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고려전자

COREA
ELECTRONIC
연구, 노력하는 기업 CEC입니다.
1988년 회사 설립 이후 ‘효율적 성장, 사업의 다각화, 일류회사 실현’이라는 경영
방침 아래 자동차, 소재산업, 건설, 산업용 부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기술연구

Element Parts

Thermo valve

Thermostat

SHOWER

Smart Valve

CEC고려전자
주소 충북 충주시 용탄동 168-16 도로명주소 충주시 용탄농공 1길(용탄동 168-16)
전화 043-853-2876

팩스 043-853-2870

이메일 cec@cecom.co.kr

Why CEC
창업이래 30년간 자동차 엔진의 핵심역할을 하는 서머스탯 전문제조업체로 출발한 우리 회사는 이
제 철도·선박·건설·산업용 부품에 이르기까지 사업영역이 확장됨은 물론 그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
으며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ELEMENT는 직접 설계, 제조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
하는 온도변경이나 구조변경, 그리고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최고의 제품만을 공급한다는 방침으
로 원재료의 입고에서 부터 다양한 측정기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단계에서 부터 완벽
한 제품 탄생을 위해 단계별 성능 시험을 꼼꼼하게 거치고 있습니다.

납품실적

인증

1988

현대자동차 써모스탯,온도센서 제품 공급

2010 WESTERN THOMSON INDIA 엘레멘트 제품 공급

1989

만도 브레이크오일 탱크 제품 공급

2011 대림자동차 오토바이용 써모스탯 제품 공급

1996

FUJI SEIKO(일본) 난방용 구동기 제품 수출

2012 코웨이 정수기용 엘레멘트 제품 공급

2001

삼양밸브 난방시스템 부품 공급

2013 FUJI SEIKO VIETNAM 써모스탯 부품 수출

2002

대림통상 샤워기용 엘레멘트 제품 공급

2015 LG화학 전기차용 BTS센서 공급

2003

르노삼성자동차 써모스탯,온도센서 제품 공급

2018 부산도시철도공사 써모밸브 제품 공급

2008

대동공업 경운기용 엘레멘트 제품 공급

2015 ~ 2021 건설사 난방시스템 부품 공급
2021 FCU 비례제어밸브 공급

2009

서울도시철도공사 써모밸브 제품 공급
현대자동차(전주) 상용차용 써모스탯 제품 공급

BAK 특허증

IATF_16949

KS 인증서

연구소 인정서

Element Parts
자동차, 선박, 철도, 샤워, 주택난방등 각종 열
관리 시스템에 장착되는 핵심 부품이며 수온을
감지하고 설정한 온도에 따라 밸브를 작동시켜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제품군이다.

STROKE

0.5 ~ 20mm

-10OC ~ 110OC

WORKING TEMP

ELEMENT
CURVE

Piston altitude

Overstroke

Exceptional
maximum altitude

LOAD(N)
60N/max
STROKE
2.5mm

LOAD(N)
80N/max
STROKE
4.0~8.0mm

Maximum working
altitude

Working stroke

LOAD(N)
50N/max
STROKE
2.5mm

Hysteresis

α

Minimum working
altitude

Temperature
Exceptional maximum working
temperature

Maximum working
temperature

Minimum working
temperature

LOAD(N)
380N/max
STROKE
8.0~12.0mm

LOAD(N)
180N/max
STROKE
10.0~12.0mm

LOAD(N)
110N/max
STROKE
4.0~8.0mm

Temperature range

선박,철도,콤프레셔용 써모밸브
(Thermo valve)

선박,철도,콤프레셔 엔진 냉각시스템에 조립
되어 냉각수의 온도가 최적의 작동온도에 도달
및 유지 될때 까지 밸브를 열고 닫는 제품이다

OPENING TEMP

STROKE

20OC ~ 100OC (고객 요청온도 제작 가능)

0.5 ~ 20mm

THERMO
VALVE

HIGH TEMP

선박엔진에 장착되며 냉각수의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며 높은
진동과 열악한 환경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제품입니다.

LOW TEMP

자동차용 써모스탯
(Thermostat)
자동차엔진 냉각시스템에 조립되어 냉각수의
온도가 최적의 작동온도에 도달 및 유지 될때
까지 밸브를 열고 닫는 제품이다.

OPENING TEMP

20OC ~ 100OC (고객 요청온도 제작 가능)

THERMOSTAT

자동차 엔진 냉각수 통로부에 장착되며 냉각수 온도를 감지하여 일정 온
도 이상에서 벨브가 열리고 그 이하의 온도에서 닫혀 ENG의 온도를 최적
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STROKE

0.5 ~ 20mm

HIGH TEMP

LOW TEMP

샤워기 카트리지용 엘레멘트
(Element)
샤워기용 카트리지에 조립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샤워 온도를 맞춰주는 제품이다. 특히 갑작스런 냉
수 단수로 인한 화상 위험에서 안전을 확보해 준다.

WORKING TEMP

SETTING TEMP

10OC ~ 80OC

38OC

THERMOSTAT
SHOWER

온수

온수
&
냉수

샤워헤드

기본적으로 온도 조절기 샤워기이며 내부 온도 센서가 제어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온수와 냉수가 수압의 영향을 받을 때 수온을 안정적으로 유
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온은 온도 조절기에 의해 제어되며 다른 일반 샤
워 장치보다 온도의 변화가 덜하고 안정적입니다.

냉수

화상방지 시스템

스마트밸브
(Smart Valve)
분배기에 부착되는 밸브이며, 환수구의 물온도을
감지하여 비례적으로 유량을 제어하고, 각방의 균
일한 난방을 할수있도록 하는 제품이다.

SMART
VALVE

환수 HIGH TEMP

더워진 방을 즉시 차단함에 따라 차단된 물을 다른 방으로 더 많이 순환
시켜 평소에 춥던 방이 빨리 따뜻하게 되어 난방 불균일이 해소되고 난방
비를 절감한다.

환수 LOW TEMP

시험설비

고저온시험기
열충격 시험기
복합환경진동시험기

동압작동시험기

염수분무 시험기

냉열반복시험기

고저온 시험기

온도 성능 시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