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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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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 interface를 가지는 Lab Companion 장비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안드로이드 6.0 마쉬멜로 이상 & iOS 11.0 이상 기기 지원)

온도 시험 챔버

진탕 배양기

항온항습기

생물안전작업대

건조기

진탕기냉장고 전원 공급 장치

저온배양기

칠러

진공 건조기

항온 순환 수조

배양기전기로

  적용 제품 리스트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실험기기를 모니터링 하고 원격제어



고객님께

Since 1988년, 실험기기 국산화의 꿈으로 시작한 제이오텍이 어느덧 3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 세계에  
안정적인 실험기를 공급하는 국내 대표 실험기 제조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실험실 영역에서는 ‘연구실험실의 동반자’ 라는 저희의 비전을 담아 

 으로, 환경신뢰성 시험 영역에서는 저희 회사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브랜드로 전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이오텍은 온습도 및 모션에 대한 탁월한 제어기술로, 이화학 실험기기와 신뢰성 시험장비영역에서 오랫동안 국내외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카탈로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생물학적 위험 시료를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생물안전작업대를 출시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오텍 생물안전작업대는 EN 12469 규격 인증을 완료 (JB-18A 모델)하여 생물안전등급 3단계에 해당되는 시료까지  
안전하게 다룰 수 있어 국내 바이오 연구에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p 234). 또한 제약산업에 특화된 신형 항온 항습기를 출시하였습니다  
(p 358). 최신 업데이트된 항온항습기들은 차별화된 전용 제어기의 적용 및 물공급 라인의 개선을 통해 내구성과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공급되었던 분액여두진탕기도 신제품이 출시되어, 과거 모델에 비해 구조적 안정성 및 사용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p 129). 

실험기기 안전인증 도입, 과열방지 특허기술 적용 등 안전한 실험기기 제조에 앞장 서 왔습니다. 제이오텍은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을 위한 실험실  
안전가구(흄후드, 실험대, 안전시약장 등) 및 안전용품(안전폐액깔때기)을 이번 카탈로그에서 선보입니다. 특히 세계최고수준인 EN 14470-1  
규격 인증을 획득하고 조달우수제품에 등록된 90분급 화재안전시약장은 국내 실험실 내 인화성 위험물 취급에 대한 안전 수준을 격상시켜  
줄 것입니다 (p 262). 또한, 온/습도 확인이 편리한 신규 컨트롤러를 적용한 자동제습보관함과, 일체형 금형으로 leak 없이 우수한 밀폐성을 
갖춘 제이오텍 데시케이터에 제습소자를 적용한 소형 자동제습보관함도 새롭게 출시되어 습기에 약한 시약 및 제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안전가구부터 실험실 기초장비까지, 이제 신규 실험실을 새로 시작하실 때에도, 제이오텍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p 430). 

사물인터넷기술(IoT)을 통해 시간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현대에, 실험실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이오텍은 LC GreenBox를 통해 PC 연결포트를  
지원하는 제이오텍 장비들을, 고객님의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 14). 안드로이드에 이어 올해는  
iOS를 위한 앱도 출시하여 손쉽게 접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서비스는 고객님의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실험기기 및 신뢰성 시험기기들은 고객의 여러 실험환경에 따른 별도의 설계가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제이오텍은 특별히 온도, 습도  
제어 기술을 활용한 챔버 제품군에 대한 다양한 설계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문제작품 전문사업부 (SP사업부)를 신설하여 그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삼성SDI,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의 기업에 성공적인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부터, 설계, 제작, 설치 및 사후관리까지, 보다 전문화된 제이오텍의 서비스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p 428).

이번 저희 카탈로그는 실험실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 유통하는 Lab Companion 브랜드를 표지에 세웠습니다. 또한 찾으시는 저희 제품들을 
보다 찾기 쉽도록, 그림 목차 페이지를 카탈록 앞쪽에 배치하였습니다. 33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축적된,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제품군의 첫 페이지에는 해당 제품군에 적용된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제이오텍은 제품의 개발, 제조, 영업 뿐만 아니라 밸리데이션 및 사후 서비스까지, 실험기 및 신뢰성 시험장비산업의 전체 가치사슬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실험기기의 국산화 및 세계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제이오텍은  
앞으로도 영업, 서비스, 밸리데이션 등을 통한 고객님들의 격려와 질책을 듣고 또 반영하여, 저희 제품 및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연구/실험실의 동반자 Lab Companion, 제이오텍이 오늘도 안전한 연구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이오텍 임직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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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2469 규격에 따라 생물안전등급 BSL1~3 등급을 
만족하는 Class II A2 type의 생물안전작업대로, 사용자, 
시료,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전기로
제품정보 자세히보기

Page 82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과 5" TFT LCD의 넓은 
화면 및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적용을 통해 편리한 시험이 
가능합니다.

Highlight Products

항온항습기

생물안전작업대

LC Connected 

진공 건조기

냉장고 & 냉동고 (실험실용 / 의약품용)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장비의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100℃에서 ±1.5℃ 미만의 Variation으로 온도 균일도가 
뛰어나며, 5" TFT LCD 적용을 통해 넓은 화면으로 편리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레코더가 기본 장착되어 철저하게 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용 냉장고 & 냉동고와 의료기기와 동등한 냉각 제어 
성능의 경제적인 실험실용 냉장고 & 냉동고가 있습니다.

장비의 상태 전송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전용 컨트롤러 장착과 개선된  
물 공급 라인으로 최적의 시기에 물 보충이 가능하여  
환경 시험 장비로 탁월합니다.

제품정보 자세히보기

Page 344

제품정보 자세히보기

Page 80

제품정보 자세히보기

Page 234

제품정보 자세히보기

Page 300

제품정보 자세히보기

Page 14

원격 제어

9개지점 온도균일도: ±1.5℃

생물안전작업대 클린벤치 흄후드

안전구역
실내공기

Biohazard

ULPA 통과한 청정공기

Ai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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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위험물 보관함
실화재 시험을 통해 확실한 성능 확인! 
최대 90분의 내화성능으로 인화성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산/염기 시약장
보관실 간 시료 혼합을 방지하여 반응성/부식성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흄후드, 소형 (투시형)

 흄후드, High performance

전기영동기 및 파워서플라이

다목적 철재 실험대

위험물 보관함 & 시약장

CE 인증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전원공급장치는 전기영동 
진행 시 작동 상태 모니터링 및 전압, 전류값 설정 등의 
기능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tion).

고강도 철재 구조로서 하중 안정성이 뛰어나  
고하중의 실험장비 적재가 가능합니다.

후면에 투시창을 적용하여 과학 수업 시연에 효과적이며, 
좁은 공간에서도 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필터형 유해가스 제거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Bypass air 방식의 High performance 
흄후드로 흄이 발생할 수 있는 실험 진행 시, 연구자의 
호흡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제품정보 자세히보기

Page 253

제품정보 자세히보기

Page 224

제품정보 자세히보기

Page 244

제품정보 자세히보기

Page 263

제품정보 자세히보기

Page 176

후면 투시창

실화재 상황에서 90분의 내화성능 
동영상 바로가기

Airflow

산/염기 시약장, 소형

배플�및 
슬롯�배출

에어포일
유입

새시�유입

바이패스�유입 덕트

대한민국 안전기술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우수연구개발제품
혁신제품지정



저온 항온 순환 수조 (프로그램형, 일반형)

항온 순환 수조 (프로그램형, 일반형)

항온 순환 수조 (고저온형, 고온형)

가열 자석 교반기 (Digital, Analog, Multi Type)

가열기, Digital
둥근바닥 플라스크 & 바이알용 히팅 블록
자석 교반기, (Digital, Analog, Multi Type)

교반기, Prestige Touch 
교반기, High Performance
교반기, Easy Control
볼텍스 믹서

혼성화 오븐
히팅 블록
히팅 & 쿨링 블록
히팅 교반기
전기 영동 장치
전원 공급 장치
원심 분리기 (기본형, 고급형)

pH / 전도도 / 이온측정기기 (HORIBA)

아스피레이터
펌프 (진공, 다이아프램)

액체 펌프 (정량 / 이송)

피펫 (Gilson)

초음파 세척기
초음파 파쇄기
순수 제조 장치 (1차수, 3차수)

회전식 감압 농축기 (Rotary Evaporator)

고압멸균기

칠러, 상온 (일반형, 대형)

칠러, 저온 (일반형, 정밀형)

칠러, 고저온 정밀형
칠러, 소형

항온 수조 (일반형, 교반형, 경제형)

투시 항온 수조
진탕 항온 수조
저온 동결 트랩
이동식 냉각기

강제 순환 건조기 (프로그램형, 일반형)

강제 순환 건조기, 대형
강제 순환 건조기, 경제형
강제 순환 건조기, 멀티챔버형
자연 순환 건조기 (일반형, 경제형)

진공 건조기
전기로

상온 배양기 (자연 순환), 일반형
상온 배양기 (자연 순환), 경제형
상온 배양기 (강제 순환), 일반형
상온 배양기 (강제 순환), 소형
상온 배양기 (강제 순환), 멀티챔버형
저온 배양기, 일반형
저온 배양기 (강제 순환), 소형
저온 배양기 (강제 순환), 멀티챔버형
CO2 배양기
식물생장상

진탕기 (Dual Action, 일반형, 프로그램형)

진탕기, 소형
진탕기, 마이크로플레이트용
진탕기, 왕복식 / 회전식
진탕기, 분액여두용
로테이터

진탕배양기, 적재형
진탕배양기, 적재형 (대형)

진탕배양기, 탁상형
진탕배양기, 대형

항온 순환 수조  

교반기 & 믹서  

생명과학 관련 기기  

범용 실험 기기  

고압멸균기  

칠러  

항온 수조  

건조기 & 전기로  

배양기  

진탕기  

진탕배양기  

24
28
30

138
141
142
144
154
156
157
166

170
171
172
173
176
178
180

188
196
198
202
204
206
209
210
218

184

38
42
46
48

56
60
62
64
65

70
74
76
77
78
80
82

90
92
93
94
95
96
98
99
100
102

122
126
127
128
129
130

108
110
112
114

연구용 실험기기

연구/실험실 영역

Contents Products at a Glance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Features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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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철재 실험대 (중앙형, 벽면형, 코너형)

 작업대, 싱크대
항온항습기, 소형 (-40℃, -20℃, 0℃)

항온항습기, 초저온형/저온형 (-70℃, -40℃)

항온항습기, 상온형 (-5℃)

항온항습기, Dual형
항온항습기, 경제형
의약품 안정성 시험 챔버
 항온항습 룸챔버, 주문제작형

산업용 오븐
클린 오븐
산업용 진공오븐

인화성 위험물 보관함 (Type 30, 60, 90, 기본형)

폐액 보관 시스템
산/염기 물질 보관함 (소형, 일반형)

필터 내장형 시약장
고압 용기 보관함
다목적 수납장
다목적 철재 보관함 (Window)

생물안전작업대
무균 작업대 (고급형, 일반형)

PCR 작업대
UV 멸균 작업대
흄 후드, 고효율형
흄 후드, 필터 내장형
흄 후드, 소형 (일반형, 투시형)

이동형 유해가스 제거장치
암 후드

 온도 시험 챔버, 소형 (-40℃, -20℃), 수평기류
 온도 시험 챔버, 초저온형 (-70℃), 수평기류
 온도 시험 챔버, 저온형 (-40℃), 수평기류
 온도 시험 챔버, 저온형 (-40℃), 수직기류
 온도 시험 챔버, 저온형 (-25℃), 수평기류
 온도 시험 챔버, 상온형 (-5℃), 수평기류
 온도 시험 챔버, 일반형 (-20℃, 0℃), 수평기류

열충격 시험기

온도/온습도 사이클 시험 챔버
자동 제습 보관함 (일반형, 소형)

데시케이터

다목적 철재 실험대  항온항습기  

산업용 오븐  
안전 보관함 & 시약장  

후드 & 무균 작업대  

온도 시험 챔버  

열충격 시험기  

온도/온습도 사이클 시험 챔버  
자동 제습 보관함 & 데시케이터  

224
228

344
348
354
358
362
365
370

406
410
412

266
275
277
282
286
287
288

234
238
241
242
244
248
252
254
256

376
380
384
388
392
396
400

416

422
292
295

실험실 안전 작업대 환경 신뢰성 시험장비

안전 보관함 & 시약장

실험실 냉장고
필터형 냉장 시약장
실험실 냉동고
초저온 냉동고
제빙기

Plastic Ware (Liquid Handling, Storage, Connection)

Safety Product

백신 냉장고
약품 냉장고
백신 냉동고

실험실 냉장 & 냉동고  

의료용 냉장 & 냉동고  

306
308
310
312
313

326
336

316
318
320

실험/의료용 냉장&냉동고

프리미엄 연구용품

환경 신뢰성 시험장비 영역

Appendix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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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at a Glance

항온 순환 수조

저온 동결 트랩

진공 건조기

CO2 배양기

칠러

이동식 냉각기

전기로

식물 생장상

항온 수조

강제 순환 건조기

배양기

투시 항온 수조

진탕 항온 수조

자연 순환 건조기

저온 배양기

20

64

80

100

34

65

82

102

56

72

90

60

62

78

96

강제 순환 건조기, 
멀티챔버형

연구/실험실 영역

연구용 
실험 기기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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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자석 교반기

볼텍스 믹서

진탕기, 왕복식/회전식 진탕기, 분액여두용

진탕 배양기, 탁상형진탕 배양기, 적재형

로테이터

진탕 배양기, 대형 진탕기

138

166

128 129

112110

130

가열기 자석 교반기 교반기141 144 154

혼성화 오븐 히팅 & 쿨링 블록 히팅 교반기170 172 173

114 122

진탕기, 
마이크로플레이트용 127

연구/실험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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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at a Glance

초음파 세척기 206피펫 204 초음파 파쇄기 209

아스피레이터 196 다이아프램 펌프 200

회전식 감압농축기 218순수 제조 장치 210

pH / 전도도 / 
이온 측정기기

연구/실험실 영역

전기 영동 장치 전원 공급 장치 원심 분리기 고압 멸균기176 178 182

진공 펌프 198

180

188

액체정량/이송펌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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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 작업대
High performance  
흄후드

암 후드
이동형 
유해가스 제거장치

PCR 작업대

필터 내장형 시약장

작업대다목적 철재 실험대

UV 멸균작업대

고압 용기 보관함

싱크대

흄 후드, 소형

생물안전작업대

241

254

282

228

242

256

286

229

252

234

238

흄 후드, 필터 내장형 248

244

224

인화성 
위험물 보관함

산/염기 
물질 보관함

연구/실험실 영역

실험실 
안전 작업대

안전 보관함 
& 시약장

266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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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냉장고

Plastic Ware

Products at a Glance

진공 데시케이터 데시케이터

초저온 냉동고

백신 냉동고제빙기

Safety Product

필터형 냉장 시약장

백신 냉장고

실험실 냉동고

약품 냉장고

295 298

320

326

306

313

336

308

316

310

318

연구/실험실 영역

실험/의료용  
냉장&냉동고

프리미엄 
연구용품

다목적 철재 보관함 자동 제습 보관함 29228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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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 온습도 
사이클 시험 챔버

클린 오븐

의약품 안정성 시험
챔버

항온항습기, 
Dual chamber

온도시험챔버, 
초저온형 

온도시험챔버, 
상온형 

온도시험챔버, 
일반형 

항온항습기, 소형 항온항습기, 일반형

온도시험챔버, 소형 

산업용 진공 오븐

열충격 시험기

344 348

376

410

365

380

412

358

396 400

414 420

산업용 오븐 406

환경 신뢰성 시험장비 영역

항온항습기

온도시험챔버

산업용 오븐

급변환경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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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LC Connected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IoT 시대에 맞추어  
현대의 실험실에 스마트하게 도입된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출장 중, 휴가 중, 미팅 중, 운전 중 등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 신호만 있으면 실험실 연구
장비와 쉽게 연결됩니다. 장비의 이상이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모바일에 알람을 보내주고, 
온도/습도/rpm 조절과 Run/Stop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백업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LC Connected를 통해 중앙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험실과 네트워크의 만남!  
실험실 연구장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장비 이력 백업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Wherever! 

Whenever!

Business trip

Driving

Home

Meeting

Vacation

Break

LC Con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소개 영상 바로가기



15제이오텍 온라인 LC몰

Lab Companion 모바일 앱

Wi-Fi or LAN Cloud

LC GreenBox는 실험실의 연구장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실험자에게 장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실험자는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장비의  
동작 상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C GreenBox로 연결된 각 실험장비는 Lab Companion Cloud Server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실험자의 모바일앱으로 정보를 송신함으로써, LC Connected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Lab Companion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LC Connected에 연결된 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안드로이드 6.0 마쉬멜로 이상 & iOS 11.0 이상 기기 지원)

 ·  실험실 각 구성원들은 개인 모바일앱을 통해 허용된 연결 장비에 접근 가능 

 ·  LC GreenBox 1대는 최대 Lab Companion 장비 4대까지 
 RS-232 포트를 통해 통신이 가능하며, 다수의 LC GreenBox를 통해 확장 가능 

 ·  WiFi나 유선랜을 통해 Cloud Server에 접속하기 때문에 실험실 내 공간 자유도가 높음 

 ·  연결된 장비의 이벤트에 대한 실시간 알람  
(온도 이탈, 장기간 도어 열림, 정전 등) 4대의 장비 연결 가능

 전원 문제 발생을 알림

모바일로 실시간 모니터링

  구성 모식도

Description Dimension (W x D x H, mm) Cat. No.
LC GreenBox 156 x 94 x 34 AAAQ1011

LC Connec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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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at a Glance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외부기기 연동 제어를 위한
Digital Input / Output1년 보증 무상 A/S

2년 보증 무상 A/S

3년 보증 무상 A/S

기기 운전의
종료 시간 또는 시작 시간 설정 가능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습도/속도/시간 등 제어

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준수

제이오텍 고유 기술에 의한
안전 특허 등록

환경적 영향 평가 시험을
합격한 친환경 제품

제이오텍 고유 기술에 의한
특허 등록

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캐나다의 안전규격으로
전기, 가스 등의 적합성 인증

산업자원부의 평가에서
디자인 우수제품으로 인정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3점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일정 이상 온도 오차 발생 시
경고 알람

과열 온도 차단 기능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기능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고장 시, 
Backup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Certificate / Patent / Common Features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준수 

BRIC 회원들의 신뢰성 있는  
제품평가로 우수성 인증 5년 보증 Direct Drive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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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제어가 가능한
블루투스 연결 가능

외장형 컨트롤러 장착 가능

30분 내화성능 확인

60분 내화성능 확인

90분 내화성능 확인

외부 센서로 기기에 결합하여
시료 온도 확인 및 제어 가능

Duct  연결을 통한 배기

내부 필터를 통해 유해가스를
정화하여 배출

자동 제상을 통해
별도의 성에 제거가 불필요

기기의 이상 동작 시,
전화로 음성 메시지 경보 전달

방향 설정이 가능하며 축을
중심으로 Orbital 운동으로 진탕

축을 중심으로 Orbital
운동으로 진탕

왕복식 운동으로 진탕 

회전식 운동으로 진탕

상하 왕복 운동으로 진탕

Orbital과 Reciprocal 운동을 
선택하여 진탕

360도 rotation을 통한
진탕

일체형 금형으로 제작되어
Leak 최소화

내부와 외부에 동일한
컨트롤러를 장착하여 편리

가열기의 표면 온도가 50℃를
넘으면 경고램프 점등

rpm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확한 속도제어

정확한 수위를 파악하는 지표

수위가 낮아지면 알람

과부하가 발생해도 정지하지 않고
최대한 회전운동을 유지

Sash를 열면 자동으로
UV 소등, 형광등 점등, Fan 작동

시건장치를 통한 도어락

내부식성 구조와 배기장치로
산/염기 보관에 탁월

차별화된 Diffusing Muffler로
양질의 Laminar Flow 형성

UV Light 장착

UV를 차단하여 사용자 안전

Stirrer / Hotplate Shaker / Incubated Shaker Hood / Clean Bench

Storage / Cabinet

Bath / Chiller / Incubator /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Refrigerator / Freezer

ISO 13485에 따른
의료기기

전자식 잠금장치의 적용으로  
더 편리한 보안장치

Thermal line recorder 장착으로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최대 20도 경사로 왕복운동



Laboratory Equipment



연구용
실험기기
Laboratory Equipment

Laboratory Equipment
19



Bath Circulator
항온 순환 수조

20



Refrigerated
&

Heating

Heating

Program
• 10 Program & 10 Steps
•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
직관적인 조작

-25 ~ 150 (RW3-25P)
-35 ~ 150 (RW3-35P) ±0.05 at -10℃ 5, 10, 20, 30 RW3-P 24

General • Clear VFD & 간편 조작
• Smart 냉동 시스템 적용

-25 ~ 150 (RW3-25)
-35 ~ 150 (RW3-35) ±0.05 at -10℃ 5, 10, 20, 30 RW3 26

Wide Range • 광범위한 온도 제어 범위
• Suction 펌프 기본 장착 -35 ~ 250 ±0.1 at 50℃ 10, 20, 30 HTRC 30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Temp. Range (℃) Max. Temp.
Stability (℃) Volume (L) Model Page

Program
• 10 Program & 10 Steps
•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
직관적인 조작

주변온도+10  ~  150 ±0.05 at 50℃ 5, 10, 20, 30 CW3-P 28

General • Clear VFD & 간편 조작
• 온도 이탈 감지 및 알림 주변온도+10  ~  150 ±0.05 at 50℃ 5, 10, 20, 30 CW3 28

Wide Range • 고온까지 빠른 온도 상승
• Cooling Line 기본 포함 45 ~ 250 ±0.1 at 50℃ 20, 30 HTBC 31

General Application
내/외부 온도 조절: 분광광도계, 굴절계, 편광계, 점도계, 발효기, 전기영동기, 컬럼크로마토크래피, 회전식 감압농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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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제이오텍 고유 기술에 의한
안전 특허 등록

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2년 보증 무상 A/S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습도/속도/시간 등 제어

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수위가 낮아지면 알람

과열 온도 차단 기능3점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환경적 영향 평가 시험을
합격한 친환경 제품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기기 운전의
종료 시간 또는 시작 시간 설정 가능

외부기기 연동 제어를 위한
Digital Input / Output

일정 이상 온도 오차 발생 시
경고 알람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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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한 온도 제어 (RW3/CW3)
	 • 	Bath 내 사용되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3개의 Auto-tuning 값 (ΔT1~3) 저장
	 • 	하나의 Auto-tuning 당 각각 3개의 	

사용 온도 입력 후 Auto-tuning 실행

	 더욱 안정적인 온도 제어
	 	최적화된 Microprocessor PID 제어로	

더욱 정확한 온도 제어 구현

	 3-point 온도 Calibration 기능 (RW3/CW3)
	 	최대 3개 지점의 온도 Calibration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온도 제어 실현

	 Computer Interface (USB, RS-232)
	 	기본 제공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PC에서 편리한 원격 제어 및 데이터 관리

	 2가지 제어 시스템 선택 제공
	 Program Controller Type
	 • 프로그램 운전용 컨트롤러, 10 Program (최대 10 Steps)
	 •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General Controller Type
	 • 	정치 온도제어용 컨트롤러 & 온도 이탈 알림	

(Deviation Limit/Alarm Delay 설정)
	 • 	설정 온도를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제어

	 보다 선명한 화면 표시
	 	Program Type은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적용	

General Type은 Clear VFD 적용

	 원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Option)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장비 운용 상태의 모니터링 및 제어 

Color Tocu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Clear VFD Controller 원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Bath Circulator

Innovative Control System & Design
특화된 전용 제어 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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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타이머 기능 제공
	 	설정한 시간 (최대 999시간 59분) 경과 후	

기기를 작동 (Wait On) / 정지 (Wait Off)

	 스마트 냉동 제어 시스템
	 온도 대역에 따라 냉매 유량 제어	
	 기존 제품에 비해 고온~상온부 냉각 속도 빠름

	 편리한 용액 배출
	 	Drain Valve가 기본 포함되어 있어서	

Bath 내부 용액을 쉽고 편리하게 배출

	 안정된 순환 펌프 성능
	 	최대 0.4 bar 압력의 안정된 순환 펌프는	

간편하게 5단계로 펌프 속도 조절 가능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제이오텍 특허)
	 	기기 제어부의 이상발생 시에도, 	

안전 장치는 우선적으로 동작되는 구조

	 과열 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에 의해	
	 	과열 온도 발생 시 차단하는 안전 구조

	 용액 수위 감지
	 	Bath 내부의 용액 수위를 감지하여	

부족 시 기기 동작 정지 및 알림 기능

	 예기치 못한 Power Failure에 대비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기기 재동작을	

선택할 수 있는 Auto-run 기능

실제 사용에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 제공
특허받은 제이오텍의 안전 시스템 적용

정교한 냉매량 조절 방식의 냉동 시스템 착탈식 냉동 콘덴서 그릴 구조 (RW3) Ball type drain valve 적용으로 수조의 �
용액 배출에 용이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23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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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편의적 특징
	   ●	 	최대	3개 지점의 온도	Calibration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온도 제어 실현
	   ●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USB/RS-232	연결 및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컴퓨터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편리
	   ●	 	용액 부족 알림	(Low	Level	Limiter)
	   ●	 	정전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기능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Pump Capacity

편리한 프로그램 제어 기능

Pump Step 1 2 3 4 5
Max. pressure (psi) 0.5 1.1 2.4 4.9 5.9 
Max. flow rate (L/min) 5.6 8.0 12.8 18.8 28.0 

   ※ Bath fluid : Water

	 Program Type
	   ●	 10	Program	설정 및 저장 기능 제공
	   ●	 1개	Program별로 최대	10	Steps	설정 가능
	   ●	 Step별 최대	99시간	59분까지 시간 설정
	   ●	 	프로그램 동작 범위,	반복 구간 설정 등	

유용한	Scheduler	관리 기능 포함
	   ●	 최대	99회까지 프로그램 반복 기능 포함
	   ●	 프로그램 운전에서 온도	Ramp	제어 제공
	   ●	 	Digital	Input	/	Output	제어 기능으로		

외부 장비 연동을 간편하게 구성
	   ●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구조 기능적 특징
	   ●	 용액의 내부순환 및 외부순환 기능
	 		●	 손잡이가 있는	Bath	Cover를 기본 제공
	 		●	 	이음새 없는 일체형 구조의 내부	Bath		

(RW3-3025P,	3035P	모델 제외)
	 		●	 	Bath	내부 및 상부가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Bath	내부 용액 배출이 편리한	Drain	Valve
	 		●	 	냉동기의 콘덴서 필터 청소가 편리한 구조
	 		●	 	이동/설치가 편리한 바퀴 장착
	 		●	 	온도범위,	용량 등에 따른	8가지 모델 제공
	 		●	 	간편 조작으로 펌프 속도를	5단계로 조절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	 	작동 중 이상 발생 시,		

오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고 알람음 작동
	   ●	 	Bath	내부의 히터,	센서,	펌프 등이		

가림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안전한 구조

저온 항온 순환 수조, 프로그램
Refrigerated & Heating Bath Circulator, Program

RW3-0525P
with	PPS	(Poly	Phenylene	Sulfide)		
Bath	Cover	(기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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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W3-0525P RW3-1025P RW3-2025P RW3-3025P 
Bath volume (L) 5 10 20 30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25 to 150 -25 to 150 -25 to 150 -25 to 150
Temp. stability1) (±℃) 0.05 0.05 0.05 0.05

Cooling capacity
20℃ (W) 320 380 550 740
0℃ (W) 230 270 420 630
-20℃ (W) 80 150 300 470

Dimension
Bath opening / depth (W x D x H, mm) 150 x 99 x 160 211 x 154 x 180 290 x 214 x 200 300 x 264 x 230
Exterior (W x D x H, mm) 308 x 480 x 733 366 x 532 x 780 416 x 602 x 825 446 x 662 x 895
Net weight (kg) 37 44 60 67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 A) 11 11 12.5 13.5
Cat. No. AAH57642K AAH57652K AAH57662K AAH57671K

Model RW3-0535P RW3-1035P RW3-2035P RW3-3035P 
Bath volume (L) 5 10 20 30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35 to 150 -35 to 150 -35 to 150 -35 to 150
Temp. stability1) (±℃) 0.05 0.05 0.05 0.05

Cooling capacity
20℃ (W) 280 450 800 880
0℃ (W) 150 330 660 700
-20℃ (W) 80 150 400 440

Dimension
Bath opening / depth (W x D x H, mm) 150 x 99 x 160 211 x 154 x 180 290 x 214 x 200 300 x 264 x 230
Exterior (W x D x H, mm) 308 x 480 x 733 366 x 532 x 780 416 x 602 x 825 446 x 662 x 895
Net weight (kg) 38 44 60 67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 A) 12.5 12.5 13.5 14.5
Cat. No. AAH57742K AAH57752K AAH57761K AAH57771K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76)
   1) Bath fluid : Ethanol at -10℃

	 Heat-up Time, Cool-down Time 

Specification

①		RW3-0525P	
RW3-0535P

②		RW3-1025P	
RW3-1035P

③		RW3-2025P	
RW3-2035P

④		RW3-3025P	
RW3-3035P

①	RW3-0525P
②	RW3-1025P
③	RW3-2025P
④	RW3-3025P

※	Bath	fluid	:	물	&	부동액	(1	:	1)

Accessories
Spring Wire Rack, Test Tube Rack, Silicone Tube, Tubing Insulation, Clamp, Cover, Ethylene Glycol, LC GreenBox

Pag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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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항온 순환 수조, 일반형
Refrigerated & Heating Bath Circulator, General

	 사용 편의적 특징
	 		●	 		최대	3개 지점의 온도	Calibration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온도 제어 실현
	 		●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9시간	59분)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USB/RS-232	연결 및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컴퓨터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편리
	 		●	 		용액 부족 알림	(Low	Level	Limiter)
	 		●	 		정전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기능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Pump Capacity

안정적인 내/외부 온도제어

Pump Step 1 2 3 4 5
Max. pressure (psi) 0.5 1.1 2.4 4.9 5.9 
Max. flow rate (L/min) 5.6 8.0 12.8 18.8 28.0 

   ※ Bath fluid : Water

	 General Type
	 		●	 		제어 온도 상한 및 하한 이탈 시 알림 기능
	 		●	 			간편한 조작으로 친숙하고 편리한 사용
	 		●	 			Clear	VFD	패널로 선명한 정보 표시
	 		●	 		제이오텍 기술의	Smart	냉동 시스템 적용
	 		●	 		최적화된 제어로 전체적 전력 소모량 절감
	 		●	 		간편 착탈식 냉동 콘덴서 그릴 구조
	 		●	 			냉동 콘덴서에 평판 구조의 고급 필터 장착
	 		●	 		Compact	구조 디자인

	 구조 기능적 특징
	 		●	 		용액의 내부순환 및 외부순환 기능
	 		●	 		고온으로 상승시 냉동기가 자동 정지되어	

전력 절감,	냉동기 수명 연장,	소음 발생 억제
	 		●	 		전자식 팽창 밸브 적용으로 냉동 효율이 우수
	 		●	 		손잡이가 있는	Bath	Cover를 기본 제공
	 		●	 		이음새 없는 일체형 구조의 내부	Bath		

(RW3-3025,	3035	모델 제외)
	 		●	 			Bath	내부 및 상부가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좌우측 손잡이로 기기 취급에 편리
	 		●	 		Bath	내부 용액 배출이 편리한	Drain	Valve
	 		●	 		냉동기의 콘덴서 필터 청소가 편리한 구조
	 		●	 		이동/설치가 편리한 바퀴 장착
	 		●	 		온도범위,	용량 등에 따른	8가지 모델 제공
	 		●	 		간편 조작으로 펌프 속도를	5단계로 조절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	 		작동 중 이상 발생 시,		

오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고 알람음 작동
	   ●	 	Bath	내부의 히터,	센서,	펌프 등이		

가림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안전한 구조

RW3-2025
with	PPS	(Poly	Phenylene	Sulfide)		
Bath	Cover	(기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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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Action	냉동 콘덴서 그릴 구조로
별도의 도구 없이 분리 및 체결이 가능

Model RW3-0525 RW3-1025 RW3-2025 RW3-3025
Bath volume (L) 5 10 20 30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25 to 150 -25 to 150 -25 to 150 -25 to 150
Temp. stability1) (±℃) 0.05 0.05 0.05 0.05

Cooling capacity
20℃ (W) 400 560 850 980
0℃ (W) 270 360 610 700
-20℃ (W) 140 180 310 465

