인증 제 2019-04-0026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제 2020114380호 / ISO 품질경영체제인증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여성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인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 3D 시뮬레이션

설계에 들어가기 전 3D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미스트 분사

배치와 고압관의 관로 구성 계획을 실행

합니다.

3. 설계도면

GIS 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지의 정확한 위치도와 시설물의

배치도, 제작 제품의 실시설계서를 실행

하여 착공 시의 다양한 상황을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도면화 합니다.

4. 제작 및 공사 산출내역서

예산 범위에 따른 산출내역서와 수량

산출서를 작성합니다. 건설법에 따른

표준 품셈, 제비율, 노무비, 재료비 등

시장 단가를 조사하여 정확한 근거에

따라 내역화합니다.

5. 원가조사연구보고서

경우에 따라 자사에서 실시한 내역은

국가공인이 인증된 기관에 원가 조사

연구 의뢰를 통해 인증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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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폴은 공원, 광장 등 공공이용시설에 적합합니다미스트폴 쿨링포그 지주식 분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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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폴의 분사구 내부의 노즐 및 고압 부속은 내식성과 고압에 강한 STS 316 재질을 사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주의 외형은 STS 304로 외부에 강한 분체도장하여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공원 등의 이용객의 동선이 짧은 곳은 좌우 배치를 통해 분무량과 연출을 늘리며 동선이 긴 산책로 등은 일렬로 배치해

분무 거리를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MISTING KIT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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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ressure

Manifold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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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ing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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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포그 시스템의 지주식 분사장치인 미스트폴은 분사노즐 면에 LED 조명이 결합하여

폭염저감과 경관조명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는 지주식 복합장치입니다. 

특히 특허청 우수발명품으로 인증되어 특허기술이 접목된 우수한 성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기성화 된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디자인에 따라

제작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캐릭터를 형상화 한

캐릭터형 미스트폴이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미스트폴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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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포그 시스템의 지주식 분사장치인 미스트폴은 분사노즐 면에 LED 조명이 결합하여

폭염저감과 경관조명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는 지주식 복합장치입니다. 

특히 특허청 우수발명품으로 인증되어 특허기술이 접목된 우수한 성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기성화 된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디자인에 따라

제작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캐릭터를 형상화 한

캐릭터형 미스트폴이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미스트폴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미스트바는 주로 데크로드 및 다리 등의 난간에 설치하며 통상 난간 1개당 규격은 1.5~2m 로 거리가 긴 난간일

경우 난간 기둥을 중심으로 한 개씩 건너뛰며 배치를 하여 분사거리를 넓힐 수 있습니다.

미스트바 방식은 강관, 피팅, 노즐이 일체화된 바 형태의 제품입니다.

내부 고압분무 부속은 STS 316 부속들로 구성되고 외관재질은

스테인레스로 가공, 분체도장을 입혀 외부노출에 대한 내구성 및 파손에

강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분사면에 LED 조명이 결합되어

폭염저감 기능과 경관조명 효과가 어우러져 다양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 색상과 맞춤형으로 다양한 색상의 미스트폴

미스트바의 특장점

미스트바는 난간, 데크로드 등 도보시설에 적합합니다미스트바 쿨링포그 거치식 분사장치
AGP-MB-01-15W

기존 쿨링포그 시스템은 고압수송에 필요한 강관, 피팅, 그리고 분사노즐로 외부에 설치되어

부식과 파손의 위험성이 노출되고 외관상 미관을 해치는 부조화가 단점입니다.

쿨링포그 시스템의 거치식 분사장치인 미스트바는 분사노즐 면에 LED 조명이 결합하여

폭염저감과 경관조명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는 복합장치입니다. 특히 배관 및 노즐이

노출되지 않고 일체형 단일제품으로 다양한 환경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STS304, Powder Coating STS316, Misting Nozzle, 0.15mm LED, WRGB, 12v, 15w

1200

50

기존 쿨링포그 시스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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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미스트 분사장치 사용하는 환경에 맞는 제품이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미스트캡  MIST CAP

미스트캡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고압노즐

뭉치를 결속하여 쿨링포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분사장치 입니다. 기존 경관조명등, 열주, 터널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므로 활용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SPEC 50x50x70 / STS304 / Nozzle 3EA

미스트팬  MIST FAN

미스트팬은 분사장치에 송풍용 팬을 결합하여

미스트분사를 더욱 멀리 내보내는데 사용합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장 등 냉방기 설치가 어려운

실내 등에 적합합니다.