Dimension
Bath opening / depth (W x D x H, mm) 150 x 99 x 160 211 x 154 x 180 290 x 214 x 200 300 x 264 x 230
Exterior (W x D x H, mm) 308 x 480 x 733 366 x 532 x 780 416 x 602 x 825 446 x 662 x 895
Net weight (kg) 37 44 60 67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 A) 11 11 12.5 13.5
Cat. No. AAH57041K AAH57051K AAH57062K AAH57071K

Model RW3-0535 RW3-1035 RW3-2035 RW3-3035
Bath volume (L) 5 10 20 30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35 to 150 -35 to 150 -35 to 150 -35 to 150
Temp. stability1) (±℃) 0.05 0.05 0.05 0.05

Cooling capacity
20℃ (W) 390 460 800 920
0℃ (W) 220 320 580 670
-20℃ (W) 110 190 300 450

Dimension
Bath opening / depth (W x D x H, mm) 150 x 99 x 160 211 x 154 x 180 290 x 214 x 200 300 x 264 x 230
Exterior (W x D x H, mm) 308 x 480 x 733 366 x 532 x 780 416 x 602 x 825 446 x 662 x 895
Net weight (kg) 38 45 61 68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 A) 12.5 12.5 13.5 14.5
Cat. No. AAH57141K AAH57151K AAH57161K AAH57171K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76)
   1) Bath fluid : Ethanol at -10℃

Specification

측면에 위치한	Drain	Valve는
Ball	Valve식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

Accessories
Spring Wire Rack, Test Tube Rack, Silicone Tube, Tubing Insulation, Clamp, Cover, Ethylene Glycol, LC Green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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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 순환 수조
Heating Bath Circulator

상온 이상의 정밀한 항온 실험에 적합

	 Program Type의 특징
	 		●	 			10	Program	&	10	Steps		프로그램 제어
	 		●	 			Step별 최대	99시간	59분까지 시간 설정
	 		●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	 			Digital	Input	/	Output	제어 기능으로	

외부 장비 연동을 간편하게 구성

	 구조 기능적 특징
	 		●	 			고온에서 내부 용액의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전도율 낮은	Bath	Cover를 기본 제공
	 		●	 			Compact	Design으로 최소화된 사용 공간
	 		●	 			고온에서 반복적 사용에도 내구성 우수
	 		●	 			용액의 내부순환 및 외부순환 기능
	 		●	 			이음새 없는 일체형 구조의 내부	Bath		

(CW3-30P,	CW3-30	모델 제외)
	 		●	 			본체 손잡이로 기기 이동 및 취급에 편리
	 		●	 				Bath	내부 및 상부가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Bath	내부 용액 배출이 편리한	Drain	Valve
	 		●	 			안정된 기기 동작을 위한 고무발 포함
	 		●	 			간편 조작으로 펌프 속도를	5단계로 조절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	 			작동 중 이상 발생 시,		

오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고 알람음 작동
	 		●	 				Bath	내부의 히터,	센서,	펌프 등이	

가림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안전한 구조

  General Type의 특징
	 		●	 			제어 온도 상한 및 하한 이탈시 알림 기능
	 		●	 			간편한 조작으로 친숙하고 편리한 사용
	 		●	 				Clear	VFD	패널로 선명한 정보 표시
	 		●	 				전면부에 위치한 편리한	Drain	Valve	구조
	 		●	 			USB	연결 및 전용 소프트웨어 기본 제공

  사용 편의적 특징
	 		●	 			최대	3개 지점의 온도	Calibration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온도 제어 실현
	 		●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CW3)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9시간	59분)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USB/RS-232	연결 및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컴퓨터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편리	
	 		●	 			용액 부족 알림	(Low	Level	Limiter)
	 		●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기능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Pump Capacity

CW3-05P
with	PPS	(Poly	Phenylene	Sulfide)
	Bath	Cover	(기본제공)

CW3-05
with	PPS	(Poly	Phenylene	Sulfide)
	Bath	Cover	(기본제공)

Pump Step 1 2 3 4 5
Max. pressure (psi) 0.5 1.1 2.4 4.9 5.9 
Max. flow rate (L/min) 5.6 8.0 12.8 18.8 28.0 

   ※ Bath fluid :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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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Spring Wire Rack, Test Tube Rack, Silicone Tube, Tubing Insulation, Clamp, Cover, Ethylene Glycol, LC Green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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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3-30
CW3-20 CW3-10 CW3-05

Specification
Model CW3-05P CW3-10P CW3-20P CW3-30P

Bath volume (L) 5 10 20 30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주변온도+10  ~  150 주변온도+10  ~  150 주변온도+10  ~  150 주변온도+10  ~  150
Temp. stability1) (±℃) 0.05 0.05 0.05 0.08
Heat up time to 70℃ (min) 24 31 43 55

Dimension
Bath opening / depth (W x D x H, mm) 150 x 99 x 160 211 x 154 x 180 290 x 214 x 200 300 x 264 x 230
Exterior (W x D x H, mm) 228 x 395 x 424 289 x 450 x 444 368 x 510 x 464 378 x 560 x 494
Net weight (kg) 12.5 15 17.5 19.5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 A) 8.5 8.5 8.5 8.5
Cat. No. AAH52741K AAH52751K AAH52761K AAH52771K

Model CW3-05 CW3-10 CW3-20 CW3-30
Bath volume (L) 5 10 20 30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주변온도+10  ~  150 주변온도+10  ~  150 주변온도+10  ~  150 주변온도+10  ~  150
Temp. stability1) (±℃) 0.05 0.05 0.05 0.08
Heat up time to 70℃ (min) 15 23 43 55

Dimension
Bath opening / depth (W x D x H, mm) 150 x 99 x 160 211 x 154 x 180 290 x 214 x 200 300 x 264 x 230
Exterior (W x D x H, mm) 228 x 395 x 424 289 x 450 x 444 368 x 510 x 464 378 x 560 x 494
Net weight (kg) 12.5 15 17.5 19.5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 A) 8.5 8.5 8.5 8.5
Cat. No. AAH52341K AAH52351K AAH52361K AAH52371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76)
   1) Bath fluid : Water at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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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항온 순환 수조, 고저온형
Refrigerated & Heating Bath Circulator, Wide Range

-35 ~ 250℃, 광범위한 온도 제어

  구조 기능적 특징
	 		●	 			내부	Bath가	Stainless	Steel	재질로 구성되어	

장기간 사용에도 우수한 내부식성
	 		●	 			용액의 내부순환 및 외부순환 기능
	 		●	 			Bath	내부의 히터,	센서,	펌프 등이	

가림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안전한 구조
	 		●	 			Bath	내부 용액 배출이 편리한	Drain	Valve
	 		●	 				고온에서 내부 용액의 증발을 최소화하는	

Bath	Cover를 기본 제공하여 편리
	 		●	 			외부 냉각장비와 연결할 수 있는	Cooling	Line	기본 포함

  사용 편의적 특징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오차 최소화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용액 부족 알림	(Low	Level	Limiter)
	 		●	 			기본 장착되는	Suction	Pump에 의해	

보다 강력한	Bath	Fluid	순환 제공	(HTRC-10	제외)
	 		●	 			Booster	Heater로 고온까지 빠르게 온도 상승

HTRC-20

Model HTRC-10 HTRC-20 HTRC-30
Bath volume (L) 10 20 30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35 to 250 -35 to 250 -35 to 250
Temp. stability at 50℃ (±℃) 0.1 0.1 0.1

Refrigerator
Capacity (Hp) 1/2 3/4 1
Refrigerant R-404A R-404A R-404A

Pump
Max. flow rate / Max. suction flow rate (L/min) 12 / - 28 / 10 28 / 10
Max. pressure (bar / psi) 0.4 / 5.9 0.4 / 5.9 0.4 / 5.9 

Dimension
Bath opening, depth (W x L, D, mm) 250 x 150, 150 270 x 225, 200 300 x 280, 230
Exterior (W x D x H, mm) 430 x 492 x 791 450 x 590 x 876 480 x 640 x 916
Net weight (kg) 52 70 80

Electrical data
 Electric requirement (220V/60Hz, A) 14 17 23

Cat. No. AAA56101 AAA56201 AAA56301

   ※ Bath fluid : Water

Specification

Accessories
Tubing Insulation, Clamp, Ethylene 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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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 순환 수조, 고온형
Heating Bath Circulator, High Temp.

최대 250℃ 고온 영역까지 정밀 제어

  구조 기능적 특징
	 		●	 			내부	Bath가	Stainless	Steel	재질로 구성되어	

장기간 사용에도 우수한 내부식성
	 		●	 			용액의 내부순환 및 외부순환 기능
	 		●	 			Bath	내부의 히터,	센서,	펌프 등이	

가림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안전한 구조
	 		●	 			Bath	내부 용액 배출이 편리한	Drain	Valve
	 		●	 			고온에서 내부 용액의 증발을 최소화하는	

Bath	Cover를 기본 제공하여 편리
	 		●	 			외부 냉각장비와 연결할 수 있는	Cooling	Line	기본 포함

  사용 편의적 특징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오차 최소화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용액 부족 알림	(Low	Level	Limiter)
	 		●	 			기본 장착되는	Suction	Pump에 의해	

보다 강력한	Bath	Fluid	순환 제공
	 		●	 				Booster	Heater로 고온까지 빠르게 온도 상승

Model HTBC-2320AT HTBC-2330AT
Bath volume (L) 20 30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45 to 250 45 to 250
Temp. stability at 50℃ (±℃) 0.1 0.1

Pump
Max. flow rate / Max. suction flow rate (L/min) 28 / 10 28 / 10
Max. pressure (bar / psi) 0.4 / 5.9 0.4 / 5.9

Dimension
Bath opening, depth (W x L, D, mm) 250 x 250, 230 300 x 300, 230
Exterior (W x D x H, mm) 390 x 540 x 548 440 x 590 x 548
Net weight (kg) 26 28

Electrical data
Electric requirement (220V/60Hz, A) 13 15

Cat. No. AAA53115 AAA53205

   ※Bath fluid : Water

HTBC-2320AT

Specification

Accessories
Tubing Insulation, Clamp, Ethylene 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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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Spring Wire Rack
격자 형태의	2중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실험 용기 고정이 편리하며
간편하게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

Stainless Steel Cover
견고하고 내부식성이 우수한	Stainless	Steel	재질의	Flat	Type	Cover

Cat. No. Model
AAA51522 RW3-2025(P), 2035(P)
AAA51523 RW3-3025(P), 3035(P)
AAA51522 CW3-20(P)
AAA51523 CW3-30(P)

Cat. No. Model
AAA51531 RW3-0525(P), RW3-0535(P), CW3-05(P)
AAA51532 RW3-1025(P), RW3-1035(P), CW3-10(P)
AAA51533 RW3-2025(P), RW3-2035(P), CW3-20(P)
AAA51534 RW3-3025(P), RW3-3035(P), CW3-30(P)

Cat. No. Description Max. Quantity of Racks
AAA44581 ø8 mm x 86 tubes CW3-20(P): 2ea

CW3-30(P): 2ea
RW3-2025(P): 2ea
RW3-2035(P): 2ea
RW3-3025(P): 2ea
RW3-3035(P): 2ea

AAA44582 ø10 mm x 86 tubes
AAA44583 ø12 mm x 58 tubes
AAA44585 ø16 mm x 32 tubes
AAA44586 ø25 mm x 19 tubes
AAA41531 ø8 mm x 50 tubes

CW3-10(P): 1ea
RW3-1025(P): 1ea
RW3-1035(P): 1ea

AAA41532 ø10 mm x 50 tubes
AAA41533 ø12 mm x 33 tubes
AAA41535 ø16 mm x 16 tubes
AAA41539 ø25 mm x 10 tubes

Silicone Tube
사용 온도 범위는	-50	~	250℃,		
내부 직경이	10	mm,		
외부 직경이	16	mm

Tube Clamp
Tube	연결 부위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Tubing Insulation
EPDM	재질의 단열재로		
외부 순환 사용시 열손실 방지

LC GreenBox
모바일 앱을 통해서 기기의 동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		
최대	4대 기기까지 연결 가능

Cat. No. Length (m)
FAA1110 10

Cat. No. Description
FEA1453 I.D. 25 mm (13T)

Cat. No. Dimension (W x D x H, mm)
AAAQ1011 156 x 94 x 34

Cat. No. Description
HXE1099 3/4"
HXE1100 5/8"

Test Tube Rack
Bath	내에서 간편하게	Test	Tube를 고정할 수 있으며,	Test	Tube	크기에 따른 다양한 모델 제공	
기울기 및 잠김 정도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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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ene Glycol, 99.5%
물과 혼합하여 다양한 온도 범위로 사용하는		
무색 점성의 액체(예:	50%	EG의 어는점	:	-36℃)

Cat. No. Description
BEA00393503 Ethylene glycol (99.5%), 1 kg

ㆍ	회전식 감압 농축기에 최적화된 칠러
ㆍ	Compact	디자인으로 설치	&	사용 편리
ㆍ	In	/	Out	Port가 상부에 위치하여	

Evaporator와 연결 사용에 편리
ㆍ	위에서 간편하게	Bath	Fluid	주입
ㆍ	LCD	화면으로 편리한 동작 상태 파악
ㆍ	용액 부족 경고 알림 기능 포함

Model RC-05

Temp. Range -20 ~ 30℃

Temp. Stability ±1.0℃

Cooling Capacity 580W at 20℃

Cat. No. ACH651012K

Rotary Evaporator를 위한 칠러

Chiller
Rotary	Evaporator

vs.Bath Circulator Chiller

Bath Circulator (ex. RW3-3035) Chiller (Recirculating Cooler) (ex. HX-25H)

Application 열 제거용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
외부 기기의 정밀한 온도 유지

외부 기기에서 발생하는 큰 열을 �
안정적으로 제거하여 온도 유지

Cooling 
Capacity 열 제거용량이 작다. 880W at 20℃ 열 제거용량이 크다. 2800W at 20℃

Temperature 
Range 온도 범위가 넓다. -35 to 150℃ 온도 범위가 좁다. +3 to 40℃

Pump Pressure 순환 압력이 약하다. Max. 0.4 bar 순환 압력이 강하다. Max. 6 bar

제이오텍 칠러 정보 Pag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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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ler (Recirculating Cooler)
칠러 (냉각수 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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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Max. Temp.
Stability (℃)

Temp. 
Range (℃)

Max. Cooling 
Capacity (kW) Model Page

일반형 • 우수한 내구성 및 성능
• 해외규격에 따른 검증완료 ± 1.0 +3 ~ 40 29.0 at 20℃ HX 38

대형
• 검증된 성능의 산업용 칠러
•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
간편 조작

± 1.0 +3 ~ 40 77.0 at 20℃ HX 40

상온용

일반형 • Clear VFD 디스플레이 적용
• 온도 Calibration 기능 포함 ± 1.0 -20 ~ 40 7.1 at 20℃ HL 42

정밀형 • 외부 온도센서 제어 기능
• 0.2℃ 정밀 제어 구현 ± 0.2 -20 ~ 40 7.1 at 20℃ HS 44

고저온
정밀형

• 광범위한 온도 영역 제어
• 0.1℃ 정밀 제어 구현 ± 0.1 -20 ~ 80 6.5 at 20℃ HH 46

소형 • 감압농축기 사용 최적화
• Compact 디자인 구성 ± 1.0 -20 ~ 30 0.5 at 20℃ RC 48

저온용

General Application
· 시료의 융해, 각종 실험기의 온도제어

· 냉각이 필요한 분석 장비 (감압농축기, 진공오븐, 분광광도계 등)

· 플랜트, 의료장비, 금속 가공 레이저, 사출 기계

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환경적 영향 평가 시험을
합격한 친환경 제품

2년 보증 무상 A/S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정확한 수위를 파악하는 지표 과열 온도 차단 기능수위가 낮아지면 알람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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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vative Refrigeration System
	 	압축기 On/Off 동작을 최소화한 냉매 조절 방식 	

냉동 시스템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증가

	 객관적 기준으로 검증 완료
	 	엄격한 해외 규격에 따른 설계 및 테스트 수행	

검증된 성능의 사양 제공 및 높은 신뢰성 구현

	 냉동 시스템 보호 장치
	 	냉동기 과부하 및 과열 온도 보호 장치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발생 시 자동 정지

	 사용 목적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군 
	 	온도 범위 및 정밀도, 흡열/펌프 능력에 따라	

6종 시리즈 & 총 35모델을 표준형으로 제공

	 칠러 전용 컨트롤러
	 	칠러 특성에 최적화되도록 자체 기술로 개발된	

전용 컨트롤러 사용으로 보다 안정적 제어 실현

	 온도 Calibration 기능
	 	온도 Calibration 기능이 포함된 컨트롤러로	

보다 정확한 온도 제어를 안정적으로 수행

	 냉동기 및 펌프를 각각 On/Off
	 	냉동 시스템 및 펌프를 각각 On/Off 하는 기능	

유지보수 및 실험 세팅 등에 유용하게 활용

	 Computer Interface
	 	컴퓨터 연결 및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편리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처리 기능 지원

Bath Fluid In/Out Port Pressure Gauge 편리한 Bath Fluid 수위 확인

독자적 냉동 시스템 적용으로 차별화된 내구성
전용 컨트롤러 적용과 온도 Calibration으로 안정적 제어

Chiller (Recirculating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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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Option)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장비 운용 상태의 모니터링 및 제어 

	 편리한 Bath Fluid 수위 확인
	 	기기 전면에서 Bath Fluid의 수위 확인이 편리한	

Level Indicator with LED Backlight 포함

	 기기 전면에서 펌프 압력 확인
	 	Pump 압력을 기기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상시적으로 동작 상태 파악이 편리

	 이동 설치가 편리한 캐스터
	 	초기 설치 및 사용중 이동 설치가 편리하도록	

이동을 위한 편리한 캐스터를 기본 장착

	 과열 온도 경고 기능
	 	Over Temperature에 대한 경고 기능으로	

과열 온도 발생 시 알람을 발생하는 안전 구조

	 Bath Fluid 부족 경고 기능
	 	Bath Fluid가 부족한 경우, 적절한 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알람을 발생

	 Application 지원 우선
	 	비정상적 온도 또는 Bath Fluid 부족 감지 시에도	

사용자 Application 보호를 위해 칠러 동작 지속

	 편리한 용액 배출
	 	Drain Valve가 기본 포함되어 있어서 	

유지관리가 편리

※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Bath Fluid 주입구 Drain Valve 기본 포함 이동 설치가 편리한 캐스터

다양한 표시 및 알람으로 상태 확인 용이
전문적 상담을 통해 목적에 따른 최적 제품 선택

37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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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러 (냉각수 공급장치), 상온 일반형
Chiller (Recirculating Cooler), HX Series

해외 규격에 따른 검증된 성능 및 내구성

  구조 기능적 특징
	   ●	 	엄격한	해외	규격에	따른	설계	및	테스트	수행
	   ●	 	검증된	성능의	사양	제공	및	높은	신뢰성	구현
	   ●	 	최적화된	Slim	&	Compact	디자인으로		

설치	공간이	최소로만	요구되는	제품	구조
	   ●	 	압축기 수명을 저하시키는 기존의 냉동시스템에서 벗어나, 	

독자적 기술로 압축기 On/Off 동작을 최소화하여 	
냉동시스템의 내구성 강화

	   ●	 	Double	Service	Valve로	냉매	누설	방지
	   ●	 	공냉식	일체형	냉동시스템	구조로	설치	편리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환경친화적	냉매를	사용한	냉동	시스템	장착
	   ●	 	Pump	압력을	기기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상시적으로	동작	상태	파악이	편리
	   ●	 	Pump	압력을	줄여주는	By-pass	기능으로	

압력에	민감한	사용자	Application	보호	(H	Type)
	   ●	 	Bath	Fluid	주입구가	넓어서	Fluids 주입 편리
	   ●	 	이동/설치가	편리한	이동식	캐스터	장착

  사용 편의적 특징
	   ●	 	Bright	LCD	디스플레이로	시각적	인식성	우수
	   ●	 	기기	전면부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설정값과	현재값을	동시에	표시하여	주며,	

기기	사용중에도	설정값	변경	가능하여	편리
	   ●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지원
	   ●	 	냉동	압축기와	펌프를	각각	On/Off	가능
	   ●	 	기기	전면에서	Bath	Fluid의	수위	확인이	편리한	

Level	Indicator	with	LED	Backlight	포함
	   ●	 	Drain	Valve	기본	포함으로	유지관리	편리

  뛰어난 안전성
	   ●	 	과열온도 경고 기능	(Over	Temperature	Alarm)
	   ●	 	비정상적	온도	또는	Bath	Fluid	부족	감지 시	

경고 알람 발생
	   ●	 	경고 발생 시에도,	칠러 동작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용자	Application	보호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HX-45HHX-6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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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모델	:	HX-20,	HX-25 ※	적용모델	:		HX-20H,	HX-25H,	HX-35H,	
HX-45H,	HX-55H

※	적용모델	:	HX-65H,	HX-75H,	HX-85H

Model HX-20 HX-25 HX-20H HX-25H HX-35H HX-45H HX-55H HX-65H
(CE 미인증)

HX-75H
(CE 미인증)

HX-85H
(CE 미인증)

Interior dimensions
Max. filling volume (L) 35 35 35 35 45 45 45 48 48 56
Refrigerator capacity (HP) 3/4 1 3/4 1 1.5 2 3 5 7.5 10
For tubing dia. (mm/inch)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25 (1") 25 (1") 25 (1")
Filling inlet (Ø, mm) 50 50 50 50 50 50 50 - - -

Exterior dimensions
Width (mm) 620 620 620 620 745 745 745 760 760 860 
Depth (with drain valve, mm) 715 (785) 715 (785) 715 (785) 715 (785) 735 (800) 735 (800) 735 (800) 1535 1535 1735
Height (with lid, mm) 955 (990) 955 (990) 955 (990) 955 (990) 1060 (1095) 1060 (1095) 1060 (1095) 1470 1470 1620
Weight (kg) 93 101 97 105 120 130 140 - - -

Temperature data
Working temperature range (℃) 3 to 40 3 to 40 3 to 40 3 to 40 3 to 40 3 to 40 3 to 40 3 to 40 3 to 40 3 to 40
Temperature stability at 15℃ (±℃)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Cooling capacity, Max
at 20℃ (kW) 2.2 2.8 2.2 2.8 4.2 5.5 8.1 15.0 23.0 29.0 
at 10℃ (kW) 1.6 2.0 1.6 2.0 3.6 4.2 5.9 13.0 19.0 25.0 
at 5℃ (kW) 1.2 1.6 1.2 1.6 2.8 3.4 4.8 11.0 15.0 20.0 

Pump data
Max. flow rate (L/min) 40 40 32 32 32 32 32 130 130 130 
Max. pressure (bar) 2.0 2.0 6.0 6.0 6.0 6.0 6.0 4.0 4.0 4.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1) 일반용 
(2pin)

일반용 
(2pin)

일반용 
(2pin)

일반용 
(2pin)

일반용 
(2pin)

공업용
(3pin/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220V/60Hz/1P (A) 8.5 9.0 9.0 9.5 15.0 19.0 - - - -
Cat. No. AAH64011K AAH64021K AAH64111K AAH64121K AAH64132K AAA64141 - - - -

380V/60Hz/3P (A) - - - - - 10.0 11.5 13.2 19.1 26.2 
Cat. No. - - - - - AAH64149K AAH64159K AAA64169 AAA64179 AAA64189

   ※ According to DIN 12876
   ※ Temperature stability / Cooling capacity / Pump data : Water
   1)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Specification

Accessories
Fitting, Connector, Adapter, Tubing, Tube Clamp, Bath Fluid

Page 50

Submersible pump Centrifugal pump
 Pump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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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러 (냉각수 공급장치), 상온 대형
Chiller (Recirculating Cooler), HX Series

최대 77kW(20℃) 흡열 능력의 산업용 대형 칠러

  구조 기능적 특징
	   ●	 	검증된	성능의	산업용	대형	칠러	시리즈로	

최대	77kW	at	20℃의	흡열	능력	제공
	   ●	 고객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주문	제작	가능
	   ●	 	최적화된	Slim	&	Compact	디자인으로		

설치	공간이	최소로만	요구되는	제품	구조
	   ●	 	Double	Service	Valve로	냉매	누설	방지
	   ●	 	공냉식	일체형	냉동시스템	구조로	설치	편리	

(실외기	분리형은	별도	협의	가능)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환경친화적	냉매를	사용한	냉동	시스템	장착
	   ●	 	Pump	압력을	줄여주는	By-pass	기능으로	

압력에	민감한	사용자	Application	보호

  사용 편의적 특징
	   ●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로		

직관적	조작	및	운전	상태	파악	편리
	   ●	 	컴퓨터	연결	및	전용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편리한	제어	관리	및	간편한	데이터	처리
	   ●	 	기기	전면부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설정값과	현재값을	동시에	표시하여	주며,	

기기	사용중에도	설정값	변경	가능하여	편리
	   ●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지원
	   ●	 	Drain	Valve	기본	포함으로	유지관리	편리

  뛰어난 안전성
	   ●	 	과열온도 경고 기능	(Over	Temperature	Alarm)
	   ●	 	비정상적	온도	또는	Bath	Fluid	부족	감지 시 	

경고 알람 발생
	   ●	 	경고 발생 시에도,	칠러 동작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용자	Application	보호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시 자동 정지

HX-2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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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HX-200H HX-300H
Interior dimensions
Max. filling volume (L) 215 275 
Refrigerator capacity (HP) 20 30 
For tubing dia. (mm/inch) 50 50 

Exterior dimensions
Width (mm) 1000 1100 
Depth (mm) 1930 2470 
Height (mm) 2100 2350 

Temperature data
Working temperature range (℃) 3 to 40 3 to 40
Temperature stability at 15℃ (±℃) 1.0 1.0 

Cooling capacity, Max
at 20℃ (kW) 49 77 
at 10℃ (kW) 39 63 
at 5℃ (kW) 30 50 

Pump data
Max. flow rate (L/min) 435 435 
Max. pressure (bar) 5 5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380V/60Hz/3P (A) 42.0 64.0 
Cat. No. AAA64219 AAA64229

   ※ According to DIN 12876
   ※ Temperature stability / Cooling capacity / Pump data : Water

1.0

100 200 300 400 500

2.0

3.0

4.0

5.0

※적용모델 : HX-200H, 300H

제이오텍의 특화된 냉동 제어 시스템
ㆍ	기존의	단순한	냉동	압축기	제어	방식은		

온도	제어를	위해	수시로	냉동시스템을	On/Off하여	
압축기	수명을 저하시키지만,	
제이오텍	칠러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완성된	
고유의	냉매	조절	방식의	냉동	시스템으로	
압축기	On/Off	동작을	최소화함으로써		
냉동	시스템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Specification

Accessories
Fitting, Connector, Adapter, Tubing, Tube Clamp, Bath Fluid

Page 50

Submersible pump
 Pump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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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러 (냉각수 공급장치), 저온 일반형
Chiller (Recirculating Cooler), HL Series

-20℃까지 제어되는 저온형 일반 모델

  구조 기능적 특징
	   ●	 		-20℃에서	40℃까지	제어되는	저온형	칠러로	

검증된	성능의	사양	제공	및	높은	신뢰성	구현
	   ●	 		최적화된	Slim	&	Compact	디자인으로		

설치	공간이	최소로만	요구되는	제품	구조
	   ●	 		압축기 수명을 저하시키는 기존의 냉동시스템에서 벗어나, 	

독자적 기술로 압축기 On/Off 동작을 최소화하여 
냉동시스템의 내구성 강화

	   ●	 		Double	Service	Valve로	냉매	누설	방지
	   ●	 		공냉식	일체형	냉동시스템	구조로	설치	편리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환경친화적	냉매를	사용한	냉동	시스템	장착
	   ●	 		Pump	압력을	기기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상시적으로	동작	상태	파악이	편리
	   ●	 		Bath	Fluid	주입구가	넓어서	Fluids 주입 편리
	   ●	 	이동/설치가	편리한	이동식	캐스터	장착

  사용 편의적 특징
	   ●	 	Clear	VFD	디스플레이로	시각적	인식성	우수
	   ●	 		기기	전면부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설정값과	현재값을	동시에	표시하여	주며,	

기기	사용중에도	설정값	변경	가능하여	편리
	   ●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지원
	   ●	 	냉동	압축기와	펌프를	각각	On/Off	가능
	   ●	 		기기	전면에서	Bath	Fluid의	수위	확인이	편리한	

Level	Indicator	with	LED	Backlight	포함
	   ●	 		Drain	Valve	기본	포함으로	유지관리	편리

  뛰어난 안전성
	   ●	 	과열온도 경고 기능	(Over	Temperature	Alarm)
	   ●	 	비정상적	온도	또는	Bath	Fluid	부족	감지 시	

경고 알람 발생
	   ●	 	경고 발생 시에도,	칠러 동작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용자	Application	보호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HL-20HHL-2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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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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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모델	:		HL-05,	HL-10,	HL-15,	HL-20 ※	적용모델	:		HL-15H,	HL-20H,		
HL-25H,	HL-35H

※	적용모델	:	HL-45H,	HL-55H

Model HL-05 HL-10 HL-15 HL-20 HL-15H HL-20H HL-25H HL-35H HL-45H HL-55H
Interior dimensions
Max. filling volume (L) 8 8 14 14 14 14 25 25 39 39
Refrigerator capacity (HP) 1/5 1/3 1/2 3/4 1/2 3/4 1 1.5 2 3
For tubing dia. (mm/inch)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Filling inlet (Ø, mm)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Exterior dimensions
Width (mm) 405 405 515 515 515 515 550 550 605 605 
Depth (with drain valve, mm) 550 (620) 550 (620) 645 (715) 645 (715) 645 (715) 645 (715) 830 (900) 830 (900) 975 (1045) 975 (1045)
Height (with lid, mm) 675 (710) 675 (710) 800 (835) 800 (835) 800 (835) 800 (835) 1105 (1140) 1105 (1140) 1265 (1300) 1265 (1300)
Weight (kg) 62.9 64.9 86.5 87.4 91.8 92.7 141.3 146.3 171±10 176±10

Temperature data
Working temperature range (℃) -20 to 40 -20 to 40 -20 to 40 -20 to 40 -20 to 40 -20 to 40 -20 to 40 -20 to 40 -20 to 40 -20 to 40
Temperature stability 
at 15℃ (±℃)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Cooling capacity, Max
at 20℃ (kW) 0.70 0.76 1.70 1.85 1.70 1.85 2.80 3.50 6.50 7.10 
at 10℃ (kW) 0.60 0.65 1.35 1.60 1.35 1.60 2.20 2.50 4.50 6.00 
at 0℃ (kW) 0.40 0.50 0.87 1.20 0.87 1.20 1.30 1.80 3.00 4.10
at -10℃ (kW) 0.20 0.36 0.67 0.87 0.67 0.87 0.90 1.10 2.10 2.50 
at -20℃ (kW) 0.06 0.16 0.32 0.45 0.32 0.45 0.45 0.60 1.20 1.50

Pump data
Max. flow rate (L/min) 60 60 60 60 40 40 40 40 70 70 
Max. pressure (bar) 1.4 1.4 1.4 1.4 3.3 3.3 3.3 3.3 6.0 6.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1P (A) 5.0 5.5 6.5 7.5 6.5 7.5 9.5 13.5 - -

Cat. No. AAH65001K AAH65011K AAH65021K AAH65031K AAH65121K AAH65131K AAH65141K AAH65151K - -
380V/60Hz/3P (A) - - - - - - - - 5.5 7.0 

Cat. No. - - - - - - - - AAH65169K AAH65179K

   ※ According to DIN 12876
   ※ Temperature stability / Pump data : Water, Cooling capacity : Ethanol 

Accessories
Fitting, Connector, Adapter, Tubing, Tube Clamp, Bath Fluid

Page 50

STS housing ABS pump Submersible pump
 Pumping Capacity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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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러 (냉각수 공급장치), 저온 정밀형
Chiller (Recirculating Cooler), HS Series

외부 온도센서로 ±0.2℃ Stability의 정밀 제어 구현

  구조 기능적 특징
	   ●	 	-20℃에서	40℃까지	제어되는	저온형이고,	

±0.2℃	Stability의	정밀	온도	제어형	칠러로	
검증된	성능의	사양	제공	및	높은	신뢰성	구현

	   ●	 	최적화된	Slim	&	Compact	디자인으로		
설치	공간이	최소로만	요구되는	제품	구조

	   ●	 	압축기 수명을 저하시키는 기존의 냉동시스템에서 
벗어나, 독자적 기술로 압축기 On/Off 동작을 
최소화하여 냉동시스템의 내구성 강화

	   ●	 	Double	Service	Valve로	냉매	누설	방지
	   ●	 	공냉식	일체형	냉동시스템	구조로	설치	편리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환경친화적	냉매를	사용한	냉동	시스템	장착
	   ●	 	Pump	압력을	기기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상시적으로	동작	상태	파악이	편리
	   ●	 	Bath	Fluid	주입구가	넓어서	Fluids 주입 편리
	   ●	 	이동/설치가	편리한	이동식	캐스터	장착