 SPEC 520x420x700 / 200w / Nozzle 5EA

미스트서클  MIST CIRCLE

미스트서클은 미스트팬과 유사하며 360도 원형으로

노즐이 거치되고 송풍팬과 같이 분사하여 미스트분사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줍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장 등 냉방기 설치가 어려운

실내 등에 적합합니다.

 SPEC 550x500x63 / 200w / Nozzle 8EA

미스트커튼  MIST CURTAIN

미스트커튼은 수직으로 직분사되는 에어커튼과 미스트를

결합한 방식으로 기류에 영향이 많은 장소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외기영향이 큰 버스승강장, 대기소, 지붕이 있는 도보

길 등에 적합합니다.

 SPEC 1000x1900x190 / 97w / Nozzle 3EA

이동식 미스트캐논  MIST CANNON

미스트캐논은 이동식 쿨링포그 제품으로 물탱크가 내장되어

사용하고자 하는 급수 환경이 어려운 장소에 이동시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물이 아닌, 소독약제 등을 활용하여 방역, 악취, 분진지역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SPEC 30L / 550w / Nozzle 13EA / 1L/min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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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핀조경의 쿨링포그 시스템에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장 제어가 어려운 환경에 필요한

IOT 원격제어 및 관제시스템

공공시설 및 공원 등에 상시 관리 인원이

없는 환경에서는 LTE 원격 통신을 통해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자체 개발한

관제시스템으로 현재 가동 유무 및 이상

발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선박,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316 재질 노즐 사용

기본적으로 고압장비 사용에 있어

고품질의 자재로만 엄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쿨링포그의 핵심부품인

노즐은 내식성이 강하고, 부식성이  낮은

STS 316노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기준 에너지 소비효율

IE3 (프리미엄) 등급 모터펌프

KC인증 에너지 소비효율 IE3 등급의

저소음:고효율 인버터 모터펌프 사용으로

고압 설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노즐 분실 및 고압 유실 방지를 위한

자체 개발 노즐 보호 브라켓

쿨링포그는 일반 수도 압력의 50배가 

넘는 고압력을 사용합니다. 특히 체결, 

노즐 불량 등으로 인한 폭발 시 안전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사가 자체 

개발한 노즐 보호 브라켓으로 안전을 

우선화 합니다.

잔류압력으로 인한 물 떨어짐 대응

안티드롭 드레인 시스템

배관과 노즐은 상시 고압 상태가 유지가 

될 때 분무가 중지되면 잔압으로 노즐을 

통해 잔압 떨어짐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대응하는 방안이 안티드롭 드레인 

시스템입니다.

고압분무제어반

쿨링포그 시스템에서 두뇌와 심장 역할을 하는 고압분무제어반은 가장 핵심기술입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직접 개발한 고압분무제어반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제2021-0481-00469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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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치형 제어반

500x400x600 STS 304

1L/min, 70bar, 0.44kw

2. 소형 제어반

500x400x1350 STS 304

1~5L/min, 105bar, 0.44~1.5kw

3. 중형 제어반

800x400x1350 STS 304

11.5L/min, 105bar, 2.2kw

4. 대형 제어반

800x400x1650 STS 304

23L/min, 105bar, 4.4kw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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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분무가 중지되면 잔압으로 노즐을 

통해 잔압 떨어짐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대응하는 방안이 안티드롭 드레인 

시스템입니다.

고압분무제어반

쿨링포그 시스템에서 두뇌와 심장 역할을 하는 고압분무제어반은 가장 핵심기술입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직접 개발한 고압분무제어반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제2021-0481-00469호

1

2 3 4

1. 거치형 제어반

500x400x600 STS 304

1L/min, 70bar, 0.44kw

2. 소형 제어반

500x400x1350 STS 304

1~5L/min, 105bar, 0.44~1.5kw

3. 중형 제어반

800x400x1350 STS 304

11.5L/min, 105bar, 2.2kw

4. 대형 제어반

800x400x1650 STS 304

23L/min, 105bar, 4.4kw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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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동함평산단길 19-135 T 061.322.0882 F 061.322.0885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73번길 7, 402호 T 031.755.3898 / 031.753.3339

대전•충청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287번길 59-17 T 042.282.0300 F 042.282.0301           광주•전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 53번길 36 T 062.381.3898 F 062.381.3893

제주 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82번길 83 T 010-8550-1144 T 010-3692-5417

www.coolfog.kr

폭염저감 증발냉방장치 전문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