  사용 편의적 특징
	   ●	 	외부	온도	센서 (Option)를	연결하여	제어	가능
	   ●	 	컴퓨터	연결	및	전용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편리한	제어	관리	및	간편한	데이터	처리
	   ●	 	Alarm	출력	포트	기본	제공
	   ●	 	Clear	VFD	디스플레이로	시각적	인식성	우수
	   ●	 	기기	전면부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설정값과	현재값을	동시에	표시하여	주며,	

기기	사용중에도	설정값	변경	가능하여	편리
	   ●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지원
	   ●	 	냉동	압축기와	펌프를	각각	On/Off	가능
	   ●	 	기기	전면에서	Bath	Fluid의	수위	확인이	편리한	

Level	Indicator	with	LED	Backlight	포함
	 		●	 	Drain	Valve 기본 포함으로 유지관리	편리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LC	GreenBox	구매 시)

HS-55HHS-25

  뛰어난 안전성
	   ●	 	과열온도 경고 기능	(Over	Temperature	Alarm)
	   ●	 	비정상적	온도	또는	Bath	Fluid	부족	감지 시	

경고 알람 발생
	   ●	 	경고 발생 시에도, 칠러 동작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용자 Application 보호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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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오텍 온라인 LC몰

※	적용모델	:	HS-15,	HS-20,		HS-25,		HS-35 ※	적용모델	:	HS-45H,	HS-5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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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HS-15 HS-20 HS-25 HS-35 HS-45H HS-55H
Interior dimensions
Max. filling volume (L) 14 14 25 25 39 39
Refrigerator capacity (HP) 1/2 3/4 1 1.5 2 3 
For tubing dia. (mm/inch)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Filling inlet (Ø, mm) 120 120 120 120 120 120 

Exterior dimensions
Width (mm) 515 515 550 550 605 605 
Depth (with drain valve, mm) 645 (715) 645 (715) 830 (900) 830 (900) 975 (1045) 975 (1045)
Height (with lid, mm) 800 (835) 800 (835) 975 (1045) 975 (1045) 1265 (1300) 1265 (1300)
Weight (kg) 91.8 92.7 141.3 146.3 171±10 176±10

Temperature data
Working temperature range (℃) -20 to 40 -20 to 40 -20 to 40 -20 to 40 -20 to 40 -20 to 40
Temperature stability at 15℃ (±℃) 0.2 0.2 0.2 0.2 0.2 0.2 

Cooling capacity, Max
at 20℃ (kW) 1.70 1.85 2.80 3.50 6.50 7.10 
at 10℃ (kW) 1.35 1.60 2.20 2.50 4.50 6.00 
at 0℃ (kW) 0.87 1.20 1.30 1.80 3.00 4.10 
at -10℃ (kW) 0.67 0.87 0.90 1.10 2.10 2.50 
at -20℃ (kW) 0.32 0.45 0.45 0.60 1.20 1.50 

Pump data
Max. flow rate (L/min) 40 40 40 40 70 70 
Max. pressure (bar) 3.3 3.3 3.3 3.3 6.0 6.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1P (A) 6.5 7.5 9.5 13.5 - -

Cat. No. AAH66011K AAH66021K AAH66031K AAH66041K - -
380V/60Hz/3P (A) - - - - 5.5 7.0 

Cat. No. - - - - AAH66359K AAH66569K

   ※ According to DIN 12876
   ※ Temperature stability / Pump data : Water, Cooling capacity : Ethanol 

Specification

Accessories
LC GreenBox, Fitting, Connectors , Adapters, Tubing, Tube Clamp, Bath Fluid, External Sensor

Page 50

Submersible pump
 Pump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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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러 (냉각수 공급장치), 고저온 정밀형
Chiller (Recirculating Cooler), HH Series

최대 80℃까지 ±0.1℃ Stability의 정밀 제어 구현

  구조 기능적 특징
	   ●	 	-20℃에서	80℃까지	제어되는	고저온형이고,	

±0.1℃	Stability의	정밀	온도	제어형	칠러로	
검증된	성능의	사양	제공	및	높은	신뢰성	구현

	   ●	 	최적화된	Slim	&	Compact	디자인으로		
설치	공간이	최소로만	요구되는	제품	구조

	   ●	 	압축기 수명을 저하시키는 기존의 냉동시스템에서 
벗어나, 독자적 기술로 압축기 On/Off 동작을 
최소화하여 냉동시스템의 내구성 강화

	   ●	 	Double	Service	Valve로	냉매	누설	방지
	   ●	 	공냉식	일체형	냉동시스템	구조로	설치	편리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환경친화적	냉매를	사용한	냉동	시스템	장착
	   ●	 	Pump	압력을	기기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상시적으로	동작	상태	파악이	편리
	   ●	 	Bath	Fluid	주입구가	넓어서	Fluids 주입 편리
	   ●	 	이동/설치가	편리한	이동식	캐스터	장착

  사용 편의적 특징
	   ●	 	외부	온도	센서 (Option)를	연결하여	제어	가능
	   ●	 	컴퓨터	연결	및	전용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편리한	제어	관리	및	간편한	데이터	처리
	   ●	 	Alarm	출력	포트	기본	제공
	   ●	 	Clear	VFD	디스플레이로	시각적	인식성	우수
	   ●	 	기기	전면부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설정값과	현재값을	동시에	표시하여	주며,	

기기	사용중에도	설정값	변경	가능하여	편리
	   ●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지원
	   ●	 	냉동	압축기와	펌프를	각각	On/Off	가능
	   ●	 	기기	전면에서	Bath	Fluid의	수위	확인이	편리한	

Level	Indicator	with	LED	Backlight	포함
	   ●	 	Drain	Valve	기본	포함으로	유지관리	편리
	   ●	 	과열온도	경고	기능	(Over	Temperature	Alarm)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LC	GreenBox	구매 시)

HH-25

HH-20

  뛰어난 안전성
	   ●	 	과열온도 경고 기능	(Over	Temperature	Alarm)
	   ●	 	비정상적	온도	또는	Bath	Fluid	부족	감지 시	

경고 알람 발생
	   ●	 	경고 발생 시에도,	칠러 동작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용자	Application	보호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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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오텍 온라인 LC몰

 0
 0.0

 2.0

 1.0

 3.0

 4.0

 5.0

 6.0

 7.0

10 20 30 40 50 60 70 80
Flow rate(L/min)

Pr
es

su
re

(b
ar

)

 0
 0.0

 2.0

 1.0

 3.0

 4.0

 5.0

 6.0

 7.0

10 20 30 40 50 60 70 80
Flow rate(L/min)

Pr
es

su
re

(b
ar

)

※	적용모델	:		HH-15,	HH-20,		HH-25,		HH-35 ※	적용모델	:	HH-45H,	HH-5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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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HH-15 HH-20 HH-25 HH-35 HH-45H HH-55H
Interior dimensions
Max. filling volume (L) 14 14 25 25 39 39
Refrigerator capacity (HP) 1/2 3/4 1 1.5 2 3 
For tubing dia. (mm/inch)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20 (3/4")
Filling inlet (Ø, mm) 120 120 120 120 120 120 

Exterior dimensions
Width (mm) 515 515 550 550 605 605 
Depth (with drain valve, mm) 645 (715) 645 (715) 830 (900) 830 (900) 975 (1045) 975 (1045)
Height (with lid, mm) 800 (835) 800 (835) 975 (1045) 975 (1045) 1265 (1300) 1265 (1300)
Weight (kg) 92 93 142 147 171±10 176±10

Temperature data
Working temperature range (℃) -20 to 80 -20 to 80 -20 to 80 -20 to 80 -20 to 80 -20 to 80
Temperature stability at 15℃ (±℃) 0.1 0.1 0.1 0.1 0.1 0.1 

Heating capacity (kW) 2.0 2.0 4.0 4.0 8.4 8.4
Cooling capacity, Max
at 20℃ (kW) 1.3 1.6 2.7 3.0 5.0 6.5 
at 0℃ (kW) 0.9 1.2 1.3 1.8 3.0 4.1 
at -20℃ (kW) 0.2 0.3 0.5 0.6 1.0 1.3 

Pump data
Max. flow rate (L/min) 40 40 40 40 70 70 
Max. pressure (bar) 3.3 3.3 3.3 3.3 6.0 6.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1) 일반용 (2pin) 일반용 (2pin) 공업용 (3pin) 공업용(3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220V/60Hz/1P (A) 15.5 16.5 27 31 - -

Cat. No. AAH67012K AAH67021K AAH67031K AAH67041K - -
380V/60Hz/3P (A) - - - - 18.5 20.0

Cat. No. - - - - AAH67159K AAH67169K

   ※ According to DIN 12876
   ※ Temperature stability / Pump data : Water, Cooling capacity : Ethanol 
   1)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Specification

Accessories
LC GreenBox, Fitting, Connectors , Adapters, Tubing, Tube Clamp, Bath Fluid, External Sensor

Page 50

Submersible pump
 Pump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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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러 (냉각수 공급장치), 소형
Chiller (Recirculating Cooler), Compact

Rotary Evaporator 사용에 최적화

  구조 기능적 특징
	   ●	 	회전식	감압	농축기	사용에	최적화된	성능
	   ●	 	Pump	In	/	Out	포트가	상부에	있는	구조로	

Evaporator	세트와의	연결	및	해체가	편리
	   ●	 	최적화된	Slim	&	Compact	디자인으로		

설치	공간이	최소로만	요구되는	제품	구조
	   ●	 	압축기 수명을 저하시키는 기존의 냉동시스템에서 벗어나, 	

독자적 기술로 압축기 On/Off 동작을 	
최소화하여 냉동시스템의 내구성 강화

	   ●	 	Double	Service	Valve로	냉매	누설	방지
	   ●	 	공냉식	일체형	냉동시스템	구조로	설치	편리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환경친화적	냉매를	사용한	냉동	시스템	장착
	   ●	 	Pump	압력을	기기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상시적으로	동작	상태	파악이	편리
	   ●	 	Bath	Fluid	주입구가	넓어서	Fluids 주입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Bright	LCD	디스플레이로	시각적	인식성	우수
	   ●	 	기기	전면부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설정값과	현재값을	동시에	표시하여	주며,	

기기	사용중에도	설정값	변경	가능하여	편리
	   ●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지원
	   ●	 	냉동	압축기와	펌프를	각각	On/Off	가능
	   ●	 	기기	전면에서	Bath	Fluid의	수위	확인이	편리한	

Level	Indicator	with	LED	Backlight	포함
	   ●	 	Drain	Valve	기본	포함으로	유지관리	편리

  뛰어난 안전성
	   ●	 	과열온도 경고 기능	(Over	Temperature	Alarm)
	   ●	 	비정상적	온도	또는	Bath	Fluid	부족	감지 시	

경고 알람 발생
	   ●	 	경고 발생 시에도, 칠러 동작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용자 Application 보호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R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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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C-05
Interior dimensions
Max. filling volume (L) 5 
Refrigerator capacity (HP) 1/3
For tubing dia. (mm/inch) 9.5 (3/8")
Filling inlet (Ø, mm) 37 

Exterior dimensions
Width (mm) 300 
Depth (mm) 550 
Height (with lid, mm) 530 
Weight (kg) -

Temperature data
Working temperature range (℃) -20 to 30
Temperature stability at 15℃ (±℃) 1.0 

Cooling capacity, Max
at 20℃ (W) 580 
at 10℃ (W) 450 
at 0℃ (W) 350 
at -10℃ (W) 270 
at -20℃ (W) 110 

Pump data
Max. flow rate (L/min) 26 
Max. pressure (bar) 0.7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1P (A) 4.0 

Cat. No. ACH651012K

   ※ According to DIN 12876
   ※ Temperature stability / Pump data: Water, Cooling capacity: Ethanol

Specification

※적용모델	:	RC-05 RC-05

Rotary Evaporator

고객 맞춤형 칠러 주문제작
고객의	사용	용도에	최적화된	성능으로
설계,	제작,	설치	서비스를	맞춤형	제공

◆  전문 기술 상담
	 	실제적인	고객	요구	사항에	기반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전문	상담	제공
◆  최적화된 제안
	 	사용 용도 및 요구되는 성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된 제안 제시

Accessories
Fitting, Connector, Adapter, Tubing, Tube Clamp, Bath Fluid

Page 50

자세히 보기 Page 218

Magnetic pump
 Pump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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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검증된 신뢰성 & 재현성 제공

◆			칠러에	대한	전기	안전	규격을	비롯하여,	사용상	안전을	고려한	요구사항	반영	완료
◆			신뢰성	있는	제품	성능의	제공을	위하여,	규격에서	요구되는	기기	성능	테스트	완료
◆			사용자의	적합한	모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검증된	테스트	결과를	Specification으로	제공

해외 규격에 준한 제작 및 테스트 완료

Barbed Fittings

Barbed Fittings
Cat. No. Description
HXE1066 3/4"Male to barbed fitting for tubing 1"inner dia
HXE1067 3/4"Male to barbed fitting for tubing 3/4"inner dia
HXE1068 3/4"Male to barbed fitting for tubing 5/8"inner dia
HXE1069 3/4"Male to barbed fitting for tubing 1/2"inner dia
HXE1070 3/4"Male to barbed fitting for tubing 3/8" inner dia
AAA64501 1"Barbed fittings set with Ball valve
AAA64502 3/4"Barbed fittings set with Ball valve
AAA64503 5/8"Barbed fittings set with Ball valve
AAA64504 1/2"Barbed fittings set with Ball valve
AAA64505 3/8"Barbed fittings set with Ball valve
AAA64506 1"Barbed fittings set with Gate valve
AAA64507 3/4"Barbed fittings set with Gate valve
AAA64508 5/8"Barbed fittings set with Gate valve
AAA64509 1/2"Barbed fittings set with Gate valve
AAA64510 3/8"Barbed fittings set with Gate valve

Connectors / Adapters
Cat. No. Description
HXE1105 3/4"Male to 3/4"Female
HXE1106 3/4"Male to 5/8"Female
HXE1107 3/4"Male to 1/2"Female
HXE1108 3/4"Male to 3/8"Female
HXE1109 3/4"Male to 3/4"Male
HXE1110 3/4"Male to 5/8"Male
HXE1111 3/4"Male to 1/2"Male
HXE1112 3/4"Male to 3/8"Male

One Touch Adapters Set
Cat. No. Description
HXE1075 12 mm One touch adapter ID 9.0 mm, OD 12.0 mm 
HXE1076 10 mm One touch adapter ID 6.5 mm, OD 10.0 mm
HXE1077 8 mm One touch adapter ID 5.5 mm, OD 8.0 mm
HXE1078 6 mm One touch adapter ID 4.0 mm, OD 6.0 mm
AAA64531 12 mm Adapters set with Ball valve
AAA64532 10 mm Adapters set with Ball valve
AAA64533 8 mm Adapters set with Ball valve
AAA64534 6 mm Adapters set with Ball valve

※ 사용 온도 범위 : -15℃ to 60℃

Flexible Fittings
Cat. No. Description
GBA8589 3/4"Male to 3/4"Flexible fitting
HXE1072 3/4"Male to 1/2"Female with 1/2"Male to 1/2"Flexible fitting
AAA64521 3/4"Flexible fittings set with Ball valve
AAA64522 1/2"Flexible fittings set with Ball valve
AAA64523 3/4"Flexible fittings set with Gate valve
AAA64524 1/2"Flexible fittings set with Gate valve

ㆍ다양한 크기의 튜브 연결에 적합
ㆍ	공구가 필요없이 파이프 피팅,	튜브 피팅,		

호스 피팅 등 작업 진행 가능

Connectors / Adapters
ㆍ튜브 및 장치를 연결할때 사용

One Touch Adapters Set	
ㆍTubing	연결 혹은 교체 간편

Fiexible Fittings
ㆍTubing은	Stainless	Steel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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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ing Insulations
Cat. No. Description
FEA1453 EPDM Insulation, 25 mm inner dia. (13T)

Flexible Tubing
Cat. No. Description
HXE1128 3/4"Flexible tubing
HXE1074 1/2"Flexible tubing

Tube Clamps
Cat. No. Description
HXE1098 1"Clamp
HXE1099 3/4"Clamp
HXE1100 5/8"Clamp
HXE1101 1/2"Clamp
HXE1102 3/8"Clamp

Bath Fluid
Cat. No. Description
HXE1113 Distilled water (20 L)
HXE1114 Ethylene glycol (4 L)
HXE1115 Ethylene glycol (20 L)

Distributing Fittings
Cat. No. Description

AAA64541 3-Way distributing barbed fittings set (1/4")
AAA64542 3-Way distributing barbed fittings set (3/8")

LC GreenBox
Cat. No. 적용 Model Description Dimension(W x D x H, mm)

AAAQ1011 HS, HH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156 x 94 x 34

External Sensor (for HS, HH)
Cat. No. Description
CFA1946 Pt 100 sensor with 3m cable

Tubings
Cat. No. Description
HXE1079 1 m 12 mm Urethane tubing ID 9.0 mm, OD 12.0 mm
HXE1080 1 m 10 mm Urethane tubing ID 6.5 mm, OD 10.0 mm
HXE1081 1 m 8 mm Urethane tubing ID 5.5 mm, OD 8.0 mm
HXE1082 1 m 6 mm Urethane tubing ID 4.0 mm, OD 6.0 mm
HXE1083 1 m 1"PVC tubing with thread ID 25.0 mm, OD 31.0 mm
HXE1084 1 m 3/4"PVC tubing with thread ID 19.0 mm, OD 24.0 mm
HXE1085 1 m 5/8"PVC tubing with thread ID 16.0 mm, OD 20.5 mm
HXE1086 1 m 1/2"PVC tubing with thread ID 12.0 mm, OD 16.0 mm
HXE1087 1 m 3/8"PVC tubing with thread ID 10.0 mm, OD 14.0 mm
HXE1088 1 m 1"PVC tubing with wire ID 25.0 mm, OD 33.0 mm
HXE1089 1 m 3/4"PVC tubing with wire ID 19.0 mm, OD 26.0 mm
HXE1090 1 m 5/8"PVC tubing with wire ID 15.0 mm, OD 22.0 mm
HXE1091 1 m 1/2"PVC tubing with wire ID 12.0 mm, OD 18.0 mm
HXE1092 1 m 3/8"PVC tubing with wire ID 9.0 mm, OD 15.0 mm

※ 사용 온도 범위 : -15℃ to 60℃

Tubings
ㆍPVC	튜브에	비해	유연성	우수
ㆍ우수한	내열,	내부식성

Tubing Insulations
ㆍEPDM	재질로,	내연성/내산화성	우수
ㆍ저온에서	유연성	우수

Tube Clamps
ㆍ	Clamp는	Stainless	Steel	재질로	녹이나		

부식이	적음

Distributing Fittings
ㆍ동시에	여러개	튜브와의	연결	가능

LC GreenBox
ㆍ	간단한 인터넷 연결로 기기의 동작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



Heating Bath
항온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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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eneral • 온도 보정 & 타이머 기능
• 용액 부족 시 경고알림 기능 주변온도+7  ~  100 ±0.3 at 50℃ 3.5, 11.5, 

20.0 BW3-G 56

Agitator
Dual

• 용액 교반으로 분포도 향상
• 2-in-1 모델은 공간 절약 주변온도+5  ~  100 ±0.1 at 50℃ 3.5, 11.5, 

20.0 BW-H 57

Economy • 간단한 Scale 온도 조절
• 과열온도 차단장치 포함 주변온도+7  ~  100 ±0.4 at 50℃ 3.5, 11.5, 

20.0 BW-B 58

Visible • 내부관찰에 편리한 투시창
• 점도측정에 적합한 구조 주변온도+5  ~  150 ±0.1 at 50℃ 25, 40 VB-G 60

Shaking • 안정적 왕복운동 제공
• 시료 취급에 편리한 구조 주변온도+5  ~  100 ±0.1 at 50℃ 17, 25, 37, �

55 BS 62

Heating
Bath

Description Temp. Range (℃) Max. Temp.
Stability (℃) Volume (L) Model Page

Others

Cold Trap • 수분, 유기용매 등의 Trap
• 저온 Bath로 사용 가능

Down to -40
Down to -70 N/A 4.8 CTB 64

Immersion
Cooler

• 간편한 이동식 냉각장치
• Compact 디자인으로 편리 Down to -35 N/A N/A HC 65

General Application
일반적인 실험: 대장균형 결정, 시료의 용해, 미생물 실험, 균 실험, 세포 배양 등

53

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제이오텍 고유 기술에 의한
안전 특허 등록

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2년 보증 무상 A/S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수위가 낮아지면 알람

과열 온도 차단 기능3점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환경적 영향 평가 시험을
합격한 친환경 제품

기기 운전의
종료 시간 또는 시작 시간 설정 가능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더욱 안정적인 온도 제어
	 	최적화된 Microprocessor PID 제어로	

더욱 정확한 온도 제어 구현

	 최적화된 온도 제어 구현
	 	주로 사용하는 온도나 주변 조건의 변화에도	

Auto-tuning 기능으로 최적 제어 실행

	 온도 Calibration 기능
	 	온도 Calibration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온도 제어 실현

	 편리한 타이머 기능 제공
	 	설정한 시간 (최대 999시간 59분) 경과후	

기기를 작동 (Wait On) / 정지 (Wait Off)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제이오텍 특허)
	 	기기 제어부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는 우선적으로 동작되는 구조

	 과열 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에 의해	

과열 온도 발생 시 차단하는 안전 구조

	 용액 수위 감지 (BW3, VB)
	 	Bath 내부의 용액 수위를 감지하여	

부족 시 기기 동작 정지 및 알림 기능

	 편리한 용액 배출 (BW3, VB, BS)
	 	Drain Valve가 기본 포함되어 있어서	

Bath 내부 용액을 쉽고 편리하게 배출

검증된 성능의 안정적인 온도제어
특허받은 제이오텍 고유의 안전 시스템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를 동시에 표기 과열 온도 차단 기능으로 안전한 사용 용액 수위 부족시 알림 기능

용액 수위
감지 센서

Heating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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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험 요구에 최적화된 선택 제공
기능 구분 및 용도에 따른 다양한 모델 및 액세서리

General Agitator Economy Visible Shaking

특징 고급 기능 및 사양의 �
대표적 항온 수조

교반 기능 및 �
독립적 제어가 가능한 
Dual 모델 구성

간단 사용을 위한
경제적 항온 수조

내부 관찰이 편리하여 �
점도 측정에 유용

180rpm 교반 기능의 �
정밀 항온 수조

기능

Auto-tuning Auto-tuning - Auto-tuning Auto-tuning

Calibration Calibration - Calibration Calibration

Timer - - Timer Timer

- - - Communication -

Drain Valve - - Drain Valve Drain Valve

안전

Over Temp. Over Temp. Over Temp. Over Temp. Over Temp.

Water Level - - Water Level -

Controller Lock Controller Lock - Controller Lock -

    

55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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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 수조, 일반형
Heating Bath, General

고급 기능 및 사양의 대표적 항온 수조

  구조 기능적 특징
	 		●	 			Bath	내부 용액 배출이 편리한	Drain	Valve	

(BW3-05G	모델 제외)
	 		●	 			기기 조작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로	

시료 취급시에 편리한 구조
	 		●	 			좌우 측면의 손잡이로	운반 및 이동 시 편리
	 		●	 			내부	Bath는 이음새 없는 일체형 구조이며	

Stainless	Steel	재질로 청결하며 내구성 우수
	 		●	 			Compact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 우수

  사용 편의적 특징
	 		●	 			Clear	VFD	패널로 선명한 정보 표시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온도	Auto-tuning	기능으로 최적화된 온도 제어
	 		●	 			3-point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9시간	59분)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기능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	 			Bath	내부의 히터,	센서 등이	

가림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안전한 구조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76)�
   ※ Bath fluid : Water�

Model BW3-05G BW3-10G BW3-20G
Bath volume (L) 3.5 11.5 20.0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주변온도+7  ~  100 주변온도+7  ~  100 주변온도+7  ~  100 
Temp. stability at 50℃ (±℃) 0.4 0.3 0.3
Heat up time to 70℃ (min) 34 36 44

Dimension
Bath opening, depth (W x L, D, mm) 240 x 136, 150 300 x 240, 200 498 x 300, 200
Exterior (W x D x H, mm) 307 x 200 x 264 360 x 300 x 294 564 x 356 x 294
Net weight (kg) 6.5 10.0 18.5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3.0 4.3 8.7
Cat. No. AAH41305K AAH41315K AAH41325K

Specification

더욱 커지고 밝아진	Clear	VFD	패널로		
기기의 동작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

BW3-05G

Accessories
Cover, Spring Wire Rack, Half Shelf Adjuster, Test Tube Rack

Page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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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 수조, 교반형
Heating Bath, Agitator

교반 기능 포함, 독립적 제어가 가능한 Dual 모델 구성

  구조 기능적 특징
	 		●	 			Magnetic	Stirring에 의한 교반 기능이 포함되어	

용액이 일정하게 섞이면서 온도 분포도 향상
	 		●	 			Dual	Type은	Bath별로 독립적인 온도 제어가 되며	

실험 공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모델 시리즈
	 		●	 			Compact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 우수
	 		●	 			내부	Bath는 이음새 없는 일체형 구조이며	

Stainless	Steel	재질로 청결하며 내구성 우수
	 		●	 			전면 하단에 있는 기기 조작부가 기울어져 있어	

기기 설정 및 정보 확인에 편리한 구조
	 		●	 			좌우 측면의 손잡이는 운반 및 이동 시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온도	Auto-tuning	기능으로 최적화된 온도 제어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교반 기능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교반 속도는	Scale	Type으로 조작 편리
	 		●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기능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	 			작동 중 이상 발생 시,	오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고 알람음 작동
	 		●	 			Bath	내부의 히터,	센서 등이	

가림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안전한 구조

Agitator에 의한 용액의 순환 BW-10H 
with	Gable	Cover	&		
Test	Tube	Rack	(Option)

BW-0510H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76)
   ※ Bath fluid : Water, Using agitator

Model BW-05H BW-10H BW-20H BW-0505H BW-0510H BW-1010H BW-1020H
Type Single Bath Single Bath Single Bath Dual Bath Dual Bath Dual Bath Dual Bath
Bath volume (L) 3.5 11.5 20.0 3.5 & 3.5 3.5 & 11.5 11.5 & 11.5 11.5 & 20.0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주변온도+5  �

~  100 
주변온도+5  �
~  100 

주변온도+5  �
~  100 

주변온도+5  �
~  100 

주변온도+5  �
~  100 

주변온도+5  �
~  100 

주변온도+5  �
~  100 

Temp. stability at 50℃ (±℃) 0.1 0.1 0.1 0.1 0.1 0.1 0.1
Heat up time to 70℃ (min) 25 45 50 25 & 25 25 & 45 45 & 45 45 & 50

Dimension

Bath opening, depth �
(W x L, D, mm) 240 x 136, 150 300 x 240, 200 498 x 300, 200 240 x 136, 150 &

240 x 136, 150
240 x 136, 150 &
300 x 240, 200

300 x 240, 200 &
300 x 240, 200 

300 x 240, 200 &
498 x 300, 200

Exterior (W x D x H, mm) 307 x 216 x 266 364 x 316 x 318 564 x 372 x 318 590 x 216 x 266 544 x 316 x 318 706 x 316 x 318 844 x 372 x 318
Net weight (kg) 6.5 9.5 15.5 12.3 15.0 17.3 20.7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2.9 4.2 8.3 2.9 & 2.9 2.9 & 4.2 4.2 & 4.2 4.2 & 8.3
Cat. No. AAH45115K AAH45125K AAH45135K AAH47115K AAH47125K AAH47135K AAH47145K

Specification

Accessories Cover, Spring Wire Rack, Half Shelf Adjuster, Test Tube RackPage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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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 수조, 경제형
Heating Bath, Economy

간단한 사용을 위한 실속형 항온 수조

  구조 기능적 특징
	 		●	 	내부	Bath는 이음새 없는 일체형 구조이며	

Stainless	Steel	재질로 청결하며 내구성 우수
	 		●	 	Compact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 우수
	 		●	 	전면 하단에 있는 기기 조작부가 기울어져 있어	

기기 설정 및 정보 확인에 편리한 구조
	 		●	 	전원 스위치가 전면에 위치하여 사용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Scale	Type의 직관적이고 간편한 온도 설정으로	

간단한 실험에 적합한 실속형 모델
	 		●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로 구성된 액세서리를	

편리하게 장착하여 사용 가능	(Option)

  뛰어난 안전성
	 		●	 		Bath	내부의 히터,	센서 등이	

가림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안전한 구조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BW-10B
with	Gable	Cover	&	Test	Tube	Rack	(Option)

Model BW-05B BW-10B BW-20B
Bath volume (L) 3.5 11.5 20.0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주변온도+7  ~  100 주변온도+7  ~  100 주변온도+7  ~  100 
Temp. stability at 50℃ (±℃) 0.4 0.5 0.5
Heat up time to 70℃ (min) 25 51 68

Dimension
Bath opening, depth (W x L, D, mm) 240 x 136, 115 300 x 240, 165 498 x 300, 165
Exterior (W x D x H, mm) 303 x 242 x 245 357 x 330 x 290 564 x 392 x 290
Net weight (kg) 6.5 10.0 18.5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2.9 4.2 8.3
Cat. No. AAH46012K AAH46022K AAH46032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76)
   ※ Bath fluid : Water

Specification

Accessories
Cover, Spring Wire Rack, Half Shelf Adjuster, Test Tube Rack

Page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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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오텍 온라인 LC몰

Gable	Type
·		박공 지붕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응축수가 시료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		투명하여 내부 관찰에 편리
·		상부 돌출 손잡이로 취급에 편리

Flat	Type
·		Stainless	Steel	재질로 견고하며		

장기간 사용에도 내부식성 우수
·		중앙 손잡이로 취급에 편리

Open	Ring	Type
·		Flask	크기에 따라	Ring	크기 선택
·		하나의	Hole에 여러 개의	Ring이 있어서	

조절하며 사용 가능

Spring	Wire	Rack		
·		격자 형태의	2중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실험 용기 고정이 편리하며	
간편하게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

·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 우수

Half	Shelf	Adjuster
·		높이가 낮은 실험 용기 사용 시	

간편하게 사용하는 받침대 구조
·	편리하게 높낮이 조절 가능
·	양쪽 손잡이로 취급에 편리

Test	Tube	Rack	 	
·		다양한 크기의	Test	Tube를 고정
·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구성 우수
·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 구조

Model BW3-05G BW3-10G BW3-20G BW-05H BW-10H BW-20H BW-05B BW-10B BW-20B

Cover

Gable Type AAA45531 AAA45532 AAA45533 AAA45531 AAA45532 AAA45533 AAA45531 AAA45532 AAA45533
Flat Type AAA45541 AAA45542 AAA45543 AAA45541 AAA45542 AAA45543 AAA45541 AAA45542 AAA45543

Open 
Ring

Ø80 mm x 2ea AAA45521 - - AAA45521 - - AAA45521 - -
Ø80 mm x 4ea - AAA45522 - - AAA45522 - - AAA45522 -
Ø80 mm x 8ea - - AAA45523 - - AAA45523 - - AAA45523
Ø110 mm x 1ea AAA45524 - - AAA45524 - - AAA45524 - -
Ø110 mm x 2ea - AAA45525 - - AAA45525 - - AAA45525 -
Ø110 mm x 6ea - - AAA45527 - - AAA45527 - - AAA45527
Ø185 mm x 1ea - AAA45526 - - AAA45526 - - AAA45526 -
Ø185 mm x 2ea - - AAA45528 - - AAA45528 - - AAA45528

Rack1)

Spring Wire Rack - AAA45502 AAA45503 - AAA45502 AAA45503 - AAA45502 AAA45503
Half Shelf Adjuster AAA45511 AAA45512 AAA45513 AAA45511 AAA45512 AAA45513 AAA45511 AAA45512 AAA45513

Test 
Tube 
Rack

Ø8 mm x 50 tubes AAA41531 - - AAA41531 - - AAA41531 - -
Ø10 mm x 50 tubes AAA41532 - - AAA41532 - - AAA41532 - -
Ø12 mm x 33 tubes AAA41533 - - AAA41533 - - AAA41533 - -
Ø16 mm x 16 tubes AAA41535 - - AAA41535 - - AAA41535 - -
Ø25 mm x 10 tubes AAA41539 - - AAA41539 - - AAA41539 - -
Ø8 mm x 176 tubes - AAA45551 AAA45551 - AAA45551 AAA45551 - AAA45551 AAA45551
Ø10 mm x 176 tubes - AAA45552 AAA45552 - AAA45552 AAA45552 - AAA45552 AAA45552
Ø12 mm x 84 tubes - AAA45554 AAA45554 - AAA45554 AAA45554 - AAA45554 AAA45554
Ø16 mm x 68 tubes - AAA45556 AAA45556 - AAA45556 AAA45556 - AAA45556 AAA45556
Ø25 mm x 33 tubes - AAA45561 AAA45561 - AAA45561 AAA45561 - AAA45561 AAA45561
최대 장착 수량 1ea 1ea 2ea 1ea 1ea 2ea 1ea 1ea 2ea

   ※ BW-H 시리즈의 Dual Bath 모델의 액세서리는 Single Bath 모델의 Bath 크기별 액세서리와 동일함.
    1) Rack 형태의 액세서리 장착 시, 높이로 인해 Flat type cover를 덮을 수 없으니, Gable type cover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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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40G
with	Bath	Cover	(기본제공)

투시 항온 수조
Heating Bath, Visible

내부 관찰이 편리하여 점도 측정에 유용

  구조 기능적 특징
	 		●	 			내부 순환 펌프로 우수한 온도 분포도
	 		●	 			펌프 순환 속도	5단계 조절 기능 포함
	 		●	 			외부 냉각 장비와 연결하는	Cooling	Line	포함
	 		●	 			점도계 설치가 편리한	Bath	Cover	기본 제공
	 		●	 			Bath	Cover에 온도계	Hole	포함되어 편리
	 		●	 			Bath	내부 용액 배출이 편리한	Drain	Valve
	 		●	 			내부 수조와 기기 조작부 위치가 떨어져 있어	

시료 취급 시에 편리한 구조

  사용 편의적 특징
	 		●	 			0.01℃	Resolution으로 온도 조절 제어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온도	Auto-tuning	기능으로 최적화된 온도 제어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기능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용액 부족 알림	(Low	Level	Limiter)
	 		●	 			컴퓨터 연결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Model VB-25G VB-40G
Bath volume (L) 25 40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주변온도+5  ~  150 주변온도+5  ~  150
Temp. stability at 50℃ (±℃) 0.1 0.1
Heat up time to 70℃ (min) 35 55

Dimension

Bath opening, depth (W x L, D, mm) 145 x 265, 330 295 x 265, 330 
Cover lids / Hole for thermometer (mm) Φ51 x 5ea / Φ12.6 x 1ea Φ51 x 8ea / Φ12.6 x 1ea
Exterior (W x D x H, mm) 492 x 374 x 547 642 x 374 x 547
Net weight (kg) 28 37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12.6 12.6
Cat. No. AAH43302K AAH43402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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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내부 관찰
	 		●	 		Bath	전면부와 후면부가 투명한 유리로 되어	

내부 관찰을 해야 하는 실험,	점도 측정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

	 		●	 	전/후면부 투시창은 각 면이	2중 구조의	
강화유리로 구성되어 단열 및 밀폐성이 우수

  편리한 점도계 고정
	 		●	 	Stainless	steel	재질의	Bath	Cover에	

점도계 설치용	Hole	및	Hole	Cover	장착 가능
	 		●	 	Viscometer	Holder	(Option)로 점도계를	

Bath에 고정하여 점도 측정 수행

Viscometer Holder
·	점도계를 고정하여	Bath	Cover에 있는	Hole에 고정할 수 있는	Holder
·	점도계의 탈착 및 고정이 편리한 구조

Bath Circulator
·	상온 이하의 온도에서 투시 항온수조 사용 시	
저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순환 수조

·	투시 항온수조의	Cooling	Line에 연결 사용
·	Bath	Circulator의 자세한 정보는																									참조

LC GreenBox
·	모바일 앱을 통해서 기기의 동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

·	최대	4대 기기까지 연결 가능

Cat. No.
Max. Mountable Holders

VB-25G VB-40G
AAA43501 5 8

Accessories

Pag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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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탕 항온 수조
Heating Bath, Shaking

180rpm 교반 기능의 정밀 항온 수조

  구조 기능적 특징
	 		●	 			시료를 정밀한 온도로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최대	180rpm의 왕복 교반 환경 제공
	 		●	 			교반 운동에 의한 우수한 온도 분포도
	 		●	 			Bath	내부 용액 배출이 편리한	Drain	Valve
	 		●	 			내부 및 상부가	Stainless	Steel	재질로 유지관리 간편
	 		●	 			좌우 측면의 손잡이는 운반 및 이동시 편리
	 		●	 			BLDC	모터 사용으로,	교반 운동시 진동이 최소화된 구조
	 		●	 			내부 수조와 기기 조작부 위치가 떨어져 있어	

시료 취급시에 편리한 구조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와 교반속도를 동시에 표시하여 편리
	 		●	 				온도제어와 교반운동은 독립적으로 동작 설정
	 		●	 			부드러운 교반 시작으로 시료 유출 방지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온도	Auto-tuning	기능으로 최적화된 온도 제어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기능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BS-31

Specification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76)
   ※ Bath fluid : Water

Model BS-06 BS-11 BS-21 BS-31
Bath volume (L) 17 25 37 55

Temperature
Working temp. range (℃) 주변온도+5  ~  100 주변온도+5  ~  100 주변온도+5 to 100 주변온도+5  ~  100 
Temp. stability at 50℃ (±℃) 0.1 0.1 0.2 0.2

Shaking 
system

Motion type Reciprocal Reciprocal Reciprocal Reciprocal
Frequency (rpm) 20 to 180 20 to 180 20 to 180 20 to 180
Stroke length (mm) 30 (25, 35 available) 30 (25, 35 available) 30 (25, 35 available) 30 (25, 35 available)

Dimension
Bath opening, depth (W x L, D, mm) 199 x 300, 235 319 x 300, 235 479 x 300, 235 629 x 350, 235
Exterior (W x D x H, mm) 430 x 440 x 355 550 x 440 x 355 710 x 440 x 355 860 x 490 x 355
Net weight (kg) 26 30 35 42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3.6 4.4 8.5 10.6
Cat. No. AAH44061K AAH44111K AAH44211K AAH44311K

Spring	Wire	Rack	1개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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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er Gable Cover	
	 		●	 			기본 장착된	Cover는 수분 증발을 최소화
	 		●	 			내부가 박공	(Gable)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응축수가 시료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	 			Cover	손잡이로 고온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Spring Wire Rack	
	 		●	 			Stainless	Steel	재질로 기본	1개 제공
	 		●	 			본체와 탈착이 편리한 구조로 유지보수 간편
	 		●	 			격자 형태의	2중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실험 용기 고정이 편리하며	
간편하게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

Accessories

Cat. No. Model
AAA44521 BS-06
AAA44522 BS-11
AAA44523 BS-21
AAA44524 BS-31

Universal Platform
	●	 			Flask	Clamp를 Bath	내부에 장착하기 위한	

액세서리
	●	 			Spring	Wire	Rack에서 스프링 부분 대신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

Flask Clamp
	●	 			삼각플라스크를 고정할 수 있는	Clamp
	●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구성 우수
	●	 			Universal	Platform에 원하는 크기/수량의	

Flask	Clamp를 장착하여	Bath	내부에서 사용

Cat. No. Flask 
Clamp

Max. Mountable Flask Clamps
BS-06 BS-11 BS-21 BS-31

AAA23550 50 ml 9 12 20 32
AAA23551 100 ml 3 9 15 24
AAA23552 250 ml 2 4 8 12
AAA23556 300 ml 2 4 8 12
AAA23553 500 ml 2 4 6 12
AAA23554 1 L 1 2 4 6
AAA23555 2 L1) - 1 2 3
AAA23557 2.8 L1) - 1 1 2
1) �2L와 2.8L의 Flask는 Bath Cover가 열린 상태에서 사용 가능

Cat. No. Flask Clamps Model
AAA44531 250 ml x 2ea BS-06AAA44532 500 ml x 2ea
AAA44541 250 ml x 4ea BS-11AAA44542 500 ml x 4ea
AAA44551 250 ml x 8ea BS-21AAA44552 500 ml x 6ea
AAA44561 250 ml x 12ea BS-31AAA44562 500 ml x 12ea

Dedicated Platform
	●	 			250	ml	/	500	ml	용량의	Flask	Clamps가	

Universal	Platform에 장착된 세트
	●	 			Spring	Wire	Rack에서 스프링 부분 대신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

Cat. No. Description Max. Quantity 
of Racks

AAA44581 ø8 mm x 86 Tubes
BS-06 : 1ea
BS-11 : 2ea
BS-21 : 3ea
BS-31 : 4ea

AAA44582 ø10 mm x 86 Tubes
AAA44583 ø12 mm x 58 Tubes
AAA44585 ø16 mm x 32 Tubes
AAA44586 ø25 mm x 19 Tubes

Test Tube Rack
	●	 			다양한 크기의	Test	Tube를 고정
	●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구성 우수
	●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 구조
	●	 			Spring	Wire	Rack에서 스프링 부분 대신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

Cat. No. Model
AAA44571 BS-06
AAA44572 BS-11
AAA44573 BS-21
AAA44574 B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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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동결 트랩
Cold Trap Bath

최대 -70℃에서 유기용매를 포집

  구조 기능적 특징
	 		●	 			최대	-70℃에서 수분,	유기용매 등을 포집
	 		●	 			Glass	Trap	2개가 기본으로 제공
	 		●	 			Glass	Trap은 설치와 고정이 간단하며,	

포집된 수분/용매 등의 처리가 간편
	 		●	 			급속한 저온이 요구되는	Bath로 사용 가능
	 		●	 			Compact	디자인으로 설치 사용에 편리
	 		●	 			탈착식 컨덴서 가림판 사용으로 냉동 효율 유지를	

위한 컨덴서 필터 청소가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내부 온도를 기기 전면에서	Digital로 표시
	 		●	 			내부에 얼어붙은 얼음 또는 용매의 고체상을	

녹여서 배출하는 기능 포함	(CTB-10	모델)
	 		●	 			이동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	(CTB-20	모델)

Model CTB-10 CTB-20
Temperature range (℃) Down to -40 Down to -70

Material

Bath external Stainless steel, 1.2t, double painted & baked
Bath up desk Stainless steel, 1.5t
Insulation Polyurethane foam (30 mm)
Refrigerator 1/2 HP, R-404A (LBP) 1/2 HP 2ea, Two-step: R-404A / R-23 (LBP)

Dimension

Volume (L) 4.8 4.8
Bath (Φ x H, mm) 210 x 204 210 x 204
Glass trap (Φ x H, mm) 60 x 262 60 x 262
Exterior (W x D x H, mm) 360 x 465 x 555 400 x 580 x 626
Net weight (kg) 46 75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3 7
Cat. No. AAH62012K AAA62021

Specification

CTB-10

CTB-20

Accessories

Cat. No. Model

FCA1110 Glass Trap (1ea)

Glass Trap
		●	 			Trap된 용매나 수분을 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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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냉각기
Immersion Cooler

이동과 사용이 간편한 냉각기

  구조 기능적 특징
	 		●	 			냉각 기능이 필요한 실험 세트 구성 시	

간편하게 사용되는 이동식 냉각기
	 		●	 			Compact	디자인으로 설치 사용에 편리
	 		●	 			좌우 측면의 손잡이로 운반 및 이동에 편리
	 		●	 				냉동 효율 유지를 위한 컨덴서 필터 청소가 편리
	 		●	 			고정식 고무발로 기기 진동 최소화

  사용 편의적 특징
	 		●	 			냉각	Probe는	Round	/	Flexible	2가지 형태
	 		●	 				Round	Type은 니켈 도금된 재질이며	

원기둥식의 고정된 형상으로 취급 편리
	 		●	 				Flexible	Type은	Stainless	Steel	주름관 구조로	

복잡한 형태의 실험 세트에 적용 시 편리
	

Model HC-20 HC-30
Temperature range (℃) 1) Down to -35 Down to -35
Refrigerator 1/3 HP, R-134a 1/3 HP, R-134a

Probe
Type of evaporator Round Flexible
Material Ni-plated Copper Stainless steel

Dimension
Probe (Φ x L, mm) 110 x 150 22 x 660
Exterior (W x D x H, mm) 360 x 400 x 366 360 x 400 x 366
Net weight (kg) 27 27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3.5 3.5
Cat. No. AAH61021K AAH61031K

   1) 단열된 1 L 미만 용기 사용 시

Specification

HC-20

H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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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오텍 고유 기술에 의한
안전 특허 등록

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과열 온도 차단 기능

3점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기기 운전의
종료 시간 또는 시작 시간 설정 가능

2년 보증 무상 A/S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습도/속도/시간 등 제어

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기능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외부기기 연동 제어를 위한
Digital Input / Output

일정 이상 온도 오차 발생 시
경고 알람



Program
• 10 Program & 10 Steps
•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간편 조작

주변온도+10  ~  250 ±0.5 at 100℃ 60, 102, 151 OF-P 70

General • 가장 대표적인 강제 순환식
• 컴퓨터 연결로 사용 편리 주변온도+10  ~  250 ±0.2 at 100℃ 50, 100, 153 OF3 72

Large • 대용량의 표준형 건조기
• 균일하고 정밀한 온도제어

주변온도+15  ~  200
주변온도+15  ~  300 ±0.2 at 100℃ 314, 450, 760 OF3

OF3-H 74

Economy • 기본에 충실한 실속형 제품
• 안전 장치 기본 포함  주변온도+10  ~  220 ±0.4 at 100℃ 52, 100, 150 OF-E 76

Multi • 챔버별 독립적 온도 조절
• 2-in-1, 4-in-1 모델 주변온도+10  ~  200 ±0.5 at 100℃ 120 (60 L x 2챔버)

240 (60 L x 4챔버)
OF-2C
OF-4C 77

강제 순환
건조기

Description Temp. Range (℃) Max. Temp.
Fluctuation (℃) Volume (L) Model Page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순환
건조기

General • 가장 대표적인 자연 순환식
• 분말 시료의 건조에 적합 주변온도+15  ~  250 ±0.3 at 100℃ 30, 50, 100, 163 ON3 78

Economy • 기본에 충실한 실속형 제품
• 안전 장치 기본 포함  주변온도+15  ~  220 ±0.3 at 100℃ 52, 100, 150 ON-E 79

진공
건조기 Vacuum • 감압 건조에 최적화된 제품

• 진공/해지라인 분리 구조 주변온도+15  ~  250 ±0.1 at 100℃ 28, 65 OV4 80

전기로 Furnace
• �최대 1500℃까지 �
고온 실험 가능

• 편리한 프로그램 제어 가능

Max. 1100℃
Max. 1500℃ ±1.5 at 1500℃ 3.0, 4.5, 12.0 MF2-G

MF2-H 82

강제순환건조기: 

자연순환건조기: 

진공건조기: 

전기로:

Aging & Curing, 농업 유전학, 단백질과 녹말의 분해, 보편적 건조/가열, QC/Batch 테스트, �
안정성 테스트, 멸균 등

Annealing, 식물 조직 건조, 약물대사, 정제화학물 석출, 보편적 건조/가열, 혈청단백질 분석, �
멸균 등

농업유전학, Annealing, Desiccating, Outgassing, 진공 Embedding, �
휘발성 Resin & Polymer 테스트 등

신소재 개발, 초전도물질 가열, 세라믹 소결, 열처리 반응, 유리 및 금속의 용해, 주물사 성형, �
유기물질 중량분석 및 석탄 회분량 측정, 내열성 테스트 등

Gener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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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목적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군
     ��열전달 방식, 제어 온도 범위, 챔버 용량, 프로그램 �

제어 유무 등에 따른 최적 모델 제공

	 해외 규격에 따른 검증 완료
     �Fluctuation, Variation, Heating Time 및�

Recovery Time 등  DIN12880 규격에 따른 시험 완료

	 에너지 손실 최소화
� 우수한 단열 및 밀폐 구조의 디자인으로�
� 에너지 손실 최소화 및 운영 비용 절감

	 원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Option)
�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

장비 운용 상태의 모니터링 및 제어

	 안정적이고 정확한 온도 제어 실현 
� 최적화된 Microprocessor PID 제어로�
� 정확한 온도 제어 구현

	 3-point 온도 Calibration 기능 (OF-P/OF3/ON3/OV4)

� 최대 3개 지점의 온도 Calibration으로�
� 보다 신뢰성 높은 온도 제어 실현

	 최적화된 온도 제어 구현
� 주로 사용하는 온도나 주변 조건의 변화에도�
� Auto-tuning 기능으로 최적 제어 실행

	 Computer Interface 제어
� �기본 제공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편리한 원격 제어 및 데이터 관리 (해당 모델)

검증된 성능 및 내구성의 건조기 시리즈
에너지 손실 최소화 및 정밀 제어 실현

강제 순환 건조기 내부모습 양손이 자유로운 도어 오픈 (OF3, ON3) 원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Oven &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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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타이머 기능 제공
� �설정한 시간 (최대 999시간 59분) 경과 후�

기기를 작동 (Wait On) / 정지 (Wait Off) 

	 Controller Lock 기능
� �컨트롤러 설정값의 변경 방지를 위한�

Lock 기능으로 임의적인 변경 등 오조작 방지

	 편리한 온도 저장 및 동작
� �주로 사용하는 온도 (최대 3개)를 간편하게�

저장하여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최고 온도 사용에도 안전
� �국제 규격에 따라, 최대 온도로 동작하더라도�

표면온도가 51℃를 넘지 않아 사용자 안전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제이오텍 특허)
� �기기 제어부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는 우선적으로 동작되는 구조

	 과열 온도 차단 기능
� �Over Temperature Limiter에 의해�

과열 온도 발생 시 차단하는 안전 구조

	 Door Open 감지 기능
� �일정시간 Door가 열려 있는 경우에�

기기 동작 정지 및 알림 기능

	 예기치 못한 Power Failure에 대비
�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기기 재동작을�

선택할 수 있는 Auto-run 기능

실제 사용에 편리한 기능과
특허받은 제이오텍의 안전 시스템 적용

Color Touch 스크린의 Program Controller Clear VFD 패널이 적용된 General Controller 3중 강화 유리창으로 고온에서도 안전한 내부 관찰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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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순환 건조기, 프로그램
Forced Convection Oven, Program

편리한 프로그램 제어 기능

  구조 기능적 특징
	 		●	 최대	250℃까지 제어가능한 넓은 온도 범위
	 		●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	 균일한 열전달에 최적화된	Airflow	형성
	 		●	 	우수한 단열 및 밀폐 구조의 디자인으로	

에너지 손실 최소화 및 운영 비용 절감
	 		●	 	Door를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이며,	

시료에 충격이 최소화된 부드러운 손잡이
	 		●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내부 모서리가 곡면 형상으로 청소 편리
	 		●	 	상부에 가스 배출을 위한	2개의	Vent	Holes

  사용 편의적 특징
	 		●	 	3점 온도 보정 방식으로,	넓은 온도 영역에 대한		

높은 온도 정확성
	 		●	 	온도	Auto-tuning으로 정밀한 온도 제어
	 		●	 	간편한 공기 순환 속도 조절 기능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주요 동작정보를 기본화면에 모두 표시
	 		●	 	컴퓨터 연결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가능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과전류 및 히터 과승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회로 설계
	 		●	 	기기를 최고 온도로 사용해도 안전한 기기 표면	
	 		●	 	고온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관찰을 위해	

3중 강화 투시창 모델 제공	(OF-PW)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OF-12PW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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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Type
	 		●	 		10	Program	설정 및 저장 기능 제공
	 		●	 		1개	Program별로 최대	10	Steps	설정 가능
	 		●	 		Step별 최대	99시간	59분까지 시간 설정
	 		●	 			프로그램 동작 범위,	반복 구간 설정 등	

유용한	Scheduler	관리 기능 포함
	 		●	 		최대	99회까지 프로그램 반복 기능 포함
	 		●	 		온도 상승 시간 설정	(최대	4.7℃/min)	가능
	 		●	 		Digital	Input	/	Output	제어 기능으로	

외부 장비 연동을 간편하게 구성

Model
Solid Door (without window) OF-02P OF-12P OF-22P

Window door OF-02PW OF-12PW OF-22PW
Chamber volume (L) 60 102 151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10  ~  250 주변온도+10  ~  250 주변온도+10  ~  250
Fluctuation at 100℃ (±℃) 0.5 0.6 0.8
Variation at 100℃ (±℃) 1.0 1.3 1.7
Heating time to 100℃ (min.) 9 9 6
Recovery time at 100℃ (min.) 2 1 1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400 x 360 x 420 480 x 410 x 520 550 x 460 x 600
Exterior (W x D x H, mm) 577 x 642 x 760 657 x 692 x 870 727 x 742 x 974
Net weight (kg) 53 63 72.5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4 2 / 6 2 / 7
Max. Load per shelf (kg) 30 30 3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4.2 5.9 7.1

Cat. No. Solid Door (without window) AAH12555K AAH12565K AAH12575K
Window door AAH12655K AAH12665K AAH12675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before 2013)

Specification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Recorder, LC GreenBox

Pag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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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순환 건조기, 일반형
Forced Convection Oven, General

편차 2℃ 이내의 우수한 온도분포도

  우수한 성능
	 		●	 	최대	250℃까지 제어가능한 넓은 온도 범위		
	 		●	 	뛰어난 온도분포도로	100℃에서	Variation		

2℃	이내로 유지
	 		●	 	3점 온도 보정 방식으로,	넓은 온도 영역에 대한		

높은 온도 정확성
	 		●	 	균일한 열전달에 최적화된	Airflow	형성으로		

우수한 온도 분포도
	 		●	 	제조사 자체	Validation	가능,	건조감량시험에 적합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구조 기능적 특징
	 		●	 	우수한 단열 및 밀폐 구조의 디자인으로	

에너지 손실 최소화 및 운영 비용 절감
	 		●	 	Door를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시료를 들고 있어도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내부 모서리가 곡면 형상으로 청소 편리
	 		●	 	상부	2단 적재 가능,	실험실 공간 활용성		

(적재 액세서리 별매)
	 		●	 	측면에 가스 배출,	케이블 연결 등을 위해		

Cover가 포함된	Vent	Hole	기본 포함

  사용 편의적 특징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4.7	인치의 대형	VFD	적용으로 시인성 및 시야각 우수
	 		●	 	온도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9시간	59분)
	 		●	 	컴퓨터 연결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Airflow를 통한 효과적인 열전달

양손이 자유로운 도어 오픈

OF3-10W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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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최고 온도로 동작해도 안전한 기기 표면
	 		●	 	고온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관찰을 위해	

3중 강화 투시창 모델 제공	(OF3-W)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Specification

Model
Solid door (without Window) OF3-05 OF3-10 OF3-15

Window door OF3-05W OF3-10W OF3-15W
Chamber volume (L) 50 100 153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10  ~  250 주변온도+10  ~  250 주변온도+10  ~  250
Fluctuation at 100℃ (±℃) 0.2 0.2 0.3
Variation at 100℃ (±℃) 1.4 1.6 1.8
Heating time to 100℃ (min.) 12 15 16
Recovery time at 100℃ (min.) 6 6 6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367 x 371 x 367 463 x 467 x 463 550 x 465 x 600
Exterior (W x D x H, mm) 545 x 699 x 560 641 x 796 x 655 728 x 809 x 793
Net weight (kg) 53 63 72.5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4 2 / 5 2 / 7
Max. Load per shelf (kg) 30 30 3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4.2 4.8 5.8

Cat. No. Solid door (without Window) AAH12125K AAH12135K AAH12145K
Window door AAH12225K AAH12235K AAH12245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after 2013)

시인성이 뛰어난 대형	VFD	디스플레이	(4.7	인치)

적재 액세서리를 통한	2단 적재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Recorder, 2단 적재형 브라켓, LC GreenBox

Pag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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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순환 건조기, 대형
Forced Convection Oven, Large

최대 300℃ & Program / General 제어 선택

  구조 기능적 특징
	 		●	 	온도 범위,	용량,	컨트롤러 등에 따른	

최적화된 모델 제공 및 선택 지원
	 		●	 	균일한 열전달에 최적화된	Airflow로	

전체적인 온도 분포도가 안정된 구조
	 		●	 	측면에 가스 배출,	케이블 연결 등을 위해	

Cover가 포함된	Vent	Hole	기본 포함
	 		●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한 캐스터 기본 포함

  사용 편의적 특징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최대	3개 지점의 온도	Calibration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온도 제어 실현

	 		●	 	온도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	 	Wait	On/Off	타이머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최고 온도로 동작해도 안전한 기기 표면
	 		●	 	고온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관찰을 위해	

3중 강화 투시창 모델 제공	(OF3-W)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Program Type
	 		●	 		10	Program	설정 및 저장 기능 제공
	 		●	 	1개	Program별로 최대	10	Steps	설정 가능
	 		●	 	Step별 최대	99시간	59분까지 시간 설정
	 		●	 		프로그램 동작 범위,	반복 구간 설정 등	

유용한	Scheduler	관리 기능 포함
	 		●	 		최대	99회까지 프로그램 반복 기능 포함
	 		●	 	Digital	Input	/	Output	제어 기능으로		

외부 장비 연동을 간편하게 구성

   General Type
	 		●	 		4.7	인치 대형	VFD	패널로 선명한 정보 표시
	 		●	 		간편한 조작으로 친숙하고 편리한 사용
	 		●	 		제어 온도 상한 및 하한 이탈 시 알림 기능
	 		●	 		USB/RS-232	연결 및 전용 소프트웨어 기본 제공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General	Controller
·Clear	VFD	패널 적용
·	설정온도 및 현재 온도 동시 표기

Program	Controller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직관적인 조작 환경

OF3-45PW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Max. 3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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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Basic (Without Window) OF3-30 (CE 미인증) OF3-45 OF3-75 
Basic (Window Door) OF3-30W (CE 미인증) OF3-45W OF3-75W
Program (Without Window) OF3-30P (CE 미인증) OF3-45P OF3-75P 
Program (Window Door) OF3-30PW (CE 미인증) OF3-45PW OF3-75PW

Chamber volume (L) 314 450 760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15  ~  200 주변온도+15  ~  200 주변온도+15  ~  200
Fluctuation at 100℃ (±℃) 0.2 0.2 0.2
Variation at 100℃ (±℃) 2.0 2.2 2.5
Heating time to 100℃ (min.) 20 25 25
Recovery time at 100℃ (min.) 7 7 7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645 x 750 x 650 645 x 750 x 930 745 x 850 x 1200
Exterior (W x D x H, mm) 850 x 1100 x 1235 850 x 1100 x 1525 950 x 1200 x 1785
Net weight (kg) 200 240 300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5 3 / 8 3 / 11
Max. Load per shelf (kg) 25 25 25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13.2 (1Phase) 10.3 (3Phase) 14.1 (3Phase)
Plug type1) 일반용 (2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Cat. No.

Basic (Without Window) AAH18215K AAH182213K AAH182313K
Basic (Window Door) AAH18315K AAH183213K AAH183313K
Program (Without Window) AAH18615K AAH186213K AAH186313K
Program (Window Door) AAH18715K AAH187213K AAH187313K

Electrical requirements (380V/60Hz, A) N/A 6.7 (3Phase) 9.0 (3Phase)
Plug type1) N/A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Cat. No.

Basic (Without Window) N/A AAH182214K AAH182314K
Basic (Window Door) N/A AAH183214K AAH183314K
Program (Without Window) N/A AAH186214K AAH186314K
Program (Window Door) N/A AAH187214K AAH187314K

Specification Max. 200℃

Model

Basic (Without Window) OF3-30H OF3-45H OF3-75H
Basic (Window Door) OF3-30HW OF3-45HW OF3-75HW
Program (Without Window) OF3-30HP OF3-45HP OF3-75HP
Program (Window Door) OF3-30HPW OF3-45HPW OF3-75HPW

Chamber volume (L) 314 450 760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15  ~  300 주변온도+15  ~  300 주변온도+15  ~  300
Fluctuation at 100℃ (±℃) 0.2 0.2 0.2
Variation at 100℃ (±℃) 2.0 2.2 2.5
Heating time to 100℃ (min.) 15 20 20
Recovery time at 100℃ (min.) 7 7 7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645 x 750 x 650 645 x 750 x 930 745 x 850 x 1200
Exterior (W x D x H, mm) 850 x 1100 x 1235 850 x 1100 x 1525 950 x 1200 x 1785
Net weight (kg) 200 240 300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5 3 / 8 3 / 11
Max. Load per shelf (kg) 25 25 25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10.3 (3Phase) 14.1 (3Phase) 17.1 (3Phase)
Plug type1)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Cat. No.

Basic (Without Window) AAH192113K AAH192213K AAH192313K
Basic (Window Door) AAH193113K AAH193213K AAH193313K
Program (Without Window) AAH196113K AAH196213K AAH196313K
Program (Window Door) AAH197113K AAH196214K AAH197313K

Electrical requirements (380V/60Hz, A) 6.7 (3Phase) 9.0 (3Phase) 10.8 (3Phase)
Plug type1)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Cat. No.

Basic (Without Window) AAH192114K AAH192214K AAH192314K
Basic (Window Door) AAH193114K AAH193214K AAH193314K
Program (Without Window) AAH196114K AAH196214K AAH196314K
Program (Window Door) AAH197114K AAH197214K AAH197314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before 2013)
   1)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Max. 300℃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Recorder, LC GreenBoxPag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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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순환 건조기, 경제형
Forced Convection Oven, Economy

기본 기능에 충실한 실속형 건조기

  구조 기능적 특징
	 		●	 	구매 부담을 최소화한 실속형 모델 시리즈
	 		●	 	우수한 단열 및 밀폐 구조의 디자인으로	

에너지 손실 최소화 및 운영 비용 절감
	 		●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상부에 가스 배출을 위한	2개의	Vent	Holes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온도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가능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과전류 및 히터 과승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회로 설계
	 		●	 	최고 온도로 동작해도 안전한 표면 온도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Model OF-01E OF-11E OF-21E
Chamber volume (L) 52 100 150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10  ~  220 주변온도+10  ~  220 주변온도+10  ~  220
Fluctuation at 100℃ (±℃) 0.4 0.4 0.4
Variation at 100℃ (±℃) 3.3 3.3 2.3
Heating time to 100℃ (min.) 6 6 5
Recovery time at 100℃ (min.) 1 1 1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375 x 370 x 370 455 x 430 x 510 585 x 460 x 555
Exterior (W x D x H, mm) 530 x 535 x 737 610 x 595 x 877 740 x 625 x 922
Net weight (kg) 36 47 59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5 2 / 7 2 / 7
Max. Load per shelf (kg) 30 30 25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4.2 5.9 7.1
Cat. No. AAH14012K AAH14022K AAH14032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before 2013)

Specification

OF-01E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Pag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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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순환 건조기, 멀티챔버형
Forced Convection Oven, Multi

챔버별 독립적 온도 제어 & 최적 공간 효율

  구조 기능적 특징
	 		●	 	균일한 열전달에 최적화된	Airflow	형성
	 		●	 	우수한 단열 및 밀폐 구조의 디자인으로	

에너지 손실 최소화 및 운영 비용 절감
	 		●	 	Door를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이며,	

시료에 충격이 최소화된 부드러운 손잡이
	 		●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내부 모서리가 곡면 형상으로 청소 편리
	 		●	 	측면에 가스 배출,	케이블 연결 등을 위해	

Cover가 포함된	Vent	Hole	기본 포함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온도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기능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최고 온도로 동작해도 안전한 기기 표면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OF-02G-2C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OF-02G-4C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Model OF-02G-2C OF-02G-4C
Chamber volume (L) 120 (60 L x 2 chambers) 240 (60 L x 4 chambers)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10  ~  200 주변온도+10  ~  200
Fluctuation at 100℃ (±℃) 0.5 0.5
Variation at 100℃ (±℃) 1.0 1.0
Heating time to 100℃ (min.) 15 15
Recovery time at 100℃ (min.) 2 2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400 x 360 x 420 (each chamber) 400 x 360 x 420 (each chamber)
Exterior (W x D x H, mm) 570 x 640 x 1360 1170 x 640 x 1360
Net weight (kg) 110 170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4 per chamber 2 / 4 per chamber
Max. Load per shelf (kg) 26 26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8.4 16.8
Cat. No. AAH1A115K AAH1A015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before 2013)

Specification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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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olid door (without window) ON3-03 ON3-05 ON3-10 ON3-15

Window door ON3-03W ON3-05W ON3-10W ON3-15W
Chamber volume (L) 30 50 100 163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15  ~  250 주변온도+15  ~  250 주변온도+15  ~  250 주변온도+15  ~  250
Fluctuation at 100℃ (±℃) 0.3 0.3 1.1 0.5
Variation at 100℃ (±℃) 2.7 3.7 7.5 4.1
Heating time to 100℃ (min.) 78 67 74 61
Recovery time at 100℃ (min.) 18 34 39 35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310 x 380 x 252 367 x 437 x 309 463 x 533 x 405 550 x 546 x 542
Exterior (W x D x H, mm) 488 x 643 x 503 545 x 699 x 560 641 x 796 x 655 728 x 809 x 793
Net weight (kg) 43 53 63 73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2 2 / 4 2 / 5 2 / 7
Max. Load per shelf (kg) 30 30 30 3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3.3 3.6 5.7 7.3

Cat. No. Solid door (without window) AAH11165K AAH11175K AAH11185K AAH11195K
Window door AAH11265K AAH11275K AAH11285K AAH11295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after 2013)

자연 순환 건조기, 일반형
Natural Convection Oven, General

시료의 비산 우려가 없는 자연순환건조기

  구조 기능적 특징
	 		●	 	내부 바닥쪽에 위치한	Heater에 의해 가열된	

공기가 내부에서 자연 순환하는 방식의 건조기
	 		●	 	Door를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이며,	

시료에 충격이 최소화된 부드러운 손잡이
	 		●	 		측면에 가스 배출을 위한	Vent	Holes	기본 포함
	 		●	 	4.7	인치 대형	VFD	적용으로 시인성 및 시야각 우수

  사용 편의적 특징
	 		●	 	3점 온도 보정 방식으로,	넓은 온도 영역에 대해 높은 온도 정확성
	 		●	 	온도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9시간	59분)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기능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최고 온도로 동작해도 안전한 기기 표면
	 		●	 	고온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관찰을 위해		

3중 강화 투시창 모델 제공	(ON3-W)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ON3-10W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Specification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2단 적재형 브라켓, LC GreenBoxPag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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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ON-01E ON-11E ON-21E
Chamber volume (L) 52 100 150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15  ~  220 주변온도+15  ~  220 주변온도+15  ~  220
Fluctuation at 100℃ (±℃) 0.3 0.4 0.5
Variation at 100℃ (±℃) 6.5 4.1 7.3
Heating time to 100℃ (min.) 12 13 10
Recovery time at 100℃ (min.) 4 5 3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375 x 370 x 370 455 x 430 x 510 585 x 460 x 555
Exterior (W x D x H, mm) 530 x 535 x 737 610 x 595 x 877 740 x 625 x 922
Net weight (kg) 34 46 59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5 2 / 7 2 / 7
Max. Load per shelf (kg) 30 30 3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4.1 5.8 7.0
Cat. No. AAH15015K AAH15025K AAH15035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before 2013)

자연 순환 건조기, 경제형
Natural Convection Oven, Economy

기본 기능에 충실한 실속형 건조기

  구조 기능적 특징
	 ㆍ구매 부담을 최소화한 실속형 모델 시리즈
	 ㆍ	우수한 단열 및 밀폐 구조의 디자인으로	

에너지 손실 최소화 및 운영 비용 절감
	 ㆍ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ㆍ	상부에 가스 배출을 위한	2개의	Vent	Holes

  사용 편의적 특징
	 ㆍ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ㆍ	온도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ㆍ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ㆍ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ㆍ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ㆍ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기능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최고 온도로 동작해도 안전한 기기 표면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	 	Door	장시간 열림 시 경고 알림

ON-11E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Specification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Pag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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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성이 뛰어난	5인치의 대형	LCD

진공 건조기
Vacuum Oven

우수한 온도분포도로 전 영역에서 시험 가능

  구조 기능적 특징
	 		●	 	최대	250℃까지 제어가능한 넓은 온도 범위
	 		●	 		기본 제공 선반의 모든 위치에서	±1.5℃	이내의		

고른 온도 분포도 제공	
	 		●	 	3점 온도 보정 방식으로,	넓은 온도 영역에 대해 높은 온도 정확성
	 		●	 	내부	Stainless	Steel	및	Aluminium	재질의 선반으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안전회로를 통해 과전류 및 과승온도로부터 기기 보호
	 		●	 	진공 라인과 해지 라인이 분리되어 사용 편리
	 		●	 	디스플레이가 상부 장착되어,	지면 요구 사이즈를	

최소화하여 공간 활용에 유리
	 		●	 	반응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건조할 경우,		

Viton	재질	Gasket	장착	(option)

  사용 편의적 특징
	 		●	 	진공 형성 및 유지 시	Gasket에 강화 유리가 밀착되어	

장시간 반복 사용에도 기밀 유지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동작시작,	정지,	에러발생등 최근	36개 이벤트를 기록
	 		●	 	RS-232	포트 및	USB	포트를 이용한	PC	연결
	 		●	 	5인치의 대형	TFT	LCD	적용으로 시인성 및 시야각 우수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가지를 자동으로		

추천하여 주므로 별도로 기록하거나 저장하지 않아도 됨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USB를 통한 편리한 데이터 전송	
	 		●	 	그래프를 통한 직관적인 진행 확인
		 		●	 	Microprocessor	PID	온도 제어 및 온도	Auto-tuning
	 		●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및 순간 정전 복구
	 		●	 	온도변화율(℃/min)을 선택하여 온도상승 속도를		

제한하여 사용 가능

  뛰어난 안전성
	 		●	 	Buffer	시스템이 포함된	Door	구조로 안정된 진공		

형성/유지 및 내부 폭발 시 상하 배기구로 내부 압력 배출
	 		●	 	강화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한	

Polycarbonate	재질의	Safety	Cover	기본 제공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최고 온도로 동작해도 안전한 기기 표면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설정된 온도 편차 허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알람

OV4-30
with	Shelves	2개	(기본제공)

진공 형성시
Door	밀착

내부 폭발시
Buffer	시스템

Door

Safety
Cover

Spring

Gasket

Tempered
Glass

Buffer	시스템	Door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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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GAUGE VACUUM

VENT

OPEN

OPEN

CLOSE

CLOSE

  진공 건조기 사용 구성
	 		●	 	진공 라인에	Cold	Trap	Bath를 사용하여 수분/용매에 취약한 진공 펌프를 보호하거나	

Dry	Air를 시료에 공급하는 경우에 사용 권장

Description
Silicone Gasket Viton Gasket LC GreenBox

기본 포함되어 있으며, �
간편하게 교체 가능 내화학성이 우수한 Viton 재질의 Gasket 간단한 인터넷 연결로 기기의 동작 상황을 �

모바일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Model OV4-30 OV4-65 OV4-30 OV4-65 OV4-30 OV4-65
Cat. No. FAA5146 FAA5147 FAAA5187 FAA5188 AAAQ1011

Description
Shelf Shelf Spacer

최하단 배치되는 낮은 Shelf �
(추가 장착)1)

하단에 배치되는 Shelf
(교체 장착)2)

중단/상단에 배치되는 높은 Shelf �
(교체 장착)2)

원활한 전도를 위해 벽면 유격을 �
줄여주는Shelf Spacer (교체 장착)2)

Model OV4-30 OV4-65 OV4-30 OV4-65 OV4-30 OV4-65 OV4-30 OV4-65
Dimension 	
(W x D x H, mm) 292 x 285 x 30 391 x 385 x 30 292 x 285 x 100 391 x 385 x 100 299 x 285 x 100 398 x 385 x 100 285 x 2 x 93 385 x 2 x 86

Cat. No. AAA13511 AAA13513 AAA13517 AAA13518 AAA13512 AAA13514 AAA13515 AAA13516

   1) 최하단에 배치되는 낮은 Shelf를 추가할 경우, 동시에 더 많은 시료를 실험할 수 있으나, Variation과 Fluctuation 값이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제공되는 높은 Shelf와 Shelf Spacer는 장시간 사용에 따라 교체가 필요할 경우,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Model OV4-30 OV4-65
Chamber volume (L) 28 65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15 ~ 250 주변온도+15 ~ 250
Fluctuation at 100℃ (±℃) 0.2 0.2
Variation at 100℃ (±℃) 1.5 1.5
Heating time to 100℃ (min.) 70 90

Vacuum gauge range, analog (Mpa) 0 to 0.1 0 to 0.1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302 x 305 x 302 402 x 405 x 402
Exterior (W x D x H, mm) 537 x 522 x 655 636 x 622 x 755
Net weight (kg) 68 107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3 3 / 4
Max. Load per shelf (kg) 20 2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5.7 6.7
Cat. No. AAH13315K AAH13325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after 2013)

Specification

Accessories

Cold Trap Bath
Vacuum Pump

Page 64
Page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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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Muffle Furnace

MF2-12H
1100℃	모델	(4면 몰딩형 히터) 1500℃	모델	(2면 노출형 히터)

1100℃ / 1500℃의 고온 실험을 위한 전기로
조작편의성이 개선된 터치컨트롤러의 적용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터치 컨트롤러 적용
	 		●	 			5인치의 대형	TFT	터치 컨트롤러 적용으로 직관적인 사용
	 		●	 	별도 기록이나 저장 없이도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가지 자동 추천
	 		●	 	타이머기능(wait	on,	wait	off)	및 온도상승속도 제어 가능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option)	

	 		●	 	동작시작,	정지,	에러발생 등 최근	36개 이벤트를 기록
	 		●	 	USB를 통한 편리한 데이터 전송	
	 		●	 	그래프를 통한 직관적인 진행 확인

  	매뉴얼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직관적인 	
프로그램 설정 (MF2-G, MF2-H : program type only)

	 		●	 	최대 10 program, 10 step 설정 가능 
	 		●	 0~99회 프로그램 반복횟수 설정 가능
	 		●	 	시작온도 설정이 가능하여 원하는 온도에서 정확한		

실험 진행
	 		●	 	Program	운전 중 진행중인 단계를 건너뛰거나(skip)		

현재 단계를 계속 유지(hold)	가능
	 		●	 	허용온도나 시간을 설정하여 목표 온도에 정확히 도달하지	

않아도 허용범위에 들어오면 다음 단계로 진행 가능
	 		●	 	원하는 요일,	시간,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예약 실행가능한		

스케줄러 기능으로 반복적인 실험 세팅에 유용

Time (min.)

450

300

250

30

0 40 60 180 240 300

Temp.(˚C) 프로그램 03 구간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프로그램 설정으로 유기물/무기물 제거를 위한 회화 공정 예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ES	06305.2)

5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

시작온도 설정 반복횟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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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제어를 통한 신뢰성 높은 온도 제어 성능
	 		●	 			General	type에서도 온도변화율(℃/min)을 설정하여	

온도상승 속도 제어 가능		
	 		●	 	내구성이 뛰어난 세라믹 단열재 사용으로 열 손실 최소화
	 		●	 	도어 완충 장치와 견고한 이중 도어 구조로 내부 밀폐성 우수	
	 		●	 	Digital	PID	제어를 통한 안정적인 온도 제어
	 		●	 	3점 온도 보정을 통해 넓은 온도 영역에 대해		

높은 온도 정확성

  	사용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 장치
	 		●	 	문열림 온도를 설정할 수 있어서 설정된 온도 이하에서만 	

열리는 전자식 안전문 잠금 기능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과열로 인한 기기 손상을 방지
	 		●	 	최고 온도로 동작해도 안전한 전면부 온도 
	 		●	 	도어 열림 시 기기의 동작이 정지되어 안전한 사용

MF2-12 (3L) MF2-22 (4.5L) MF2-32 (12L)

Specification

Model
General Type MF2-12GF MF2-22GF MF2-32GF MF2-12HF MF2-22HF MF2-32HF

Program Type MF2-12G MF2-22G MF2-32G MF2-12H MF2-22H MF2-32H
Chamber volume (L) 3.0 4.5 12.0 3.2 4.5 12.0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15 ~ 
1100

주변온도+15 ~ 
1100

주변온도+15 ~ 
1100

주변온도+15 ~ 
1500

주변온도+15 ~ 
1500

주변온도+15 ~ 
1500

Continuous operating �
temperature(℃)*

주변온도+15 ~ �
960

주변온도+15 ~ �
960

주변온도+15 ~ �
960

주변온도+15 ~ 
1300

주변온도+15 ~ 
1300

주변온도+15 ~ 
1300

Fluctuation(±℃) ( at max. temp.) 1.0 1.0 1.0 1.5 1.5 1.5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130 x 250 x 90 150 x 300 x 100 250 x 300 x 160 130 x 250 x 100 150 x 300 x 100 250 x 300 x 160
Exterior (W x D x H, mm) 395 x 500 x 590 415 x 550 x 630 525 x 550 x 690 515 x 590 x 670 535 x 640 x 670 635 x 640 x 730
Weight (kg) 42 50 70 53 63 78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9 13.6 20.4 15 16.8 22.7
Insulating material Alumina ceramic Double-layer ceramic
Heater 4-side molding wire 2-side exposed ceramic 
Plug type1) 일반용 (2pin) 일반용 (2pin)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Cat. No.
General Type AAHP2112K AAHP2122K AAHP2132K AAHP2212K AAHP2222K AAHP2232K
Program Type AAHP2111K AAHP2121K AAHP2131K AAHP2211K AAHP2221K AAHP2231K

   ※ �예상수명 동안 장비의 안정성 및 무결성을 보증하는 사용온도로, 보다 안정적인 장비 사용을 위하여 continuous operating temperature 이내로 사용할 것을 �
권장합니다.

   1)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Max. 1100℃ Max. 1500℃

Time (min.)

800

1000

600

200

0

400

0 4020 60 80 100 140120 160

Temp.(˚C)

3점 온도 보정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설정 온도 800℃에 최대 출력 및 두 가지 
온도상승 속도 (5℃/min, 10℃/min)로 도달

안전문 잠금 기능

Accessories Ceramic ShelfPag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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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	Shelf	(Oven)
ㆍStainless	Steel	재질로 내식성 우수
ㆍ통기성이 좋아 균일한 온도 분포도

Perforated	Shelf	(Oven)
ㆍStainless	Steel	재질의 다공성 구조
ㆍ견고한 구조로 고하중 시료에 적합

Ceramic	Shelf	(Furnace)
ㆍ	도가니 받침용	Plate
ㆍ내열성이 강한 멀라이트 소재

Accessories for Oven & Furnace

Shelves for Oven

Shelves for Furnace

Model
Wire shelves Perforated shelves

Cat. No. Quantity (standard/max.) Cat. No. Quantity (max.) 
OF3-05/05W FDA9543 2 / 4 AAA125331 4
OF3-10/10W FDA9544 2 / 5 AAA125332 5
OF3-15/15W FDA9545 2 / 7 AAA125333 7
OF-02P/PW EDA8136 2 / 4 AAA12531 4
OF-12P/PW EDA8135 2 / 6 AAA12532 6
OF-22P/PW EDA8137 2 / 7 AAA12533 7
OF-01E EDA8136 2 / 5 AAA14501 5
OF-11E EDA8135 2 / 7 AAA14502 7
OF-21E EDA8137 2 / 7 AAA14503 7
OF3-30 / 30W / 30P / 30PW RTD1196 2 / 5 AAA18501 5
OF3-45 / 45W / 45P / 45PW RTD1196 3 / 8 AAA18501 8
OF3-75 / 75W / 75P / 75PW RTD1197 3 / 11 AAA18502 11
OF3-30H / 30HW / 30HP / 30HPW RTD1196 2 / 5 AAA18501 5
OF3-45H / 45HW / 45HP / 45HPW RTD1196 3 / 8 AAA18501 8
OF3-75H / 75HW / 75HP / 75HPW RTD1197 3 / 11 AAA18502 11
OF-02G-2C EDA8136 4 / 8 AAA12531 8
OF-02G-4C EDA8136 8 / 16 AAA12531 16
ON3-03/03W FDA9542 2 / 3 AAA125330 3
ON3-05/05W FDA9543 2 / 4 AAA125331 4
ON3-10/10W FDA9544 2 / 6 AAA125332 6
ON3-15/15W FDA9545 2 / 7 AAA125333 7
ON-01E EDA8136 2 / 5 AAA12531 5
ON-11E EDA8135 2 / 7 AAA12532 7
ON-21E EDA8137 2 / 7 AAA12535 7

   ※ 각 선반당 선반걸이 포함

Model Dimension (W x D x H, mm) Ceramic Shelf
MF2-12 series 120 x 230 x 12t FDA9706
MF2-22 series 140 x 280 x 12t FDA9707
MF2-32 series 260 x 260 x 12t FDA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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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at. No.
OF3-05/ON3-03, 05 AAA125421
OF3/ON3-10, 15 AAA125422
IB3/IB3-A-03, 05 AAA125431
IB3/IB3-A-10, 15 AAA125432

Recorder	(Dot)
6채널 그래프식 온도 기록계
기록 범위,	속도 등 조절 가능

LC	GreenBox
ㆍ	간단한 인터넷 연결로 기기의 동작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
ㆍ	1대의	LC	GreenBox로 기기	4대까지 연결 가능

Recorder	(Thermal	Line)
Graph	/	Digital	모드	
감열식 온도 기록계

LC	GreenBox	원격제어 모식도
ㆍ	실험 기기와	LC	GreenBox는	RS-232	통신 포트를	

통해 신호를 주고 받으며,	Lab	Companion	cloud를	
거쳐 모바일 앱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

2단 적재형 브라켓
건조기/배양기의	2단 적재를 위한 브라켓

Model Description Cat. No.

OF3-30/45/75/30H/45H/75H Series Recorder (Dot) AAA8T500
Recorder (Thermal line) AAAE1503

MF2 series Recorder (Thermal line) AAAE1503

적용 Model Description Dimension (W x D x H, mm) Cat. No.
OF-P / OF3 / ON3 / OV4 / MF2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156 x 94 x 34 AAAQ1011

LC	GreenBox

Remote control
RS-232

Monitoring

Cloud

Vacuum	Oven Mobile	app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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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or
배양기

86

제이오텍 고유 기술에 의한
안전 특허 등록

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과열 온도 차단 기능

3점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기기 운전의
종료 시간 또는 시작 시간 설정 가능

2년 보증 무상 A/S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습도/속도/시간 등 제어

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

환경적 영향 평가 시험을
합격한 친환경 제품

정확한 수위를 파악하는 지표 수위가 낮아지면 알람

일정 이상 온도 오차 발생 시
경고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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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순환
(Air-jacket)

• 가장 안정적인 제어 환경
• Air-jacket 방식의 배양기 주변온도+5  ~  80 ±0.1 at 37℃ 30, 50, 100, 

150 IB3-A 90

자연 순환
(Economy)

• 기본에 충실한 실속형 제품
• Film Heater 방식의 배양기 주변온도+3  ~  60 ±0.1 at 37℃ 65, 150, 205 IB-E 92

강제 순환
(General)

• 강제순환을 통한 안정적 온도 제어
• �고른 온도 분포를 유지시키는 
Airflow

주변온도+5  ~  80 ±0.05℃ at 37℃ 50 ,100, 155  IB3 93

강제 순환
(mini)

• Compact 디자인
• 내부 관찰이 편리한 하방향 도어 주변온도+5  ~  65 ±0.5 at 37℃ 10 IM 94

강제 순환
(Multi)

• 챔버별 독립적 온도 조절
• 2-in-1, 4-in-1 모델 주변온도+5  ~  70 ±0.1 at 37℃

120 (60 L x 2챔버)
240 (60 L x 4챔버)

IB-02G-2C
IB-02G-4C 95

상온용
배양기

자연 순환
(Air-jacket)

• 배지 마름 최소화 구조
• Air-jacket 방식의 배양기 4 ~ 70 ±0.2 at 37℃ 156, 254 IL3-A 96

강제 순환
(General)

• BOD 실험에 최적화
• Forced Convection 방식 0 ~ 80 ±0.1 at 37℃ 150, 242 IL3 96

강제 순환
(Personal)

• 전자 냉각소자 시스템 적용
• 소음/진동 최소화된 구조

5 ~ 40 (주변온도 20℃)
10 ~ 40 (주변온도 25℃)
15 ~ 40 (주변온도 30℃)

±0.1 at 25℃ 14, 48 ILP 98

강제 순환
(Multi)

• 챔버별 독립적 온도 조절
• 2-in-1, 4-in-1 모델 0 ~ 60 ±0.1 at 25℃

300 (150 L x 2챔버)
600 (150 L x 4챔버)

IL-11-2C
IL-11-4C 99

저온용
배양기

Description Temp. Range (℃)
Max. Temp.
Fluctuation 

(℃)
Volume (L) Model Page

식물 생장상 Growth
Chamber

• 10 Steps 프로그램 제어
• 온도/습도 Auto-tuning 5 ~ 50 ±0.1 at 25℃ 300, 1000 GC 102

CO2 배양기 CO2 공급 • 세포 배양을 위한 최적의 조건 형성
• 온도 유지 방식에 따라 2가지 모델 주변온도+5 ~ 50 ±0.2℃ at 37℃ 167 BNA 610

IP 610 100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eneral Application
항체 시험, 임상학, 혈액학, 미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미생물, 유기 약제, 세포 조직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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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된 선택 모델 제공
	 	열전달 방식 및 Airflow, 용량, 성능 및	

기능, Controller Type 등에 따른 최적 모델 제공

	 해외 규격에 따른 검증 완료
	 	Fluctuation, Variation, Heating Time 및 

Recovery Time 등 DIN12880 규격에 따른 시험 완료

	 오염 방지를 위한 Glass Door
	 	내부 Glass Door는 온도 변화 없이 시료를 	

편리하게 관찰 및 외부 오염원 유입 방지

	 청결한 사용 및 유지 보수
	 	Stainless Steel 재질의 내부 구조는	

청결한 유지 보수 및 내부식성 우수

	 더욱 안정적인 온도 제어
	 	최적화된 Microprocessor PID 제어로 더욱 	

정확한 온도 제어 구현

	 3-point 온도 Calibration 기능 (IB3 / IL3)
	 	최대 3개 지점의 온도 Calibration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온도 제어 실현

	 최적화된 온도 제어 구현
	 	주로 사용하는 온도나 주변 조건의 변화에도	

Auto-tuning 기능으로 최적 제어 실행

	 Computer Interface 제어
	 	기본 제공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편리한 원격 제어 및 데이터 관리 (IB3, IB3-A)

최적의 배양 환경을 제공하는 배양기 시리즈
정밀 제어를 위한 전용 컨트롤러 적용

오염 방지를 위한 밀폐식 Glass Door 대형 VFD 전용 컨트롤러 (4.7 인치) 높이 조절이 편리한 선반 구조 

Incubator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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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타이머 기능 제공
	 	설정한 시간 (최대 999시간 59분) 경과 후	

기기를 작동 (Wait On) / 정지 (Wait Off)

	 Controller Lock 기능
	 	컨트롤러 설정값의 변경 방지를 위한	

Lock 기능으로 임의적인 변경 등 오조작 방지

	 편리한 온도 저장 및 동작
	 		주로 사용하는 온도(최대 3개)를 간편하게	

저장하여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Cable Port 기본 제공
	 	직경 38 mm Cable Port와 Cover로	

배양 조건 활용에 편리 (General, Multi 모델)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제이오텍 특허)
	 	기기 제어부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는 우선적으로 동작되는 구조

	 과열 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에 의해	

과열 온도 발생 시 차단하는 안전 구조

	 원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Option)
	 	장비 운용 상태에 대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예기치 못한 Power Failure에 대비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기기 재동작을	

선택할 수 있는 Auto-run 기능

실제 사용에 편리한 기능과
특허받은 제이오텍의 안전 시스템 적용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원하는 형태 선택을 위한 다양한 모델 측면에 Cable Port 기본 제공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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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배양기 (자연 순환), 일반형
Incubator (Air-jacket), General

Air-jacket 구조의 안전한 배양 환경

	 구조 기능적 특징
	 		●	 		외부 공기를 가열하여 시료가 놓이는 내부에		

열을 고르게 전달하는	Air-jacket으로 시료의		
비산 및 오염 최소화

	 		●	 		엄격한 해외	DIN	12880	및	IEC	60068-3-5에 따른		
온도 검증으로 신뢰성 및 재현성 우수

	 		●	 		고온용 단열재 사용으로 단열효과가 우수하며		
열 손실을 최소화

	 		●	 			외부	Door는 자석 패킹으로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어 시료 충격을 최소화

	 		●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내부 모서리가 곡면 형상으로 청소 편리
	 		●	 			측면에 유용한	Cable	Port	&	Cover

  사용 편의적 특징
	 		●	 	Microprocessor	PID	피드백 및	3-point	온도		

Calibration을 통한 정확한 온도 제어
	 		●	 			사용 환경에 적합한	PID	계수를	Auto-tuning
	 		●	 			내부 유리	Door는 실리콘 패킹과 함께	

완전한 밀폐가 이루어지는 형상이며,	
온도 변화 없이 시료의 편리한 관찰 가능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9시간	59분)
	 		●	 		USB	및	RS-232	포트로	PC	연결하여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정전 후 복전 시,	이전 운행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안전 회로를 통해 과전류 및 히터의 과승으로부터		

기기 보호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작동 중 이상 발생 시,	Error	내용 표시 및 알람
	 		●	 			작동 중 온도 센서 이상 발생 시,		

온도제어가 정지되고 경고창 표시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도어 열림 시	Heater	및	Fan	자동 정지

IB3-15A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시인성이 뛰어난 대형	VFD	디스플레이	(4.7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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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B3-03A IB3-05A IB3-10A IB3-15A
Chamber volume (L) 30 50 100 150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5  ~  80 주변온도+5  ~  80 주변온도+5  ~  80 주변온도+5  ~  80
Fluctuation at 37℃ (±℃) 0.05 0.1 0.1 0.15
Variation at 37℃ (±℃) 0.43 0.25 0.5 0.52
Heating time to 37℃ (min.) 29 39 42 45
Recovery time at 37℃ (min.) 6 6 6 9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310 x 313 x 310 367 x 372 x 367 463 x 467 x 463 550 x 455 x 600
Exterior (W x D x H, mm) 488 x 649 x 503 545 x 705 x 560 641 x 802 x 655 728 x 815 x 794
Net weight (kg) 43 53 63 72.5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2 2 / 4 2 / 5 2 / 6
Max. Load per shelf (kg) 30 30 30 3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2.3 2.8 3.5 3.8
Cat. No. AAH21355K AAH21365K AAH21375K AAH21385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after 2013)

Specification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2단 적재용 브라켓, LC GreenBox

Page 103

	 열전달 방식에 따른 2가지 모델 시리즈
	 		●	 		강제 순환식 (Forced Convection)	

	내부 공기가 순환하며 온도를 제어하는 구조로	
안정된 온도 제어가 가능하고 분포도가 우수하지만,	
배지의 수분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많음

	 		●	 		자연 순환식 (Natural Convection, Air-jacket)	
시료가 놓이는 공간의 외부 공기를 가열하여	
내부에 열전달이 되는	Air-jacket	구조로,	
배지의 수분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강제 순환식
(Forced	Convection)

자연 순환식
(Natural	Convection,	Air-jacket)

적재 액세서리를 통한	2단 적재로
효율적인 공간 사용 가능	(대표 모델	OF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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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배양기 (자연 순환), 경제형
Incubator (Film Heater), Economy

기본 기능에 충실한 실속형 배양기

Model IB-01E IB-11E IB-21E
Chamber volume (L) 65 150 205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3  ~  60 주변온도+3  ~  60 주변온도+3  ~  60
Fluctuation at 37℃ (±℃) 0.2 0.3 0.1
Variation at 37℃ (±℃) 0.6 0.8 1.1
Heating time to 37℃ (min.) 41 22 6
Recovery time at 37℃ (min.) 1 2 1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423 x 355 x 445 500 x 515 x 585 632 x 515 x 630
Exterior (W x D x H, mm) 533 x 475 x 725 595 x 630 x 865 740 x 630 x 910
Net weight (kg) 33 47 57

Shelves
Quantity of shelves �
(standard/max.) 2 / 5 2 / 7 2 / 7

Max. Load per shelf (kg) 30 30 25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0.6 1.3 1.6
Cat. No. AAH26015K AAH26025K AAH26035K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before 2013)

HO, IM
ILP / IST / ISS / ISF / IS-multi

  
IB  

  구조 기능적 특징
	 ㆍ	구매 부담을 최소화한 실속형 모델 시리즈
	 ㆍ	시료가 놓이는 공간 외벽의	Film	Heater로	

내부 공기를 가열하는 방식의 배양기
	 ㆍ	시료 공간을 독립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	

오염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구조
	 ㆍ	외부	Door는 자석 패킹으로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어 시료 충격을 최소화
	 ㆍ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사용 편의적 특징
	 ㆍ	온도	Calibration/Auto-tuning/Microprocessor	

PID를 통한 정확한 온도제어
	 ㆍ	내부 유리	Door는 실리콘 패킹과 함께	

완전한 밀폐가 이루어지는 형상이며,		
온도 변화 없이 시료의 편리한 관찰 가능

	 ㆍ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ㆍ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ㆍDoor	장시간 열림 시 경고 알림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IB-01E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Specification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2단 적재용 브라켓Page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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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배양기 (강제 순환), 일반형
Incubator (Forced Convection), General

강제 순환을 통한 안정적 온도 제어

	 구조 기능적 특징
	 		●	 		내부 팬에 의한 강제순환 방식을 통해		

온도 균일성과 정밀성이 우수
	 		●	 		엄격한 해외	DIN	12880	및	IEC	60068-3-5에 따른	

온도 검증으로 신뢰성 및 재현성 우수
	 		●	 			외부	Door는 자석 패킹으로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어		

시료 충격을 최소화

  사용 편의적 특징
	 		●	 	Microprocessor	PID	피드백 및	3-point	온도		

Calibration을 통한 정확한 온도 제어
	 		●	 			사용 환경에 적합한	PID	계수를	Auto-tuning
	 		●	 			내부 유리	Door는 실리콘 패킹과 함께 완전한 밀폐가 이루어지는	

형상이며,	온도 변화 없이 시료의 편리한 관찰 가능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9시간	59분)
	 		●	 			USB	및	RS-232	포트로	PC	연결하여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안전 회로를 통해 과전류 및 히터의 과승으로부터 기기 보호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작동 중 이상 발생 시,	Error	내용 표시 및 알람

IB3-15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Model IB3-05 IB3-10 IB3-15
Chamber volume (L) 50 100 155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5  ~  80 주변온도+5  ~  80 주변온도+5  ~  80
Fluctuation at 37℃ (±℃) 0.05 0.05 0.05
Variation at 37℃ (±℃) 0.25 0.4 0.38
Heating time to 37℃ (min.) 9 8 9
Recovery time at 37℃ (min.) 2 2 2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367 x 371 x 367 463 x 467 x 463 550 x 455 x 600
Exterior (W x D x H, mm) 545 x 705 x 560 641 x 802 x 655 728 x 815 x 794
Net weight (kg) 53 63 72.5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4 2 / 5 2 / 6
Max. Load per shelf (kg) 30 30 3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1.5 2.4 3.3
Cat. No. AAH26315K AAH26325K AAH26335K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after 2013)

Specification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2단 적재용 브라켓, LC GreenBoxPage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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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배양기 (강제 순환), 소형
Incubator (Forced Convection), Mini

Compact Design의 상온용 소형 배양기

	 구조 기능적 특징
	 		●	 		주변온도+5		~		65℃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Compact	Design의 소형 배양기
	 		●	 		내부 공기가 순환하며 온도를 제어하는 구조
	 		●	 		Door가 아래 방향으로 열리는 형태로	

기기 측면에 공간요구가 최소화된 디자인
	 		●	 		투시창이 있는	Door로 내부 관찰 편리
	 		●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	Calibration//Microprocessor	PID를 통한	

정확한 온도제어
	 		●	 		Clear	VFD	패널로 조작 상태 파악 편리
	 		●	 		Touch	버튼	&	Jog	Dial로 간편한 조작
	 		●	 		과열온도 및 과전류 차단 기능
	 		●	 		Door	장시간 열림 시 경고 알림
	 		●	 			온도 센서 단선 시 알람 기능

Model IM-10
Chamber volume (L) 10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5  ~  65
Fluctuation at 37℃ (±℃) 0.5
Variation at 37℃ (±℃) 0.5
Heating time to 37℃ (min.) 5
Recovery time at 37℃ (min.) 2
Heater output, max. (220V, W) 200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278 x 262 x 160
Exterior (W x D x H, mm) 400 x 410 x 264
Net weight (kg) 13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4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1.0
Cat. No. AAH24315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before 2013)

HO, IM
ILP / IST / ISS / ISF / IS-multi

  
IB  

IM-10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Specification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Page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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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배양기 (강제 순환), 멀티챔버형
Incubator (Forced Convection), Multi

챔버별 독립적 제어 및 효율적 공간 활용

  구조 기능적 특징
	 		●	 		2개/4개의 챔버를 독립적으로 온도 제어
	 		●	 		최대의 공간 효율적 구조로 사용 편리
	 		●	 		내부 공기가 순환하며 온도를 제어하는 구조
	 		●	 		Door를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이며,	

시료에 충격이 최소화된 부드러운 손잡이
	 		●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내부 모서리가 곡면 형상으로 청소 편리
	 		●	 		측면에 유용한	Cable	Port	&	Cover
	 		●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한 바퀴 장착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	Calibration/Auto-tuning/Microprocessor	PID를	

통한 정확한 온도제어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온도 센서 단선 시 알람 기능
	 		●	 Door	장시간 열림 시 경고 알림

Model IB-02G-2C IB-02G-4C
Chamber volume (L) 120 (60 L x 2 chambers) 240 (60 L x 4 chambers)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5  ~  70 주변온도+5  ~  70
Fluctuation at 37℃ (±℃) 0.1 0.1
Variation at 37℃ (±℃) 0.6 0.6
Heating time to 37℃ (min.) 16 16
Recovery time at 37℃ (min.) 3 3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400 x 360 x 420 (each chamber) 400 x 360 x 420 (each chamber)
Exterior (W x D x H, mm) 570 x 640 x 1360 1170 x 640 x 1360
Net weight (kg) 109 168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4 (each chamber) 2 / 4 (each chamber)
Max. Load per shelf (kg) 30 3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4.1 8.2
Cat. No. AAH2A115K AAH2A015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before 2013)

IB-02G-2C 
with	Wire	Shelves		
챔버당	2개	(기본제공)	

IB-02G-4C
with	Wire	Shelves	
챔버당	2개	(기본제공)	

Specification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Page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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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기능적 특징
	 		●	 			Compact	구조 디자인 구현
	 		●	 			Clear	VFD	패널로 선명한 정보 표시
	 		●	 			내부 강화유리	Door는 실리콘 패킹과 함께	

완전한 밀폐가 이루어지는 형상으로	
온도 변화 없이 시료의 편리한 관찰 가능

	 		●	 			외부	Door는 자석 패킹으로 부드럽게		
약간의 힘으로도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어		
시료 충격을 최소화

	 		●	 			시료 공간을 독립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	
오염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구조

	 		●	 			내부에 전원 콘센트가 기본 포함되어 있어	
간편하게 소형 기기류 작동 가능

	 		●	 			간편 착탈식 냉동 콘덴서 그릴 구조
	 		●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내부 모서리가 곡면 형상으로 청소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	Calibration/Auto-tuning/Microprocessor	

PID를 통한 정확한 온도제어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9시간	59분)
	 		●	 	USB/RS-232	포트를 통한	PC	연결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편리
	 		●	 			컴퓨터 연결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	 			온도 센서 단선 시 알람 기능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일반식/전자식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온도 이탈 알림 설정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저온 배양기, 일반형 (강제 순환 / 자연 순환)
Low Temperature Incubator, General (Forced Convection / Natural Convection)

최적의 저온 배양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

IL3-15A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IL3-25
with	Wire	Shelves	3개	(기본제공)



Forced Convection Natural Convection (Air-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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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달 방식에 따른 2가지 모델 시리즈
	 		●	 		강제 순환식 (Forced Convection)	

	내부 공기가 순환하며 온도를 제어하는 구조로	
안정된 온도 제어가 가능하고 분포도가 우수하지만,	
배지의 수분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많음

	 		●	 		자연 순환식 (Natural Convection, Air-jacket)	
시료가 놓이는 공간의 외부 공기를 가열하여	
내부에 열전달이 되는	Air-jacket	구조로,	
배지의 수분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강제 순환식
(Forced	Convection)

자연 순환식
(Natural	Convection,	Air-jacket)

Model IL3-15 IL3-25 IL3-15A IL3-25A
Chamber volume (L) 150 242 156 254
Refrigerator (HP) 1/6 1/6 1/6 1/6

Temparature

Range (℃) 0 to 80 0 to 80 4 to 70 4 to 70
Fluctuation at 37℃ (±℃) 0.1 0.1 0.2 0.2
Variation at 37℃ (±℃) 0.8 1 0.7 1 
Heating time 20 to 70℃ (min.) 43 45 45 50
Cooling time 20 to 5℃ (min.) 45 50 53 58
Recovery time at 37℃ (min.) 4 4 5 5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600 x 500 x 500 500 x 520 x 930 600 x 520 x 500 500 x 540 x 940
Exterior (W x D x H, mm) 720 x 760 x 1070 620 x 770 x 1618 770 x 790 x 1115 670 x 805 x 1668
Net weight (kg) 100 135 108 145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6 3 / 13 2 / 6 3 / 13
Max. Load per shelf (kg) 26 30 26 3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4.5 6.4 6.6 8.0 
Cat. No. AAH220412K AAH220512K AAH220612K AAH220712K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before 2013)

Specification

	 Temperature Variation
	 		●	 		우수한 온도 제어 능력으로 편차	1℃	이내의 균등한 온도 분포도 제공

Accessories Page 103

Wire Shelf, Perforated Shelf, LC Green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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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배양기 (강제 순환), 소형
Low Temperature Incubator, Personal

저온형 소형 배양기

ILP-02 (2단 적재)
with	Wire	Shelf	1개		
(기본제공)

ILP-12
with	Wire	Shelf	2개		
(기본제공)

HO, IM
ILP / IST / ISS / ISF / IS-multi

  
IB  

  구조 기능적 특징
	 		●	 			Compact	Design의 소형 배양기
	 		●	 			전자식 냉각소자	(Peltier	Module)	사용으로		

진동,	전력 소모 등을 최소화
	 		●	 			내부 공기가 순환하며 온도를 제어하는 구조
	 		●	 			내부 유리	Door는 실리콘 패킹과 함께 완전한 밀폐가		

이루어지는 형상이며,	온도 변화 없이 시료의 편리한 관찰 가능
	 		●	 			외부	Door는 자석 패킹으로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어 시료 충격을 최소화
	 		●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	Calibration/Auto-tuning/Microprocessor	

PID를 통한 정확한 온도제어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컴퓨터 연결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	 			온도 센서 단선 시 알람 기능
	 		●	 			내부 공기 순환 속도 및 제상 주기 조절 기능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Model ILP-02 ILP-12
Chamber volume (L) 14 48

Temperature

Range (℃)
5 to 40℃ (주변온도 20℃)
10 to 40℃ (주변온도 25℃)
15 to 40℃ (주변온도 30℃)

5 to 40℃ (주변온도 20℃)
10 to 40℃ (주변온도 25℃)
15 to 40℃ (주변온도 30℃)

Fluctuation at 25℃ (±℃) 0.1 0.1
Variation at 25℃ (±℃) 0.5 0.4
Heating time to 40℃ (min.) 17 9
Cooling time, 40℃ to 5℃ (min.) 60 60
Recovery time at 25℃ (min.) 1.5 1.5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315 x 200 x 230 334 x 334 x 430
Exterior (W x D x H, mm) 430 x 495 x 400 430 x 665 x 620
Net weight (kg) 28 49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1 / 6 2 / 13
Max. Load per shelf (kg) 15 2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1.8 4.0
Cat. No. AAH24032K AAH24042K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before 2013)

Specification

  편리한 프로그램 제어 기능
	 		●	 			9	Steps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배양 실험 수행
	 		●	 	각	Step별 온도/시간 설정
	 		●	 			최대	99시간	59분 설정
	 		●	 			최대	200회까지 반복 운전 기능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LC GreenBoxPage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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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배양기 (강제 순환), 멀티챔버형
Low Temperature Incubator, Multi

챔버별 독립적 제어 및 효율적 공간 활용

IL-11-2C IL-11-4C

  구조 기능적 특징
	 		●	 			각각의 챔버를 독립적으로 온도 제어하여	

최대의 공간 효율적 구조로 사용 편리
	 		●	 				내부 공기가 순환하며 온도를 제어하는 구조
	 		●	 				내부 유리	Door는 실리콘 패킹과 함께	

완전한 밀폐가 이루어지는 형상이며,	
온도 변화 없이 시료의 편리한 관찰 가능

	 		●	 				외부	Door는 자석 패킹으로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어 시료 충격을 최소화

	 		●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내부 모서리가 곡면 형상으로 청소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	Calibration/Auto-tuning/Microprocessor	

PID를 통한 정확한 온도제어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온도 센서 단선 시 알람 기능
	 		●	 				내부 공기 순환 속도 및 제상 주기 조절 기능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Model IL-11-2C IL-11-4C
Chamber volume (L) 300 (150 L x 2 chambers) 600 (150 L x 4 chambers)
Refrigerator (HP) 1 / 8 1 / 8

Temperature

Range (℃) 0 to 60 0 to 60
Fluctuation at 25℃ (±℃) 0.1 0.1
Variation at 25℃ (±℃) 0.5 0.5
Heating time to 40℃ (min.) 16 16
Cooling time, 40℃ to 5℃ (min.) 53 53
Recovery time at 40℃ (min.) 2 2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600 x 500 x 500 (each chamber) 600 x 500 x 500 (each chamber)
Exterior (W x D x H, mm) 760 x 760 x 1690 1500 x 760 x 1690
Net weight (kg) 180 350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12 (each chamber) 2 / 12 (each chamber)
Max. Load per shelf (kg) 26 26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9 18
Cat. No. AAH28111K AAH28011K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before 2013)
   ※ 본 제품은 강제순환형으로, 시료가 마르기 쉽거나 민감한 경우, 자연순환형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pecification

  편리한 프로그램 제어 기능
	 		●	 			9	Steps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배양 실험 수행
	 		●	 	각	Step별 온도/시간 설정
	 		●	 			최대	99시간	59분 설정
	 		●	 			최대	200회까지 반복 운전 기능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Page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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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erature 특성

CO2 배양기
CO2 Incubator

최적의 조직, 세포 배양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제공

BNA 610 
(Water jacket)
with	Stand (Option)

IP 610 (Air jacket) 
2단 적재
with	Low	Height	Stand	(Option)

  구조 기능적 특징
	 		●	 			7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온도,	CO2	농도,		

도어 열림과 닫힘,	가습용 수조 수위 상태등		
기기 동작 이력을 편리하게 확인

	 		●	 			매끄러운	구조의	선반	지지대와	내부	모서리가		
곡면	형상으로	청소가	편리

	 		●	 			가볍고	열전도율이	우수한	알루미늄	선반	(BNA	610)
	 		●	 			항균 기능의 Stainless Steel 내부로 오염 최소화 (IP 610)
	 		●	 				도어에 장착된 히터는	챔버내부의 응축 방지
	 		●	 				CO2센서 제거없이	160℃	에서	2시간 동안		

멸균 프로그램 운전	(IP	610)
	 		●	 				듀얼 적외선	CO2	센서는 비분산 센서로		

정확한	CO2	농도를 제어하며 도어를	열고 닫은후,		
농도 회복시간이 매우 짧음

	 		●	 				HEPA	필터	(Option)는 도어가 닫힌 후	60분 동안		
팬이 작동되어 내부를 청정하게 유지

	 		●	 				2단 적재	(IP	610)	시 고온의 건열 멸균과정에도		
다른 챔버 설정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용 편의적 특징
	 		●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디스플레이 터치 동작 가능
	 		●	 				디스플레이 아랫부분에	USB를 이용하여		

데이터 백업 가능
	 		●	 			최대	12개월 동안의 동작 기록을 메모리에 저장
	 		●	 				온도,	습도,	CO2	제어 기능과 알람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오동작이 일어나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쉽게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

	 		●	 			가습용 수조에	레벨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물 부족 시 알람
	 		●	 			전용 스탠드	(Option)로 공간활용을 높일 수 있고,		

바퀴 달린 낮은		스탠드	(Option)로	이동이	편리
	 		●	 			유리 도어로 열손실 없이 내부 시료 관찰이 편리
	 		●	 			직경	32	mm	Cable	Port	기본 장착
	 		●	 			항균 기능의	Stainless	Steel	선반	(Option)	장착 가능

Temp.

time1 2 3 4 5 60

22
24
26
28
30
32

36
38

34

Temp.

time1 2 3 4 5 60

22
24
26
28
30
32

36
38

34

Water	Jacket	(BNA	610)

Air	Jacket	(IP	610) 온도	상승	그래프
온도	하강	그래프

온도	상승	그래프
온도	하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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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 시스템에 따른 2가지 모델 시리즈
	 	 			Water Jacket CO2 배양기
	 	 		●													챔버를 둘러싸는 물로 채워진 자켓이 있는 구조로		

챔버 벽을 통한	전도에 의해 온도유지
	 	 		●																물은 공기보다 열용량이	커서	설정온도 도달 시간은 길지만	

잦은 문열림,	정전 시에 보온성 우수
	 	 			Air Jacket CO2 배양기
	 	 		●													배양 챔버를 둘러싸는 자켓이 물 대신 공기로 채워져서		

온도를 유지하는 형태로 빠르게 설정온도 도달
	 	 		●													고온에서 건열멸균을 통해 기기 내부를 효과적으로	살균

Water	Jacket Air	Jacket

Model BNA 610 IP 610
Chamber volume (L) 167 167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5  ~  50 주변온도+5  ~  50
Fluctuation at 37℃ (±℃) 0.2 0.2
Variation at 37℃ (±℃) 0.2 0.25
Dry sterilization (℃) - 160 (2hr)

Humidity
Range (%RH) 95 or more 95 or more
Control Water pan Water pan

CO2
Range (%) 0 to 20 0 to 20
Sensor NDIR (Dual wavelength) NDIR (Dual wavelength)

Dimension
Interior (W x D x H, mm) 485 x 540 x 640 485 x 540 x 640
Exterior (W x D x H, mm) 600 x 765 x 880 600 x 765 x 880
Net weight (kg) 100 110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4 / 12 4 / 12
Max. Load per shelf (kg) 5 7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1.8 3.4
Cat. No. BYMBNA610 BYMIP610

Cat. No Description Model
BYM213747 Aluminum shelf board BNA610/IP610
BYM211253 Standard shelf board (copper alloy SS) IP610
BYM213748 Antibacterial aluminum shelf board BNA610/IP610
BYM213749 Standrad humidity pan (SS), 4L BNA610/IP610
BYM213759 Antiseptic agent for humidifying pan BNA610/IP610
BYM213750 Antibacterial humidity pan, 4L BNA610/IP610
BYM213758 Anti-corrosion agent for the tank BNA610
BYM211254 Insulated stacking clamp IP610
BYM213751 2-stage stacking clamp BNA610
BYM213752 Low height stand with caster BNA610/IP610

Cat. No Description Model

BYM213753 Stand (for stacking 1 unit) BNA610/IP610

BYM213755 Clean circulation mechanism �
(HEPA filter, circulation pump BNA610/IP610

BYM213757 CO2 gas regulator BNA610/IP610
BYM213760 CO2 sample port (IN) BNA610/IP610
BYM281233 CO2 bomb switching unit BNA610/IP610

BYM213756 External communication terminal 
(RS485) BNA610/IP610

BYM213754 Remote communication adapter set  
(USB-RS485 conversion) BYMIP610

Specification Water Jacket Air Jacket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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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구조 기능적 특징
	 		●	 			균일한 온도 및 습도 제공,	식물 친화적 램프,	

단계별 제어 프로그램 기능으로 균일한 조도를	
제공하여 최적 실험 환경 제공

	 		●	 			램프 빛이		기기 외부로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
	 		●	 		내부 유리	Door는 실리콘 패킹과 함께	

완전한 밀폐가 이루어지는 형상이며,	
온도 변화 없이 시료의 편리한 관찰 가능

	 		●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	Calibration/온·습도	Auto-tuning/	

Microprocessor	PID를 통한 정확한 온도제어
	 		●	 		10단계로 설정하여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온도,	습도,	조도,	CO2),	(CO2는	Option)
	 		●	 		과열온도 및 과전류 차단 기능	
	 		●	 		프로그램은	999회까지 반복 동작 가능
	 		●	 		용량,	습도 제어 등에 따른	4가지 모델 제공
	 		●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한 바퀴 장착

식물 생장상
Plant Growth Chamber

식물 생장에 최적의 광합성 조건 제공

GC-1000TLH

GC-300 GC-1000

Model GC-300TL GC-300TLH GC-1000TL GC-1000TLH
Chamber volume (L) 300 300 1000 1000

Temperature
Range without humidity (℃) 5 to 50 (lamp off), 10 to 50 (lamp on),  20 to 50 (with humidity)

Fluctuation at 25℃ (±℃) 0.1 0.1 0.1 0.1
Variation at 25℃ (±℃) 0.8 0.8 0.8 0.8

Humidity
Range (%RH) -

40 to 80 (at 20~35℃)
-

50 to 90 (at 20~35℃)
70 to 90 (at 36~50℃) 60 to 90 (at 36~50℃)

Fluctuation at 60%RH (±%RH) - 3.0 - 3.0 

Illumination

Range (Lux) 0 to 20,000 0 to 20000 0 to 35000 0 to 35000
Control (steps) 10 10 11 11
Fluorescent lamp (W) 32 x 18ea 32 x 18ea 32 x 16ea 32 x 16ea
Metal lamp (W) - - 400 x 3ea 400 x 3ea

CO2 (Option)
Range 750 to 5000 750 to 5000 750 to 5000 750 to 5000
Sensor NDIR CO2 sensor NDIR CO2 sensor NDIR CO2 sensor NDIR CO2 sensor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510 x 540 x 1100 510 x 540 x 1100 1200 x 800 x 1080 1200 x 800 x 1080
Exterior (W x D x H, mm) 700 x 805 x 1900 700 x 805 x 1900 1410 x 1070 x 2150 1410 x 1070 x 2150
Weight (kg) 250 250 550 55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12.5 16 23.2 30
Plug type1)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Cat. No. AAHA1012K AAHA1022K AAHA1041K AAHA1031K

   1)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Accessories Wire Shelf, Perforated Shelf, Recorder, CO2 SensorPage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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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	Shelf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식성 우수
통기성이 좋아 균일한 온도 분포도

Perforated	Shelf
Stainless	Steel	재질의 다공성 구조
견고한 구조로 고하중 시료에 적합

Recorder	(Dot)
6채널 그래프식 온도 기록계
기록 범위,	속도 등 조절 가능

CO2	Sensor
CO2	측정을 위한 전용 센서
최적의 광합성 조건 형성

Model
Wire Shelves Perforated Shelves Recorder CO2 Sensor

Cat. No.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Cat. No. Quantity of shelves 

(max.) Cat. No. Cat. No.

IB3-03A FDA9542 2 / 2 AAA125330 2 - -
IB3-05A FDA9543 2 / 4 AAA125331 4 - -
IB3-10A FDA9544 2 / 5 AAA125332 5 - -
IB3-15A FDA9545 2 / 6 AAA125333 6 - -
IB3-05 FDA9543 2 / 4 AAA125331 4 - -
IB3-10 FDA9544 2 / 5 AAA125332 5 - -
IB3-15 FDA9545 2 / 6 AAA125333 6 - -
IM-10 EDA8244 2 / 4 AAA24511 4 - -
IB-01E EDA8136 2 / 5 AAA12531 5 - -
IB-11E EDA8220 2 / 7 AAA22522 7 - -
IB-21E EDA8219 2 / 7 AAA22521 7 - -
IB-02G-2C/4C1) EDA8136 2 / 4 AAA12531 4 - -
ILP-02 EDA8223 1 / 6 AAA24501 6 - -
ILP-12 EDA8221 2 / 13 AAA24502 13 - -
IL3-15/15A EDA8219 2 / 6 AAA22521 6 - -
IL3-25/25A EDA8220 3 / 13 AAA22522 13 - -
IL-11-2C/4C1) EDA8219 2 / 12 AAA12532 12 - -
GC-300TL EDA8220 3 / 14 AAA22522 14 AAAA1501 AAAA1521
GC-300TLH EDA8220 3 / 14 AAA22522 14 AAAA1501 AAAA1521
GC-1000TL EDA8222 6 / 29 AAAA1512 29 AAAA1502 AAAA1521
GC-1000TLH EDA8222 6 / 29 AAAA1512 29 AAAA1502 AAAA1521

   1) 각 챔버별 기준임

Accessories for Incubator

간단한 인터넷 연결로 기기의 동작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

건조기/배양기의	2단 적재를 위한 브라켓

LC	GreenBox

2단 적재형 브라켓

적용 Model Description Dimension (mm) Cat. No.
IB3 / IL3 / ILP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156 x 94 x 34 AAAQ1011

적용모델 Cat. No.
OF3-05/ON3-03, 05 AAA125421
OF3/ON3-10, 15 AAA125422
IB3/IB3-A-03, 05 AAA125431
IB3/IB3-A-10, 15 AAA125432
IB-01E AAA26501
IB-11E AAA26502
IB-21E AAA26503



Incubated Shaker
진탕 배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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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형 • 내부 관찰이 매우 편리
• �실험대 상부 사용에 최적화

주변온도+5  ~  80
Orbital

500 20 IST 112

주변온도-15  ~  80
(최저온도 15℃) 500 20 IST-R 112

대형 • �대용량 교반배양에 최적화
• �최대 6 L 플라스크 5기 동시 배양

주변온도+5  ~  80

Orbital

500 39 ISF-7100 114

주변온도-20  ~  80
(최저온도 4℃) 500 39 ISF-7100R 114

주변온도+5  ~  80 300 39 ISF-7200 114

주변온도-20  ~  80
(최저온도 4℃) 300 39 ISF-7200R 114

Single-type

적재형 • �2단 적재로 공간 효율 실현
• �내부에 콘센트와 선반 제공

주변온도 +5  ~  80
Orbital

500 24 ISS 108

주변온도 -20  ~  80
(최저온도 4℃) 500 24 ISS-R 108

적재형
(대형)

 • �최대 3단 적재로 공간 효율 실현
 • �강력한 DD모터로 대용량 교반

주변온도+10  ~  80

Orbital

400 39 ISS-7100 110

주변온도-20  ~  80�
(최저온도 4℃) 400 39 ISS-7100R 110

주변온도+10  ~  80 300 39 ISS-7200 110

주변온도-20  ~  80�
(최저온도 4℃) 300 39 ISS-7200R 110

Multi-type
Stackable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Temp. 
Range (℃)

Motion 
Type

Max. 
Speed 
(rpm)

250 ml 
Flask 

Capacity
Model Page

General Application
분자생물학, 동/식물 세포 배양, 발효, 유전학, 신약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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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기기 운전의
종료 시간 또는 시작 시간 설정 가능

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

환경적 영향 평가 시험을
합격한 친환경 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준수

제이오텍 고유 기술에 의한
특허 등록

캐나다의 안전규격으로
전기, 가스 등의 적합성 인증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방향 설정이 가능하며 축을
중심으로 Orbital 운동으로 진탕

일정 이상 온도 오차 발생 시
경고 알람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기능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고장 시, 
Backup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2년 보증 무상 A/S

3점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5년 보증 Direct Drive 모터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뛰어난 내구성의 DD 모터 (ISS-7000, ISF)
	 	내구성이 우수한 DD모터 적용으로 	

모터에 대해 5년의 품질을 보증

	 원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Option)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장비 운용 상태의 모니터링 및 제어 

	 더욱 안정적인 온도 제어
	 	최적화된 Microprocessor PID 제어로 더욱 정확한 

온도 제어 구현

	 온도 Calibration 기능
	 	최대 3개 지점의 온도 Calibration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온도 제어 실현

	 강력하고 안정된 교반 구현 (ISS-7000, ISF)
	 	DD모터 & Triple Cam 시스템은 고하중에서도	

강력하고 안정된 교반 환경 제공 (등록 : 10-1678160)

	 온도 오차를 실시간 모니터링
	 	설정 온도 대비 실제 온도의 오차 발생 시	

사용자 알림을 통해 실험 오류 방지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ISF, ISS)

	 일반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강력한 내구성의 5년 Warranty DD모터 적용
고하중 시료도 강력하고 안정적인 교반 

Incubated Shaker

과열 온도 차단 기능으로 안전한 사용 전면부가 낮아 대용량 시료의 탈착에 편리 (ISF)
(등록 디자인 30-2014-0060254)

내부 관찰을 위한 투시창과 LED 조명 (I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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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적이고 편리한 조작 구현
	 	터치감이 우수한 컬러 LCD 터치 스크린으로	

쉬운 조작 환경과 기기 동작 상황을 제공

	 One Action 제어로 편익 제공
	 	간편하고 빠르게 기기 동작/멈춤을 할 수 있는	

Start/Stop 버튼으로 편리한 조작 환경 제공

	 사용 환경에 따른 모델 라인업 완비
	 	Tabletop, Stackable, Floor 등 3가지 모델 구성으로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합리적 선택권 제공

	 3가지 동작 모드로 활용 극대화
	 	온도 & 교반, 온도, 교반 등 3가지 동작 모드 제공으로	

하나의 기기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능 실현

	 Computer Interface 환경 제공
	 	USB, RS-232 연결과 전용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편리한 기기 조작과 데이터 축적/관리 기능 실현

	 편리한 시료 관찰 환경 제공
	 	기본 제공되는 저전력 LED 조명으로	

시료 관찰에 편리한 환경 제공

	 Controller Lock 기능
	 		컨트롤러 설정값의 변경 방지를 위한	

Lock 기능으로 임의적인 변경 등 오조작 방지

	 Spill Drain 포트로 내부 청결함 유지 관리에 용이
	 	기기 내부에서 시료가 유출되더라도	

Spill Drain 포트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 가능

스마트한 기기의 자가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반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Color Touch 디스플레이 Spill Drain 포트로 기기 내부의 청결한 관리USB, RS-232 연결 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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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탕 배양기, 적재형
Incubated Shaker, Stackable

2단 적재로 공간 효율 실현

  구조 기능적 특징
	   ●	 2단 적재 가능한 최고의 공간 효율 모델
	   ●	 	최대	80℃,	500rpm	구현으로 다양한 분야의		

실험 조건 세팅이 가능
	   ●	 온도&교반,	온도,	교반 등	3가지 동작 모드
	   ●	 내부에 선반과 콘센트가 제공되어 소형 장비 사용이 편리
	   ●	 기기 진동을 최소화한	Shaking	구조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	Auto-tuning/Microprocessor	PID와		

3-point	Calibration을 통한 정확한	rpm	&	온도 제어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교반 동작	Count-down	타이머 적용	(999시간	59분)
	   ●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	 	고휘도/저전력	LED	조명으로 내부 관찰이 매우 편리
	   ●	 Spill	Drain	포트로 청결한 유지 관리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로		
전자적 오류에도 기계식으로 과승 온도를 차단

	   ●	 부드러운 교반 시작과 멈춤 기능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기기 동작,	에러 발생 등 모든 정보 표시
	   ●	 	시스템 내부에 물체가 끼어 교반이 불가한 경우		

운전을 제한하는 과전류 방지 장치

ISS-3075R
with	Shelf	(기본제공),		
Universal	Platform,	Flask	Clamp	(Option)

HO, IM
ILP / IST / ISS / ISF / IS-multi

  
IB  2단 적재시	

Stacking	Kit	사용	(Option)

Color	Touch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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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SS-3075 ISS-3075R ISS-4075 ISS-4075R
Temperature

Range (℃)1) 주변온도+5  ~  80
 

주변온도-20  ~  80
(최저온도 4℃)

주변온도+5  ~  80 주변온도-20  ~  80
(최저온도 4℃)

Fluctuation at 37℃ in flask (±℃) 0.1 0.1 0.1 0.1
Variation at 37℃ in flask (±℃) 0.5 0.5 0.5 0.5
Refrigerator (HP) - 1/6 - 1/6

Shaking system
Motion type Orbital Orbital Orbital Orbital
Speed range (rpm) 20 to 500 20 to 500 20 to 500 20 to 500

Max. speed per permissible load 
(rpm)

500 (max. 10 kg)
400 (max. 15 kg)�
250 (max. 15 kg) - Stacked

500 (max. 10 kg)�
400 (max. 15 kg)�
250 (max. 15 kg) - Stacked

500 (max. 10 kg)
400 (max. 21 kg)�
250 (max. 21 kg) - Stacked

500 (max. 10 kg)
400 (max. 21 kg)�
250 (max. 21 kg) - Stacked

Amplitude (dia., mm) 19.1 19.1 19.1 19.1
Max. speed per amplitude (rpm) 500 500 500 500
Speed stability2)  (rpm, %) ±1 ±1 ±1 ±1
Timer (count-down) 999hr 59min 999hr 59min 999hr 59min 999hr 59min

Dimension
Chamber volume (L) 80 80 150 150
Platform (W x D,mm) 350 x 350 350 x 350 450 x 450 450 x 450
Interior (W x D x H, mm) 440 x 440 x 418 440 x 440 x 418 540 x 540 x 518 540 x 540 x 518
Exterior (W x D x H, mm) 578 x 815 x 854 578 x 815 x 854 678 x 895 x 934 678 x 895 x 934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8 2 / 8 2 / 11 2 / 11
Net weight (kg) 153 160 183 190

Electrical data & Ordering No.
220V/60Hz/1P (A) 5.2 7.0 5.2 7.6 

Cat. No. AAH23432K AAH23532K AAH23632K AAH23732K

   1) �ISS-3075, ISS-4075 모델의 온도 제어 범위는 기기 주변온도 (15~40℃)보다 5℃ 이상부터 80℃까지임.  �
ISS-3075R, ISS-4075R 모델의 온도 제어 범위는 기기 주변온도 (18~35℃)보다 20℃ 낮은 온도부터 80℃까지임. (단, 최저 제어 온도는 4℃임)

   2) 설정 rpm에 대한 실제 rpm 허용 오차 (설정값이 100rpm 미만인 경우는 ±1rpm, 이상인 경우는 ±1%)

Specification

Accessories
Universal Platform, Flask Clamp, Funnel Clamp, Test Tube Rack, Microplate Holder, Lab Sticker, Spring Wire Rack, Dedicated Platform, Rubber Mat, 
Universal Attachment, Rectangular Foot Caster, Stacking Kit, Wire Shelf, LC Green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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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자가진단
	    	 실시간 자가진단을 통해 장비의 이상상태 점검
	 	 ·	설정	rpm/온도 대비 실제값 오차 모니터링하여 알람 발생
	 	 ·		기기 불안정 발생 시	(고	rpm,	과부하,	무게 불균형 등)	자동	rpm	조정
	 	 ·		문을 열면 자동으로 동작을 멈추고	3분 뒤에 알람 발생
	 	 ·		시료가 놓이는	Platform의 이상 발생 감지하여 작동 정지
	 	 ·	정전 이후 전원 재공급 시 직전 상태로 자동 재동작
	 	 ·		온도 센서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비의 운전을 정지

스마트
자가진단

Au
to-

run
Auto-alarm

Au
to-

sto
pAuto-ad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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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탕 배양기, 적재형 (대형)
Incubated Shaker, Multi-stackable

최대화된 공간 절약 다단형 모델

ISS-7100R / 7200 / 7200R
with	Universal	Platform,	Flask	Clamp	(Option)

HO, IM
ILP / IST / ISS / ISF / IS-multi

  
IB  

  구조 기능적 특징
	   ●	 최대	3단 적재형 대용량	Incubated	Shaker
	   ●	 	고하중의 시료도 안정적으로 교반	(등록:	10-1678160)
	   ●	 	내구성이 탁월한	Direct	Drive	모터 적용으로		

모터에 대한	5년 품질 보증
	   ●	 	최대	80℃,	400rpm	구현으로 다양한 분야의		

실험 조건 세팅이 가능
	   ●	 온도&교반,	온도,	교반 등	3가지 동작 모드
	   ●	 기기 진동을 최소화한	Shaking	구조
	   ●	 기기의 이동/고정이 편리한 구조
	   ●	 시료 교환이 편리한	Glide-up	Door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	Auto-tuning/Microprocessor	PID와		

3-point	Calibration을 통한 정확한	rpm	&	온도 제어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교반 동작	Count-down	타이머 적용	(999시간	59분)
	   ●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	 고휘도/저전력	LED	조명으로 내부 관찰이 매우 편리
	   ●	 Spill	Drain	포트로 청결한 유지 관리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로		
전자적 오류에도 기계식으로 과승 온도를 차단

	   ●	 부드러운 교반 시작과 멈춤 기능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기기 동작,	에러 발생 등 모든 정보 표시
	   ●	 	시스템 내부에 물체가 끼어 교반이 불가한 경우	

운전을 제한하는 과전류 방지 장치

Door가 위로 열리는	Glide-up	
구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료 취급

사용자 쪽으로 꺼내어 시료의 탈착이 편리한	
레일 방식 플랫폼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진탕 배양기, 적재형(대형) 소개 동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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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Model ISS-7100 ISS-7100R ISS-7200 ISS-7200R

Temperature

Range (℃)1) 주변온도+10  ~  80 주변온도-20  ~  80
(최저온도 4℃) 주변온도+10  ~  80 주변온도-20  ~  80 

(최저온도 4℃)
Fluctuation at 37℃ in flask (±℃) 0.1 0.1 0.1 0.1
Variation at 37℃ in flask (±℃) 0.6 0.5 0.6 0.5
Refrigerator (HP) - 1/6 - 1/6

Shaking system
Motion type Orbital Orbital Orbital Orbital
Speed range (rpm) 30 to 400 30 to 400 30 to 300 30 to 300

Max. speed per permissible load

1 unit only
400 (max. 20 kg)

1 unit only
400 (max. 20 kg)

1 unit only
300 (max. 20 kg)

1 unit only
300 (max. 20 kg)

Stacked units
250 (max. 15 kg)
200 (max. 20 kg)

Stacked units
250 (max. 15 kg)
200 (max. 20 kg)

Stacked units
200 (max. 15 kg)
150 (max. 20 kg)

Stacked units
200 (max. 15 kg)
150 (max. 20 kg)

Amplitude (dia., mm) 25.4 25.4 50.8 50.8
Max. speed per amplitude 400 400 300 300
Speed stability2)  (rpm, %) ±1 ±1 ±1 ±1
Timer (count-down) 999hr 59min 999hr 59min 999hr 59min 999hr 59min

Dimension (1 unit)
Chamber volume (L) 198 198 198 198
Platform (W x D, mm) 755 x 520 755 x 520 755 x 520 755 x 520
Interior (W x D x H, mm) 809 x 624 x 393 809 x 624 x 393 809 x 624 x 393 809 x 624 x 393

Exterior (W x D x H, mm)3)
1 unit ; 1307 x 996 x 755
1 unit+stand-I or 2 units stacked ; 1307 x 996 x 1355
2 units+stand-II stacked ; 1307 x 996 x 1655
3 units stacked ; 1307 x 996 x 1955

Net weight (kg) 300 320 300 320
Electrical data & Ordering No.

220V/60Hz/1P (A) 3.7 7.3 3.7 7.3 
Cat. No. AAH238132K AAH238232K AAH239132K AAH239232K

   1) �ISS-7100, ISS-7200 모델의 온도 제어 범위 (15~40℃)는 기기 주변온도보다 10℃ 이상부터 80℃까지임.�
ISS-7100R, ISS-7200R 모델의 온도 제어 범위 (18~35℃)는 기기 주변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부터 80℃까지임. (단, 최저 제어 온도는 4℃임)

   2) 설정 rpm에 대한 실제 rpm 허용 오차 (설정값이 100rpm 미만인 경우는 1rpm, 이상인 경우는 ±1%)
   3) 제품의 높이: 600, stand I 높이: 600, stand II 높이: 300, 바퀴 부착부분 높이: 155

DD Shaking System

강력한 힘의		DD	모터는 대용량 교반에 적합
Triple	Cam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하중의 시료를	
안정적으로 교반 (등록	:10-1678160)

Accessories
Universal Platform, Flask Clamp, Funnel Clamp, Test Tube Rack, Microplate Holder, Lab Sticker, Spring Wire Rack, Dedicated Platform, Rubber Mat, 
Universal Attachment, Stand, Stacking Kit, LC Green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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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자가진단
	    	 실시간 자가진단을 통해 장비의 이상상태 점검
	 	 ·	설정	rpm/온도 대비 실제값 오차 모니터링하여 알람 발생
	 	 ·		기기 불안정 발생 시	(고	rpm,	과부하,	무게 불균형 등)	자동	rpm	조정
	 	 ·		문을 열면 자동으로 동작을 멈추고	3분 뒤에 알람 발생
	 	 ·	정전 이후 전원 재공급 시 직전 상태로 자동 재동작
	 	 ·		온도 센서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비의 운전을 정지

  다단 구성 방법

1	unit 1	unit	+	stand	I 2	unit 2	unit	+	stand	II 3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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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내부 관찰 환경 제공

  구조 기능적 특징
	   ●	 실험대 위에서의 사용에 최적화된 모델
	   ●	 	최대	80℃,	500rpm	구현으로		

다양한 분야의 실험 조건 세팅이 가능
	   ●	 온도&교반,	온도,	교반 등	3가지 동작 모드
	   ●	 전면에서 시료 착탈이 용이한 도어 구조
	   ●	 기기 진동을 최소화한	Shaking	구조
	   ●	 냉동기 유무,	Platform	크기에 따른	4가지 모델 구성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	Auto-tuning/Microprocessor	PID와		

3-point	Calibration을 통한 정확한	rpm	&	온도 제어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교반 동작	Count-down	타이머 적용	(999시간	59분)
	   ●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	 고휘도/저전력	LED	조명으로 내부 관찰이 매우 편리
	   ●	 Spill	Drain	포트로 청결한 유지 관리

  뛰어난 안전성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부드러운 교반 시작과 멈춤 기능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기기 동작,	에러 발생 등 모든 정보 표시
	   ●	 	시스템 내부에 물체가 끼어 교반이 불가한 경우		

운전을 제한하는 과전류 방지 장치

IST-3075R
with	Universal	Platform,	Flask	Clamp	(Option)

HO, IM
ILP / IST / ISS / ISF / IS-multi

  
IB  

진탕 배양기, 탁상형
Incubated Shaker, Tabletop

Color	Touch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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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ST-3075 IST-3075R IST-4075 IST-4075R
Temperature

Range (℃)1) 주변온도+5  ~  80 주변온도-15  ~  80 
(최저온도 15℃)

주변온도+5  ~  80 주변온도-15  ~  80
(최저온도 15℃)

Fluctuation at 37℃ in flask (±℃) 0.1 0.1 0.1 0.1
Variation at 37℃ in flask (±℃) 0.5 0.5 0.5 0.5
Refrigerator (HP) - 1/6 - 1/6

Shaking system
Motion type Orbital Orbital Orbital Orbital
Speed range (rpm) 20 to 500 20 to 500 20 to 500 20 to 500

Max. speed per permissible load 
(rpm)

500 (max. 10 kg)
400 (max. 15 kg)

500 (max. 10 kg)
400 (max. 15 kg)

500 (max. 14 kg)�
400 (max. 21 kg)

500 (max. 14 kg)�
400 (max. 21 kg)

Amplitude (dia., mm) 19.1 19.1 19.1 19.1
Max. speed per amplitude (rpm) 500 500 500 500
Speed stability2)  (rpm, %) 1 1 1 1
Timer (count-down) 999hr 59min 999hr 59min 999hr 59min 999hr 59min

Dimension
Chamber volume (L) 53 53 83 83
Platform (W x D, mm) 350 x 350 350 x 350 450 x 450 450 x 450
Interior (W x D x H, mm) 410 x 410 x 320 410 x 410 x 320 510 x 510 x 320 510 x 510 x 320
Exterior (W x D x H, mm) 440 x 785 x 510 440 x 785 x 510 540 x 890 x 510 540 x 890 x 510
Net weight (kg) 65 73 81 90

Electrical data & Ordering No.
220V/60Hz/1P (A) 4.0 5.5 4.0 5.5 

Cat. No. AAH23422K AAH23522K AAH23622K AAH23722K

1) �IST-3075, IST-4075 모델의 온도 제어 범위는 기기 주변온도 (15~40℃)보다 5℃ 이상부터 80℃까지임�
IST-3075R, IST-4075R 모델의 온도 제어 범위는 기기 주변온도 (18~35℃)보다 15℃ 낮은 온도부터 80℃까지임 (단, 최저 제어 온도는 15℃임)

2) 설정 rpm에 대한 실제 rpm 허용 오차 (설정값이 100rpm 미만인 경우는 ±1rpm, 이상인 경우는 ±1%)

Specification

Accessories
Universal Platform, Flask Clamp, Funnel Clamp, Test Tube Rack, Microplate Holder, Lab Sticker, Spring Wire Rack, Dedicated Platform, Rubber Mat, 
Universal Attachment, LC Green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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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자가진단
	    	 실시간 자가진단을 통해 장비의 이상상태 점검
	 	 ·	설정	rpm/온도 대비 실제값 오차 모니터링하여 알람 발생
	 	 ·		기기 불안정 발생 시	(고	rpm,	과부하,	무게 불균형 등)	자동	rpm	조정
	 	 ·		문을 열면 자동으로 동작을 멈추고	3분 뒤에 알람 발생
	 	 ·		시료가 놓이는	Platform의 이상 발생 감지하여 작동 정지
	 	 ·	정전 이후 전원 재공급 시 직전 상태로 자동 재동작
	 	 ·		온도 센서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비의 운전을 정지

스마트
자가진단

Au
to-

run
Auto-alarm

Au
to-

sto
pAuto-ad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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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HO
ILP

SIF SI IS IS-multi

IB-GIL(Forced Convection type)

IL-multi
IB-Multi

IB-E

ISF

IB-E
IL (Air jacket)

IM

진탕 배양기, 대형
Incubated Shaker, Floor

  구조 기능적 특징
	   ●	 대용량	Incubated	Shaker	모델
	   ●	 	고하중의 시료도 안정적으로 교반		

(등록:	10-1678160)
	   ●	 	내구성이 탁월한	Direct	Drive	모터 적용으로		

모터에 대한	5년 품질 보증
	   ●	 	최대	80℃,	500rpm	구현으로 다양한 분야의		

실험 조건 세팅이 가능
	   ●	 온도&교반,	온도,	교반 등	3가지 동작 모드
	   ●	 	전면부가 낮아 대용량 시료 착탈에 편리		

(등록:	30-2014-0060254)
	   ●	 기기의 이동/고정이 편리한 구조
	   ●	 	도어에 조명을 설치하여	Plant	Cell	Culture에 적합		

(ISF-7100RF,	7200RF)

  사용 편의적 특징
	   ●	 	온도	Auto-tuning/Microprocessor	PID와		

3-point	Calibration을 통한 정확한	rpm	&	온도 제어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교반 동작	Count-down	타이머 적용	(999시간	59분)
	   ●	 Spill	Drain	포트로 청결한 유지 관리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로		
전자적 오류에도 기계식으로 과승 온도를 차단

	   ●	 부드러운 교반 시작과 멈춤 기능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기기 동작,	에러 발생 등 모든 정보 표시
	   ●	 	시스템 내부에 물체가 끼어 교반이 불가한 경우	

운전을 제한하는 과전류 방지 장치

대량 배양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ISF-7100R
with	Optional	Accessories

전면부가 낮아 대용량 시료의 착탈에 편리
(등록:	30-2014-0060254)

Color	Touch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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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SF-7100 
ISF-7100R

ISF-7200 
ISF-7200R

ISF-7100RF ISF-7200RF
Temperature

Range (℃)1) 주변온도+5  ~  80 R: 주변온도-20  ~  80
RF: 주변온도-15  ~  80 주변온도+5  ~  80 R: 주변온도-20  ~  80

RF: 주변온도-15  ~  80
Fluctuation at 37℃ in flask (±℃) 0.1 0.1 0.1 0.1
Variation at 37℃ in flask (±℃) 0.5 0.5 0.5 0.5
Refrigerator (HP) - 1/6 - 1/6

Shaking system
Motion type Orbital Orbital Orbital Orbital
Speed range (rpm) 30 to 500 30 to 500 30 to 300 30 to 300

Max. speed 
per permissible load (rpm)

500 (max. 15 kg)
400 (max. 25 kg)
350 (max. 35 kg)

500 (max. 15 kg)
400 (max. 25 kg)
350 (max. 35 kg)

300 (max. 20 kg)
200 (max. 35 kg)

300 (max. 20 kg)
200 (max. 35 kg)

Amplitude (dia., mm) 25.4 25.4 50.8 50.8
Max. speed per 
amplitude(rpm) 500 500 300 300

Speed stability2) (rpm, %) 1 1 1 1
Timer (count-down) 999hr 59min 999hr 59min 999hr 59min 999hr 59min

Dimension
Chamber volume (L) 270 270 270 270
Platform (W x D, mm) 755 x 520 755 x 520 755 x 520 755 x 520
Interior (W x D x H, mm) 894 x 634 x 480 894 x 634 x 480 894 x 634 x 480 894 x 634 x 480

Exterior (W x D x H, mm) 1128 x 854 x 1036 R: 1128 x 854 x 1036
RF: 1128 x 854 x 1066 1128 x 854 x 1036 R: 1128 x 854 x 1036

RF: 1128 x 854 x 1066
Net weight (kg) 277 R: 287, RF: 297 277 R: 287, RF: 297

Electrical data & Ordering No.
220V/60Hz/1P (A) 3.7 R: 5.6, RF: 6.3 3.7 R: 5.6, RF: 6.3

Cat. No. AAH23342K
R: AAH23541K

AAH23442K
R: AAH23641K

RF: AAH23551K RF: AAH23651K

   1) �ISF-7100, ISF-7200 모델의 온도 제어 범위는 기기 주변온도 (15~40℃)보다 5℃ 이상부터 80℃까지임.  �
ISF-7100R, ISF-7200R 모델의 온도 제어 범위는 기기 주변온도 (18~35℃)보다 20℃ 낮은 온도부터 80℃까지임. (단, 최저 제어 온도는 4℃임)  

   2) 설정 rpm에 대한 실제 rpm 허용 오차 (설정값이 100rpm 미만인 경우는 ±1rpm, 이상인 경우는 ±1%)

Specification

Accessories
Universal Platform, Flask Clamp, Funnel Clamp, Test Tube Rack, Microplate Holder, Lab Sticker, Spring Wire Rack, Dedicated Platform, Rubber Mat, 
Universal Attachment, LC Green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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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자가진단
	    	 실시간 자가진단을 통해 장비의 이상상태 점검
	 	 ·	설정	rpm/온도 대비 실제값 오차 모니터링하여 알람 발생
	 	 ·		기기 불안정 발생 시	(고	rpm,	과부하,	무게 불균형 등)	자동	rpm	조정
	 	 ·		문을 열면 자동으로 동작을 멈추고	3분 뒤에 알람 발생
	 	 ·	정전 이후 전원 재공급 시 직전 상태로 자동 재동작
	 	 ·		온도 센서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비의 운전을 정지

DD Shaking System

강력한 힘의		DD	모터는 대용량 교반에 적합
Triple	Cam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하중의 시료를	
안정적으로 교반 (등록	:10-1678160)

스마트
자가진단

Au
to-

run
Auto-alarm

Au
to-

sto
pAuto-ad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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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Universal Platform

Universal	Platform
Erlenmeyer	Flask,	Test	Tube,	
Separated	Funnel	등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액세서리

Set Accessories

Spring	Wire	Rack
다양한 시료 용기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2	Stage	격자 스프링으로 고정

Dedicated	Platform
최대 수량	Flask	Clamp가 해당	Platform에
장착된 액세서리	(250	㎖,	500	㎖)

Rubber	Mat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판	
부착으로	Culture	Bottle,	Petri	Dish	
사용에 편리

Universal	Attachment
바닥 고무판과 조절가능한	
Clamping	Rod로 폭넓은 활용에	
편리한 구조

Wire	Shelf
시료를 적재할 수 있는 선반	&	걸이
ISS	Series	모델에 적용

Retractable	Foot	Caster
이동/고정을 편리하게 해주는 장치
ISS	Series	모델에 적용

Stand	I	&	II
ISS-7000	모델을 단독 또는	2단 적재로	
사용 시 조립하여 접근이 편리한 높이로	
조절

Stacking	Kit
적재를 위해 고정해 주는 장치
ISS	series	모델에 적용

Description ISS-3075
Series

ISS-4075
Series

ISS-7000
Series

IST-3075
Series

IST-4075
Series

ISF-7000
Series

Dedicated Platform (250 ml) AAA23611-V1 AAA23621-V1 AAA23637 AAA23611-V1 AAA23623-V1 AAA23634 
Dedicated Platform (500 ml) AAA23612-V1 AAA23622-V1 AAA23636 AAA23612-V1 AAA23622-V1 AAA23635 
Rubber Mat AAA23531-V1 AAA23532-V1 AAA23537 AAA23531 AAA23532 AAA23534
Universal Attachment AAA23511-V1 AAA23512-V1 AAA23517 AAA23511-V1 AAA23512-V1 AAA23505
Lab Sticker AAA30551 AAA30551 AAA30551 AAA30551 AAA30551 AAA30551
Wire Shelf EDA8235 EDA8233 - - -
Stand I with Stacking Kits 
(600 mm height for stacking 1 unit)  - - AAA23571 - - -

Stand II with Stacking Kits
(300 mm height for stacking 2 units) - - AAA23572 - - -

Retractable Foot Caster AAA23801 AAA23802 - - - -
Stacking Kit AAA23811 AAA23812 AAA23573 - - -

Description Dimension 	
(W x D x H, mm)

ISS-3075
Series

ISS-4075
Series

ISS-7000
Series

IST-3075
Series

IST-4075
Series

ISF-7000
Series

LC GreenBox 156 x 94 x 34 AAAQ1011 AAAQ1011 AAAQ1011 AAAQ1011 AAAQ1011 AAAQ1011

LC GreenBox

Universal Platform에 장착되는 액세서리

Flask	Clamp	(STS	/	Plastic)
Erlenmeyer	Flask	장착을 위한	Clamp
배양 온도에 따라 재질 선택

Starter	Kit
Universal	platform에 자주 사용되는	
Plastic	Clamp로 구성
50	ml,	100	ml,	250	ml,	500	ml,	1L,	2L

Funnel	Clamp
Separated	Funnel	장착	(250	㎖	~	2	L)
간편한 탈부착과 안정된	Clamping	유지

Test	Tube	Rack
Test	Tube	장착	(Ø8	mm	~	Ø35	mm)
손쉽게 각도 조절 가능

    

Microplate	Holder
Microplate를 위한 다양한 구성
Single,	Tower,	Flat	A	(Large),		
Flat	B	(Small)

Lab	Sticker	
200	x	200	mm로 점착성이 우수하여	
Petri	Dish,	Culture	Bottle	등에 적용
Temp.	Range	(℃):	15~60				Max.	Speed	(rpm):	250

SingleFlat B

Tower

Flat A

LC GreenBox

LC	GreenBox
간단한 인터넷 연결로 기기의 동작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



116 117

진
탕

배
양

기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Description ISS-3075	
Series

ISS-4075	
Series

ISS-7000	
Series

IST-3075	
Series

IST-4075	
Series

ISF-7000	
Series

Spring Wire Rack (Cat. No.) AAA31521-V1 AAA31522-V1 AAA23527 AAA23521-V1 AAA23522-V2 AAA23514

Quantity of 
Erlenmeyer Flask

50 ㎖ 16 25 45 16 25 45
100 ㎖ 9 16 28 9 16 28
250 ㎖ 4 9 18 4 9 18
300 ㎖ 4 9 18 4 9 18
500 ㎖ 4 5 15 4 5 15
1 L 2 4 10 2 4 10
2 L 1 2 6 1 2 6
2.8 L 1 2 4 1 2 4

Description
Model ISS-3075	

Series
ISS-4075	

Series
ISS-7000	

Series
IST-3075	

Series
IST-4075	

Series
ISF-7000	

Series

Platform Size 350 x 350 450 x 450 755 x 520 350 x 350 450 x 450 755 x 520
Universal Platform Cat. No. AAA23501-V3  AAA23502-V3 AAA23507 AAA23501-V3 AAA23502-V3 AAA23503-V3

Flask Clamp	
for Erlenmeyer Flask	
(Stainless Steel)

50 ㎖ AAA23550 36 49 88  36  49  88 
100 ㎖ AAA23551 24 39 68  24  39  68 
250 ㎖ AAA23552 14 24 39  14  20  39 
300 ㎖ AAA23556 14 24 39  14  20  39 
500 ㎖ AAA23553 9 16 28  9  16  28 
1 L AAA23554 6 9 18  6  9  18 
2 L AAA23555 4 6 11  4  5  11 
2.8 L AAA23557 2 5 8  2  4  8 
4 L AAA23558 - 4 6  -  -  6 
6 L AAA23559 - 2 -  -  -  5 

Flask Clamp	
for Erlenmeyer Flask	
(Plastic)1)

50 ㎖ AAA30570 36 49 88  36  49  88 
100~125 ㎖ AAA30571 19 29 48  19  29  48 
200 ㎖ AAA30572 13 21 35  13  21  35 
250 ㎖ AAA30573 13 19 34  13  19  35 
300 ㎖ AAA30574 12 19 34  12  19  35 
500 ㎖ AAA30575 9 12 21  9  12  24 
1 L AAA30576 5 9 11  4  9  12 
2 L AAA30577 4 5 6  2  4  8 

Funnel Clamp

250 ㎖ AAA23562 4 6 15  4  6  15 
500 ㎖ AAA23563 3 4 10  2  4  10 
1 L AAA23564 - 3 7  -  3  7 
2 L AAA23565 - - 5  -  -  5 

Test Tube Rack2)

Ø8 mm (86ea) AAA23581 2 4 7  2  4  7 
Ø10 mm (86ea) AAA23582 2 4 7  2  4  7 
Ø12 mm (58ea) AAA23583 2 4 7  2  4  7 
Ø14 mm (58ea) AAA23584 2 4 7  2  4  7 
Ø17 mm (32ea) AAA23585 2 4 7  2  4  7 
Ø25 mm (19ea) AAA23586 2 4 7  2  4  7 
Ø35 mm (10ea) AAA23594 2 4 7  2  4  7 

Microplate Holder

Single AAA23654 8 15 25  8  15  25 
Tower AAA23651 6 10 21  5  8  21 
Flat A (Large) AAA23652 - 2 4  -  2  4 
Flat B (Small) AAA23653 2 3 6  2  2  6 

   1) �Plastic 재질의 Flask Clamp의 경우, 40℃ 이상의 온도에서는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사용하실 때는 Stainless Steel 재질 Flask Clamp를 추천드립니다.
   2) 각 Platform에 장착 가능한 최대 수량 (Test Tube Rack은 Rack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의 수량임)

Description Composition of Clamp Cat. No.
Starter Kit I 50 ml (2), 100 ml (2), 250 ml (4), 500 ml (4), 1L (2), 2L (2) AAA30581
Starter Kit II 50 ml (3), 100 ml (3), 250 ml (6), 500 ml (6) AAA30582

Starter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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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Action

• 회전 / 왕복 운동 선택
• 강력한 교반 제공

Orbital /
Reciprocal

500 320 x 260 8 OS-2000 122

500 350 x 350 14 OS-3000 122

500 450 x 450 24 OS-4000 122

General • �고하중 시료에도 �
안정적인 교반 능력 Orbital

500 755 x 520 39 OS-7100 122

300 755 x 520 39 OS-7200 122

Program • 프로그램 제어 모드
• 가장 많은 시료 장착 Orbital 500 885 x 520 102 SKC 124

Compact • 소형 진탕기로 사용 편리
• 챔버 내부에서 사용 가능 Orbital 300 276 x 276 9 CMS 126

일반형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icroplate • �Microplate, Tube 등의�
시료 혼합에 적합 Orbital 1200 267 x 185 N/A CPS 127

Rocking • 동작 각도 조절 편리
• 최대 99시간 타이머 기능 Rocking 100 276 x 276 N/A CRS 128

Waving • 동작 각도 조절 편리
• 챔버 내부에서 사용 가능 Waving 100 276 x 276 N/A CWS 128

Funnel • 강력한 상하 왕복 운동
• 동작 각도 조절 가능 (0 ~ 20°) Reciprocal 300 Funnel 500 ml x 10 ea RS-2 129

Rotating • 부드럽고 안정적 동작
• 간편한 액세서리 탈부착 Rotating 70 1.5 ml Tube x 120ea

(Disk 2단 적재 시) CRT 130

용도별

Description Motion Type
Max. 

Speed 
(rpm)

Max. 
Platform 

Size (mm)

250 ml 
Flask 

Capacity
Model Page

General Application
일반적인 혼합, 약물 분석, ELISA, 효소 면역측정법, 시료의 염색 및 탈색, 단백질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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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기기 운전의
종료 시간 또는 시작 시간 설정 가능

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준수

제이오텍 고유 기술에 의한
특허 등록

캐나다의 안전규격으로
전기, 가스 등의 적합성 인증

2년 보증 무상 A/S

산업자원부의 평가에서
디자인 우수제품으로 인정

Orbital과 Reciprocal 운동을 
선택하여 진탕

축을 중심으로 Orbital
운동으로 진탕 왕복식 운동으로 진탕 회전식 운동으로 진탕

상하 왕복 운동으로 진탕 360도 rotation을 통한 진탕

5년 보증 Direct Drive 모터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최대 15도 경사로 왕복운동



Shaker

	 국내 최초 500rpm 교반 속도 구현
	 	안정적인 500rpm 제어를 구현함으로써,	

고속에서도 신뢰성 높은 교반 동작 실현

	 뛰어난 내구성의 DD 모터 (OS-7000, SKC)
	 	내구성이 우수한 DD모터 적용으로 모터에 대해 	

5년의 품질을 보증

	 편리한 프로그램 운전 (only SKC)
	 	20 pattern, 20 segment로 	

혼합조건을 편리하게 설정

	 예기치 못한 전원 차단에 대비 (only OS)
	 	갑작스런 정전 이후 전원 재공급 시	

직전 상태로 자동 재동작하는 Auto-run 기능

기기 동작 정보의 직관적 확인 USB & RS-232 지원 (only OS) 시료에 따른 다양한 액세서리 제공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원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only OS)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장비 운용 상태의 모니터링 및 제어

	 Computer Interface 환경 제공 (only OS)
	 	USB, RS-232 연결과 전용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편리한 기기 조작과 데이터 축적/관리 기능 실현

	 rpm 오차를 실시간 모니터링 (only OS)
	 	설정 rpm 대비 실제 rpm의 오차 발생 시	

사용자 알림을 통해 실험 오류 방지

	 Dual Action으로 회전/왕복 교반 (only OS)
	 	회전 교반과 왕복 교반을 하나의 Shaker에서	

선택적으로 사용 (OS-2000, 3000, 4000)

국내 최초 500rpm 교반속도 실현
Powerful Shaking & Flexible Amplitude

OS & SK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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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제어 기술로 안정된 제어 실현
	 	제이오텍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모든 교반 구간에서 정밀한 속도 제어 실현

	 정확한 동작의 Count-down 타이머
	 	최대 999시간 59분까지 설정 가능한	

Count-down 타이머로 편리한 사용

	 특화된 Shaking Mechanism
	 • 	소형 모델에 적용된 BLDC 모터 & Belt 시스템은	

Compact 하면서 강력한 교반 능력 구현
	 • 	중대형급 모델의 DD 모터 & Triple Cam 시스템 	

(제이오텍 특허)은 고하중 시료도 안정적으로 교반

	 다양한 교반 반경으로 효율 증대
	 	다양한 교반 반경 (Amplitude)이 적용되어	

용도에 적합한 모델 선택 가능

	 모터 Self-protection으로 고장 방지
	 	모터의 자기 보호 기능 회로 구성으로	

과전류가 발생하면 모터 동작 제어

	 직관적이고 편리한 조작 기능
	 • 	대형 Clear VFD 패널로 기기의 모든 동작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
	 • 	부드럽고 편안한 동작의 Control Knob로	

쉽고 편리한 조작 환경 제공

121

50L Carboy의 진탕이 가능한 강력한 DD모터
챔버 내부 사용이 가능한 Compact BLDC 모터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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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탕기, Dual Action / 일반형
Shaker, Dual Action / General

강력한 성능의 최적 모델 구성

  구조 기능적 특징
	   ●	 World	Class,	국내 최초,	최대	500rpm	구현
	   ●	 	OS-2000,	3000,	4000:	회전/왕복 운동 모델
	 	 -		BLDC	모터	&	Belt	시스템 적용으로		

Compact	하면서 강력한 교반을 제공하고,		
회전/왕복운동 변경 가능

	   ●	 	OS-7000	회전 운동 모델
	 	 -		Direct	Drive	(DD)	모터	&	Triple	Cam	시스템 적용으로	

고하중에서도 안정적 교반 능력	(등록:	10-1678160)
	 	 -		내구성이 탁월한	Direct	Drive	(DD)	모터 적용으로		

모터에 대한	5년 품질 보증
	   ●	 저중심 기구 구조로 안정된 교반
	   ●	 내부식성을 강화한 분체도장 외관
	   ●	 시료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

  사용 편의적 특징	
	   ●	 PID	Feedback	제어로 정확한 교반 구현
	   ●	 rpm	Calibration	기능으로 정밀 제어
	   ●	 Count-down	타이머	(최대	999시간	59분)
	   ●	 부드러운 교반 시작과 멈춤 기능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저속 교반에도 안정적인 제어 시스템 적용
	   ●	 정회전/역회전 사용자 선택 가능
	   ●	 주변온도	4℃에서 사용 가능
	   ●	 시료 용기에 따른 다양한 액세서리
	   ●	 동일 위치에서 기기 동작 정지 기능

  스마트 자가진단
	   ●	 실시간 자가진단을 통해 장비의 이상상태 점검
	   ●	 	시료가 놓이는	Platform의 이상 발생 감지하여 작동 정지	

(OS-7000	series	제외)
	   ●	 정전 이후 전원 재공급 시 직전 상태로 자동 재동작

  최적화된 합리적 모델구성
	   ●	 소형부터 대형까지 폭넓은 모델 구성
	   ●	 4가지 교반 반경	(Amplitude)	적용
	   ●	 Dual	Action	모델	(회전/왕복운동)
	   ●	 공용 사용이 가능한 액세서리 구성

OS-3000
with	Universal	Platform,	Flask	Clamp	(Option)

·설정	rpm과 실제	rpm을 동시에 표시
·기기 동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
·교반 시작/정지 버튼으로 편리한 조작
·Control	Knob로	rpm	변경 등 조작 편리
·인식성 좋은 디스플레이	(Clear	VFD)	적용

Pantone 7710C  MIRROR Pantone 7577C

제이오텍 SK/F 디자인 

1. 배선 : 1.25피치 배선 8핀 
2. 재질 : PC UV처리 / 스모크 처리 
3. 타공처리 확인 
4. 배선도 정의해서 보내주세요 
5. 오른쪽 링 칼라 미러/7710C로 제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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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통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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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교반을 위한 Heavy Duty Holder
	   ●	 OS-7000	모델에서 최대	50L	carboy까지 교반 가능
	   ●	 교반 시료의 양에 따라	20L	/	50L	고정 스펀지 선택
	   ●	 	사용자가 사용 중인 컨테이너가 있을 경우 고정 스펀지 주문제작 가능

Model OS-2000 OS-3000 OS-4000 OS-7100 OS-7200
Shaking system

Motion type Orbital / Reciprocal Orbital / Reciprocal Orbital Reciprocal Orbital Orbital
Speed range (rpm) 20 to 500 20 to 500 20 to 500 20 to 450 30 to 500 30 to 300

Max. speed per 
permissible load1)

500rpm (max. 10 kg)�
300rpm (max. 16 kg)

500rpm (max. 10 kg)�
300rpm (max. 18 kg)

500rpm (max. 14 kg)�
400rpm (max. 21 kg)

450 rpm (max. 10 kg)�
300 rpm (max. 21 kg)

500rpm (max. 10 kg)�
400rpm (max. 30 kg)

300rpm (max. 23 kg)�
250rpm (max. 35 kg)

Amplitude (dia., mm) 12.7�
19.1 (default)

19.1 (default)�
25.4

19.1 (default)�
25.4 25.4 50.8

Speed stability2) (rpm, %) 1 1 1 1 1
Timer (count-down) 999hr 59min 999hr 59min 999hr 59min 999hr 59min 999hr 59min

Dimension
Platform (W x D, mm) 320 x 260 350 x 350 450 x 450 755 x 520 755 x 520
Exterior (W x D x H, mm) 354 x 388 x 146 409 x 508 x 141 510 x 632 x 156 755 x 627 x 151 755 x 627 x 151
Net weight (kg) 22 28 43 117 117

Electrical data & Ordering No.
220V/60Hz/1P (A) 0.3 0.3 0.3 0.4 0.4 

Cat. No. AAH3D1115K AAH3D1215K AAH3D1315K AAH3D1415K AAH3D1515K

   1) Orbital Shaking 모드에서 중량에 따른 제어 가능 최대 rpm, Amplitude는 default 값을 기준으로 측정
   2) 설정 rpm에 대한 실제 rpm 허용 오차 (설정값이 100rpm 미만인 경우는 1rpm, 이상인 경우는 ±1%)

Specification

Accessories
Universal Platform, Spring Wire Rack, Dedicated Platforms, Rubber Mat, Universal Attachment, Lab Sticker, Microplate Tray, Stage Rack, Flask Clamp, 
Funnel Clamp, Test Tube Rack, Microplate Holder, LC GreenBox

Page 132

OS-7100
with	Heavy	duty	holder	(option)	+
2	hole	Heavy	duty	holder	sponge	(option)

OS-7100
with	Heavy	duty	holder	(option)	+
1	hole	Heavy	duty	holder	sponge	(option)

Model Holder 
sponge

Water weight (L)

0 10 20 30 40 50

OS-7100
20L x 2 300 280 180 160 160 -
50L x 1 300 190 150 130 130 130

OS-7200
20L x 2 210 180 160 150 150 -
50L x 1 210 140 120 110 100 100

Cat.No Description

AAA3D501 Heavy duty holder for OS-7000 series
AAA3D502 Heavy duty holder sponge (Φ376mm x 1hole) for 50L Carboy
AAA3D503 Heavy duty holder sponge (Φ290mm x 2hole) for 20L Carboy
AAAJ3031 20L Carboy (260 x 317 x 539mm)

시료 무게에 따른 제어가능 rpm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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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탕기, 프로그램형
Shaker, Program 

프로그램 운전 & 최대 시료 장착
  구조 기능적 특징

	   ●	 기본	350rpm,	최대	500rpm	(Option)
	   ●	 	Direct	Drive	(DD)	모터	&	Triple	Cam	시스템 적용으로		

고하중에서도 안정적 교반	능력 (등록:10-1678160)
	   ●	 	내구성이 탁월한	Direct	Drive	(DD)	모터 적용으로		

모터에 대한	5년 품질 보증
	   ●	 가장 넓은	Platform	size	모델 제공
	   ●	 	최대	250	ml	Flask	102개 동시 장착 가능		

(Dual	platform	적용 시)
	   ●	 	Dual	Platform	장착이 가능	(SKC-7000)	

(하단에는	250	ml	이하 플라스크만 장착 가능)
	   ●	 최대	50.8	mm	교반 반경 모델 제공
	   ●	 편리한	Platform	착탈 시스템 적용
	   ●	 저중심 기구 구조로 안정된 교반
	   ●	 내부식성을 강화한 분체도장 외관
	   ●	 시료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
	   ●	 Good	Design	인증 획득 모델

  사용 편의적 특징	
	   ●	 PID	Feedback	제어로 정확한 교반 구현
	   ●	 Quick	/	Timer	/	Program	모드 제공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정회전/역회전으로 보다 확실한 교반 실현
	   ●	 저속 교반에도 안정적인 제어 시스템 적용
	   ●	 부드러운 교반 시작과 멈춤 기능
	   ●	 신속한 가속/감속 기능으로 사용 편리
	   ●	 동일 위치에서 기기 동작 정지 기능

Pantone 7710C  MIRROR Pantone 7577C

제이오텍 SK/F 디자인 

1. 배선 : 1.25피치 배선 8핀 
2. 재질 : PC UV처리 / 스모크 처리 
3. 타공처리 확인 
4. 배선도 정의해서 보내주세요 
5. 오른쪽 링 칼라 미러/7710C로 제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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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rpm과 실제	rpm을 동시에 표시
·기기 동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
·교반 시작/정지 버튼으로 편리한 조작
·Control	Knob로	rpm	변경 등 조작 편리
·인식성 좋은 디스플레이	(Clear	VFD)	적용

SKC-6000 Series
with	Universal	Platform,	Flask	Clamp,	Test	Tube	Rack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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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안전성
	   ●	 현재	rpm이 설정	rpm과 차이가 날 때 알람 발생	
	   ●	 과전류로부터 기기 보호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전 기능
	   ●	 20개의	Pattern	저장 가능
	   ●	 Pattern당	20개의	Segment	설정 가능
	   ●	 Segment별 시간,	rpm,	회전방향 설정 가능
	   ●	 최대	99회 반복 운전 기능 포함

SKC-7000 Series
with	Universal	Platform,	Flask	Clamp	(Option)

Model SKC-6075 SKC-6100 SKC-6200 SKC-7075 SKC-7100 SKC-7200
Shaking system

Motion type Orbital Orbital Orbital Orbital Orbital Orbital
Speed range (rpm)1) 30 to 500 30 to 500 30 to 500 30 to 500 30 to 500 30 to 500
Max. speed 
per permissible load2)

350 rpm (max. 13kg)�
310 rpm (max. 28kg)

340rpm (max. 13 kg)�
260rpm (max. 28 kg)

250rpm (max. 13 kg)�
200rpm (max. 28 kg)

350 rpm (max. 13kg)�
310 rpm (max. 28kg)

340rpm (max. 13 kg)�
260rpm (max. 28 kg)

250rpm (max. 13 kg)�
200rpm (max. 28 kg)

Amplitude (dia., mm) 19.1 25.4 50.8 19.1 25.4 50.8
Speed stability3) (rpm, %) 1 1 1 1 1 1
Timer (wait on/off) 99hr 59min 99hr 59min 99hr 59min 99hr 59min 99hr 59min 99hr 59min

Dimension
Platform (Small, W x D, mm) 580 x 520 580 x 520 580 x 520 755 x 520 755 x 520 755 x 520
Platform (Large, W x D, mm) 660 x 520 660 x 520 660 x 520 885 x 520 885 x 520 885 x 520
Exterior (W x D x H, mm) 583 x 618 x 122 583 x 618 x 122 583 x 618 x 122 755 x 662 x 122 755 x 662 x 122 755 x 662 x 122
Net weight (kg) 65 65 65 75 75 75

Electrical data & Ordering No.
220V/60Hz/1P (A) 0.4 0.4 0.4 0.4 0.4 0.4 

Cat. No. AAH30105K AAH30115K AAH30125K AAH30205K AAH30215K AAH30225K

   1) 350 to 500rpm 구간은 별도 구매 옵션을 장착한 경우임
   2) Orbital Shaking 모드에서 중량에 따른 제어 가능 최대 rpm
   3) 설정 rpm에 대한 실제 rpm 허용 오차 (설정값이 100rpm 미만인 경우는 1rpm, 이상인 경우는 ±1%)

Specification

Accessories
Universal Platform, Spring Wire Rack, Rubber Mat, Universal Attachment, Lab Sticker, Flask Clamp, Funnel Clamp, Test Tube Rack, Microplate Holder 

Page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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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MS-350
Shaking system

Motion type Orbital
Speed range (rpm) 50 to 300
rpm control at 100rpm (± rpm) 5
Amplitude orbital size (dia., mm) 13
Timer Run time : 1min ~ 99hr 59min 

Dimension
Universal platform (W x D, mm) 276 x 276
Exterior, body (W x D x H, mm) 249 x 325 x 109
Net weight (kg) 8

Electrical data & Ordering No.
100~220V, 50/60Hz (A) 0.1

Cat. No. AAH3B1115K

   ※ �저온에서 사용한 뒤, 실온에서 가동할 때에는 응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실온 방치 후에 전원을 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탕기, 소형
Shaker, Compact 

  구조 기능적 특징
	   ●	 	최대	300rpm으로 혼성화,	면역세포화학 등의	

낮은	rpm에 민감한 생명과학 실험에 적합
	   ●	 교반 반경	13	mm의 회전운동
	   ●	 최대	4	kg까지 안정적인 제어
	   ●	 250	ml	플라스크를	9개 장착
	   ●	 Count-down	타이머 기능	(최대	99시간	59분)
	   ●	 기기의 동작 경과 시간 표시
	   ●	 다양한 액세서리 선택 가능

  사용 편의적 특징	
	   ●	 	주변온도	2	~	60℃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Cold	Room이나	Incubator	등의	
온도 챔버 내부에서 사용 가능

	   ●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이동성이 좋아		
다양한 실험실 환경 및 실험요구 사항에 활용성 우수

	   ●	 	PID	Feedback	제어로 시료의 무게에 따라		
정확한 교반 제어 구현

	   ●	 	인식성 좋은	Clear	VFD	디스플레이와		
Touch	Key	&	Control	Knob로 조작이 편리

	   ●	 	설정	rpm과 실제	rpm을 동시에 표시하며,		
타이머 동작 정보 표시

간편한 사용의 Compact Mini Shaker

CMS-350
with	Universal	Platform,	Flask	Clamp	(Option)

Specification

Accessories
Universal Platform, Rubber Mat, Universal Attachment, Lab Sticker, Microplate Tray, Flask Clamp, Funnel Clamp, Test Tube Rack, Microplate Holder 

Page 132

  뛰어난 안전성	
	   ●	 	자가 진단을 통한 오류 확인
	   ●	 	내화학성이 뛰어난	PP	재질	Body
	   ●	 	과전류로부터 기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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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PS-350
Shaking system

Motion type Orbital
Speed range (rpm) with 4 Microplates 150 to 1200
Amplitude orbital size (dia., mm) 3
Speed control Feedback control
Timer Run time : 1min ~ 99hr 59min 

Dimension
Tray (W x D,mm) 269 x 185
Exterior, body (W x D x H,mm) 269 x 325 x 128 (Tray 포함)
Net weight (kg) 8

Electrical data & Ordering No.
100~220V, 50/60Hz (A) 0.1

Cat. No. AAH3C1115K

   ※ �저온에서 사용한 뒤, 실온에서 가동할 때에는 응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충분한 실온 방치 후에 전원을 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탕기, 마이크로 플레이트
Microplate Shaker

  구조 기능적 특징
	   ●	 	최대	1200rpm으로	Microplate,	Micro-tube,		

Cornical-tube	등의 시료를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Mixing
하는 경우에 적합

	   ●	 		교반 반경	3	mm의 회전 운동
	   ●	 	부드러운 교반 시작 제어
	   ●	 	Count-down	타이머 기능		(최대	99시간	59분)
	   ●	 	기기의 동작 경과 시간 표시
	   ●	 	다양한	Tube	Rack	액세서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주변온도	2	~	60℃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Cold	Room이나	Incubator	등의	
온도 챔버 내부에서 사용 가능

	   ●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이동성이 좋아		
다양한 실험실 환경 및 실험요구 사항에 활용성 우수

	   ●	 	PID	Feedback	제어로 시료의 무게에 따라		
정확한 교반 제어 구현

	   ●	 	인식성 좋은	Clear	VFD	디스플레이와		
Touch	Key	&	Control	Knob로 조작이 편리

	   ●	 	설정	rpm과 실제	rpm을 동시에 표시하며,		
타이머 동작 정보 표시

 Microplate & Tube를 위한 전용 Shaker

CPS-350 

Cat. No. Description Max. mountable tube
AAAJ2311 1.5 ㎖ Micro-tube rack 80 (5 x 16) 
CPS0011 15 ㎖ Conical tube rack  30 (3 x 10) 
CPS0012 50 ㎖ Conical tube rack 12 (2 x 6)

1.5	㎖	Micro-tube	Rack

50	㎖	Conical	Tube	Rack	

15	㎖	Conical	Tube	Rack	

  뛰어난 안전성	
	   ●	 	자가 진단을 통한 오류 확인
	   ●	 	내화학성이 뛰어난	PP	재질	Body
	   ●	 	과전류로부터 기기 보호

Accessories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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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탕기, 왕복식 / 회전식
Rocking / Waving Shaker

최적화된 기능의 왕복식/회전식 Shaker

  구조 기능적 특징
	   ●	 	동작 각도를 편리하게 조절하여 용도에 따라 최적화 사용 가능
	   ●	 최대	100rpm의	Speed	제공
	   ●	 저속에서 안정적 제어 실현
	   ●	 Microplate를	6개 장착 가능
	   ●	 착탈이 편리한 트레이 구조
	   ●	 Count-down	타이머 기능	(최대	99시간	59분)
	   ●	 기기의 동작 경과 시간 표시

  사용 편의적 특징	
	   ●	 	동작 각도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용도에 따른 최적화된 사용 가능
	   ●	 	주변온도	2	~	60℃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Cold	Room이나	Incubator	등의 온도 챔버 내부에서 사용 가능
	   ●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이동성이 좋아		

다양한 실험실 환경 및 실험요구 사항에 활용성 우수
	   ●	 		PID	feedback	제어로 시료의 무게에 따라		

정확한 교반 제어 구현
	   ●	 		인식성 좋은	Clear	VFD	디스플레이와		

Touch	Key	&	Control	Knob로 조작이 편리
	   ●	 	설정	rpm과 실제	rpm을 동시에 표시하며,		

타이머 동작 정보 표시

  뛰어난 안전성	
	   ●	 	자가 진단을 통한 오류 확인
	   ●	 	내화학성이 뛰어난	PP	재질	Body
	   ●	 	과전류로부터 기기 보호

Rocking	 Waving

CWS-350 
with	Dimpled	Mat	(기본제공)

Cat. No. Description 구성표
AAA38501 Rubber mat Tray, Sticky pad
AAA38502 Dimpled mat Tray, Silicone pad
AAA38503 Universal harness Tray, Sticky pad, 고무밴드 (6개)

Universal	Harness

Dimpled	MatRubber	Mat

AccessoriesSpecification
Model CRS-350 CWS-350

Shaking system
Motion type Rocking Waving
Speed range (rpm) 5 to 100 8 to 100
rpm control at 100rpm (± rpm) 5 5
Adjustable tilt (°) 7 ~ 13 0 ~ 13
Timer Run time : 1min ~ 99hr Run time : 1min ~ 99hr 

Dimension
Universal platform (W x D, mm) 276 x 276 276 x 276
Exterior, body (W x D x H, mm) 276 x 334 x 164 276 x 334 x 164
Net weight (kg) 4 4

Electrical data & Ordering No.
100~220V, 50/60Hz (A) 0.1 0.1

Cat. No. AAH391115K AAH381115K

   ※ �저온에서 사용한 뒤, 실온에서 가동할 때에는 응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충분한 실온 방치 후에 전원을 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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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탕기, 분액여두용
Funnel Shaker

강력한 상하 왕복운동 구현

  구조 기능적 특징
	   ●	 최대	300rpm의	Speed	제공
	   ●	 40	mm의 상하 왕복 운동
	   ●	 	각도조절	(0	~	20º)을 통해 낮은	rpm에서도		

높은 교반 효율 구현
	   ●	 Count-down	타이머 기능	(최대	999시간	59분)
	   ●	 한 면에	5	kg,	총	10	kg	장착 가능
	   ●	 편리한	Holder	높이 조절
	   ●	 고속에서도 안정된 기기 구조

  사용 편의적 특징	
	   ●	 	상하 왕복운동을 디지털로 표시하며,		

다이얼로 간편하게 속도 조정
	   ●	 	Separated	Funnel	탈착이 간편하여 반복 사용자 편의성 증대
	   ●	 	Funnel	Holder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크기의	Funnel	장착 가능	(최대	2L)
	   ●	 	Holder	기본	4개 제공하며,		

추가 시 최대	10개 장착 가능	(option)		
(단,	funnel	크기에 따라 최대 장착 가능 수량이 다름)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뛰어난 안전성	
	   ●	 	설정	rpm	대비 실제값 오차 모니터링하여 알람 발생
	   ●	 	과전류로부터 기기 보호
	   ●	 	최적의 무게중심 설계로 단면 샘플 장착 및		

각도 조절에도 안정적 사용 가능
	   ●	 	정전 이후 전원 재공급 시 직전 상태로 자동 재동작	

Model RS-2
Shaking system

Motion type Vertical & Inclined reciprocating  (0 ~ 20°)
Speed range (rpm) Vertical 30 to 300 / Inclined 30 to 250
Speed accuracy at 100rpm (± rpm) 1
Amplitude, recip. stroke length (mm) 40
Timer 999hr 59 min

Dimension
Exterior (W x D x H, mm) 600 x 473 x 471
Max. load per each side (kg) 5
Net weight (kg) 52

Electrical data & Ordering No.
220V / 60Hz (A) 0.4

Cat. No. AAH32025K

Funnel의 최대 장착 개수 (한 면 기준)
Funnel 용량 Round형 Cylindrical형

500 ㎖ 미만 3-5개 3-5개
500 ㎖ 3개 3개
1L 3개 3개
2L 2개 2개

Cat. No. Description
AAA32502 Funnel holder
AAAQ1011 LC GreenBox

Accessories

Specification

한쪽 면에 최대 5개 Holder 장착 0 ~ 20° 각도 조절

RS-2
with	Funnel	Holder	4개	(기본제공),	2개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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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까지 각도 조절 가능

로테이터
Rotator

강력한 성능의 최적 모델 구성

  구조 기능적 특징
	   ●	 최대	90°까지 간편하게 각도 조절 가능
	   ●	 넓은 범위의	rpm	Speed	(2~70rpm)	제공
	   ●	 저속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 제어 구현
	   ●	 Total	Load	최대	4	kg까지 안정적인 제어
	   ●	 Count-down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기기의 동작 경과시간 표시 기능으로 편리
	   ●	 기기 진동과 움직임을 최소화한 구조

  사용 편의적 특징	
	   ●	 하나의 본체에 여러가지 액세서리 조합 가능
	   ●	 	Disk	탈착이 간편
	   ●	 	Disk의	2단 적재로	Disk	하나에	1.5	ml	Tube	기준		

60개	(총	120개)	까지 장착
	   ●	 	인식성 좋은	Clear	VFD	디스플레이와		

Touch	Key	&	Control	Knob로 조작이 편리
	   ●	 설정	rpm과 실제	rpm을 동시에 표시

  뛰어난 안전성	
	   ●	 	자가 진단을 통한 오류 확인
	   ●	 	내화학성이 뛰어난	PP	재질	Body
	   ●	 	과전류로부터 기기 보호

CRT-350
with	Disk, 1.5 ml Tube Holder (Option)

Model CRT-350
Shaking system
Speed range (rpm) 2 ~ 70
Angle (°) 0 ~ 90 
Timer Run time : 1min ~ 99hr 59min

Dimension
Exterior (W x D x H, mm) with disk 320 x 325 x 463
Weight (kg) with disk 8

Electrical data & Ordering No.
   220V, 60Hz (A) 0.1
Cat. No. AAH3E115K

간편하게 각도 조절	

Disk	2단 적재 시 동시 사용	Tube	수	
Tube Quantity

1.5 ml 120
5 ml 36
15 ml 36
50 ml 24



1.5	ml	(Ø	10	mm)	
Tube	Holder

Disk	for	Flask	Clamp

5	ml	(Ø	12	mm)
Tube	Holder

Flask	Clamp	(Plastic)

15	ml	(Ø	16.5	mm)
Tube	Holder

Flask	Clamp	
(Stainless	Steel)

50	ml	(Ø	29	mm)
Tube	Holder

Post	(Disk	2단 적재용)

Description Max. Mountable Tube Cat. No.
1.5 ml (Ø 10 mm) 60 AAA3E501
5 ml (Ø 12 mm) 18 AAA3E502
15 ml (Ø 16.5 mm) 18 AAA3E503
50 ml (Ø 29 mm) 12 AAA3E504

Tube Holder

Erlenmeyer Flask Clamp Holder 
Description Max. Mountable Tube Cat. No.

Disk for flask clamp N/A AAA3E511

Flask clamp
(Stainless steel)

50 ml 13 AAA23550
100 ml 8 AAA23551
300 ml 6 AAA23556

Flask clamp 
(Plastic)

50 ml 13 AAA30570
100 ml~125 ml 8 AAA30571
300 ml 6 AAA30574

2단 적재용 액세서리
Description Cat. No.

Post AAA3E521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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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k 

Flask Clamp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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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for Shaker

Description OS-2000 OS-3000 OS-4000 OS-7000 
Series SKC-6000 Series SKC-7000 Series CMS-350

Spring Wire Rack (Half) - - - - - - AAA305251) AAA305262) -
Dedicated Platforms (250 mL) - AAA23611-V1 AAA23621-V1 AAA23634 - - - - -
Dedicated Platforms (500 mL) - AAA23613-V1 AAA23622-V1 AAA23635 - - - - -
Rubber Mat AAA3A531-V1 AAA23531-V1 AAA23532-V1 AAA23534 AAA305311) AAA305322) AAA305331) AAA305342) AAA38501
Universal Attachment AAA3A511-V1 AAA23511-V1 AAA23512-V1 AAA23505 AAA305111) AAA305122) AAA305131) AAA305142) AAA3B521
Lab Sticker AAA30551 AAA30551 AAA30551 AAA30551 AAA30551 AAA30551 AAA30551 AAA30551 AAA30551

Microplate Tray
Dual Stacking AAA3A541 - - - - - - - AAA3B531
Large Tray AAA3A542 - - - - - - - AAA3B532

Stage Rack
4 Stages - AAA31541-V1 AAA31542-V1 AAA31702-V1 - - - - -
3 Stages - - - AAA31703-V1 - - - - -

Weight Increaser - - - - AAA30562 AAA30562 AAA30561 AAA30561 -
   1) Small Size 
   2) Large Size

Description Composition of Clamp Cat. No.
Starter Kit I 50 ml (2), 100 ml (2), 250 ml (4), 500 ml (4), 1L (2), 2L (2) AAA30581
Starter Kit II 50 ml (3), 100 ml (3), 250 ml (6), 500 ml (6) AAA30582

Set Accessories

Spring	Wire	Rack,		
Half	Spring	Wire	Rack
다양한 시료 용기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Spring	rack
SKC-7000은	Universal	Platform과		
동시 사용이 가능한	Half	형태 선택 가능

Dedicated	Platform
최대 수량	Flask	Clamp가 해당	Platform
에 장착된 액세서리	(250	㎖,	500	㎖)

Rubber	Mat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판	
부착으로	Culture	Bottle,	Petri	Dish	
사용에 편리

Universal	Attachment
바닥 고무판과 조절가능한	Clamping	
Rod로 폭넓은 활용에 편리한 구조

Microplate	Tray	
Microplate를 위한	Tray
공간활용이 우수한	2단형과 미끄럼 방지	
고무판이 장착된	Large형 선택		
(OS-2000,	CMS-350)	
Stage	Rack
최대	4대의	Shaker를 적층하여
공간 효율을 최대화 하는	Rack		
(OS-3000/4000/7000)

Weight	Increaser
SKC	시리즈	Shaker를	500r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액세서리

Universal Platform

Universal	Platform
Erlenmeyer	Flask,	Test	Tube,	
Separated	Funnel	등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액세서리

Dual	Universal	Platform
2단 구조의	platform으로 장착 시,		
최대 시료 교반이 가능	(SKC-7000	series)

Universal Platform에 장착되는 액세서리

Flask	Clamp	(STS	/	Plastic)
Erlenmeyer	Flask	장착을 위한	Clamp
고강도의	STS와 탈착이 용이한	Plastic	선택

Starter	Kit
Universal	platform에 자주 사용되는	
Plastic	Clamp로 구성
50	ml,	100	ml,	250	ml,	500	ml,	1L,	2L

Funnel	Clamp
Separated	Funnel	장착	(250㎖	~	2L)
간편한 탈부착과 안정된	Clamping	유지

Test	Tube	Rack
Test	Tube	장착	(Ø8	mm	~	Ø35	mm)
손쉽게 각도 조절 가능

Microplate	Holder
Microplate를 위한 다양한 구성
Single,	Tower,	Flat	A(Large),	
Flat	B(Small)

Lab	Sticker
200	x	200	mm로 점착성이 우수하여
Petri	Dish,	Culture	Bottle	등에 적용
Temp.	Range	(℃):	15~60								Max.	Speed	(rpm):	250

SingleFlat B

Tower

Flat A

LC Connected

LC	GreenBox
모바일 앱을 통해서 기기의 동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
최대	4대 기기까지 연결 가능

Starter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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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Model OS-2000 OS-3000 OS-4000 OS-7000 

Series SKC-6000 Series SKC-7000 series CMS-350

Platform 
Size 320 x 260 350 x 350 450 x 450	

(Small)
755 x 520	

(Large)
580 x 520	
(Small)

660 x 520	
(Large)

755 x 520	
(Small)

885 x 520	
(Large) 276 x 276

Universal Platform Cat. No. AAA3A501-V2AAA23501-V3 AAA23502-V3 AAA23503-V3 AAA30501 AAA30503 AAA305021)	
AAA305412)

AAA305041)	
AAA305422) AAA3B501

Flask Clamp	
for Erlenmeyer 
Flask	
(Stainless steel)4)

50 ㎖ AAA23550 20 36 49 88 84 96 108 (216)3) 126 (252)3) 16 
100 ㎖ AAA23551 16 28 39 68 54 66 72 (144)3) 84 (168)3) 9 
250 ㎖ AAA23552 8 14 24 39 33 39 42 (84)3) 51 (102)3) 9 
300 ㎖ AAA23556 8 14 24 39 28 32 36 40 9 
500 ㎖ AAA23553 6 10 16 28 20 24 27 30 5 
1 L AAA23554 3 6 9 18 14 16 18 20 4 
2 L AAA23555 - 4 6 11 8 11 12 13 1 
2.8 L AAA23557 - 3 5 8 6 7 9 11 - 
4 L AAA23558 - 1 4 6 4 6 8 9 - 
6 L AAA23559 - 1 3  5 3 4 6 7 - 

Flask Clamp	
for Erlenmeyer 
Flask	
(Plastic)4)

50 ㎖ AAA30570 20 36 49 88 56 64 72 80 165)

100~125 ㎖ AAA30571 12 19 29 48 42 48 54 60 95)

200 ㎖ AAA30572 8 13 21 35 25 39 30 32 95)

250 ㎖ AAA30573 8 13 19 35 25 30 30 32 95)

300 ㎖ AAA30574 6 12 19 35 25 30 30 32 95)

500 ㎖ AAA30575 6 9 12 24 20 20 24 28 55)

1 L AAA30576 3 5 9 12 10 12 12 15 45)

2 L AAA30577 - 4 5 8 6 6 6 9 15)

Funnel Clamp4)

250 ㎖ AAA23562 4 4 6 15 14 16 18 20 3 
500 ㎖ AAA23563 3 3 4 10 9 10 11 14 2 
1 L AAA23564 3 3 3 7 7 8 9 12 2 
2 L AAA23565 - 2 2 5 5 6 7 8 - 

Test Tube Rack4)

Ø8 mm (86ea) AAA23581 2 2 4 7 8 9 9 12 2 
Ø10 mm (86ea) AAA23582 2 2 4 7 8 9 9 12 2 
Ø12 mm (58ea) AAA23583 2 2 4 7 8 9 9 12 2 
Ø14 mm (58ea) AAA23584 2 2 4 7 8 9 9 12 2 
Ø17 mm (32ea) AAA23585 2 2 4 7 8 9 9 12 2 
Ø25 mm (19ea) AAA23586 2 2 4 7 8 9 9 12 2 
Ø35 mm (10ea) AAA23594 2 2 4 7 8 9 9 12 2 

Microplate 
Holder4)

Single AAA23654 6 8 15 25 20 23 25 28 6 
Tower AAA23651 4 6 10 21 16 19 22 25 6 
Flat A (Large) AAA23652 - - 2 4 3 4 4 5 - 
Flat B (Small) AAA23653 1 2 3 6 4 5 6 7 - 

   1) SKC-7000에 장착하는 1단 Platform
   2) SKC-7000에 장착하는 Dual Platform으로, 하단 Platform에는 250 mL 플라스크 이하만 장착 가능 (하단 Platform의 높이는 약 175 mm)
   3) 괄호 안의 숫자는 Dual Platform 장착 시 최대 장착 가능한 250 mL 플라스크 수량
   4) 각 Platform에 장착 가능한 최대 수량 (Test Tube Rack은 Rack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의 수량임)  
   5) Plastic 재질의 Flask Clamp의 경우, 40℃ 이상의 온도에서는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사용하실 때는 Stainless Steel 재질 Flask Clamp를 추천드립니다.

Spring Wire Rack OS-2000 OS-3000 OS-4000 OS-7000 
Series

SKC-6000 Series SKC-7000 Series
CMS-350

Small Large Small Large
Spring Wire Rack (Cat. No.) AAA3A521 AAA31521-V1 AAA31522-V1 AAA23514 AAA30521 AAA30522 AAA30523 AAA30524 AAA3B511

Quantity of
Erlenmeyer 
Flask

50 mL 15 16 25 45 30 35 45 50 15
100 mL 9 9 16 28 20 24 28 32 9
250 mL 4 4 9 18 12 15 18 21 4
300 mL 4 4 9 18 12 15 18 21 4
500 mL 4 4 5 15 9 12 15 18 4
1 L 2 2 4 10 6 8 10 12 2
2 L - 1 2 6 4 5 6 7 - 
2.8 L - 1 2 4 3 3 4 5 - 

LC GreenBox
Description Dimension (W x D x H, mm) OS-2000 OS-3000 OS-4000 OS-7000 Series

LC GreenBox 156 x 94 x 34 AAAQ1011 AAAQ1011 AAAQ1011 AAAQ1011



Stirrer & Mixer
교반기 & 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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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Max. Speed
(rpm)

Max.
Capacity (L)

Max. Temp.
Range (℃) Model Page

Digital • �시료의 온도를 기준으로�
안정되고 정밀한 제어 2000 20 350 TS 138

Analog • �간편한 사용 조작과�
검증된 우수한 내구성 2000 20 350 TM 139

Multi Type • �온도 제어 기능이 포함된�
차별화된 멀티 교반기 2000 0.25 x 15ea 120 MS-MH 140

Hotplate &
Magnetic 

Stirrer 

Digital • �시료의 점도 변화에도�
정확하고 부드러운 제어 2000 5 N/A MS-G 144

Analog • �실시간 반응으로 빠른 �
교반 속도 조절 2500 5 N/A MS-B

MS-T 145

Multi Type • �차별화된 교반 제어로�
다용도 활용에 최적화 2000 0.25 x 15ea N/A MS-M 146

Magnetic
Stirrer 

Prestige
Touch

• �강력한 Torque 모터와 �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조작 2000 100 N/A MSH 154

High
Performance

• �Computer 연결 조작과�
안정된 제어 기능 실현 2000 20 N/A MSD 156

Easy
Control

• �간편한 사용에 최적화�
과열/과부하 안전 기능 2000 20 N/A MSA 157

Overhead
Stirrer 

Digital • �Digital 방식으로 정밀한�
온도 제어 및 타이머 기능 N/A N/A 350 T 141Hotplate

Touch /
Continuous

• �Innovative Touch 모드로 �
진정한 Vortex Mixing 3000 N/A N/A VM 166

Vortex
Mixer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eneral Application
Hotplate: 산과 염기의 분해, 미량 금속 분석, 샘플 건조, 일반적 시약 가열, 증발
Hotplate Stirrer: 다양한 가열 교반 실험에서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재현성
Magnetic Stirrer: 결정화, 용매 증발, 화학반응, 적정, 증류, 배지 용해, 식품 가공
Overhead Stirrer: 석유 화학 분야, 음료/유탕 제품/유제품 생산, 식품 가공
Vortex Mixer: 용액의 강력한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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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기기 운전의
종료 시간 또는 시작 시간 설정 가능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준수

캐나다의 안전규격으로
전기, 가스 등의 적합성 인증

2년 보증 무상 A/S

산업자원부의 평가에서
디자인 우수제품으로 인정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과열 온도 차단 기능 과부하가 발생해도 정지하지 않고
최대한 회전운동을 유지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습도/속도/시간 등 제어

외부 센서로 기기에 결합하여
시료 온도 확인 및 제어 가능

가열기의 표면 온도가 50℃를
넘으면 경고램프 점등

제이오텍 고유 기술에 의한
특허 등록

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Stirrer & Mixer

	 사용 목적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군
	 	Top Plate의 크기 및 형상, 제어 방식, 	

교반 유무 등에 따라 총 11가지 모델 제공

	 우수한 내부식성의 백색 세라믹 코팅 열판
	 	시료 관찰이 용이한 백색의 상부 열판은	

세라믹 코팅되어 내부식성 우수 (MS-MH 제외)

	 열전달 및 내구성이 뛰어난 Top Plate
	 	알루미늄 재질 상판에 Heater가 함몰되어	

내구성 및 열전달 능력이 우수 (MS-MH 제외)

	 Spill-proof 디자인으로 안전
	 	기기 내부로 용액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적 디자인으로 안전성 향상

	 다수의 과열 방지 장치
	 	Top Plate, 본체 내부의 중요 부품 등에	

과열 방지 장치로 기기 고장을 사전에 예방

	 탁월한 내구성의 BLDC 모터
	 	Brush가 없는 DC 모터를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우수한 내구성 (T-series 제외)

	 고온에서도 교반 능력 유지
	 	고온에서도 강력한 자력을 유지하는	

특수한 영구 자석을 사용 (T-Series 제외)

	 Top Plate 과열 표시의 안전 기능
	 	전원 Switch Off 에서도 Top Plate가	

50℃ 이상이면 경고 표시 (MS-MH 제외)

Safe Hotplate & Magnetic Stirrer
검증된 내구성과 유용한 안전 기능 제공

Digital Type의 Feedback 제어 (좌)와
Analog Type의 Scale 제어 (우)

열전달이 뛰어난 Top Plate Top Plate 과열 표시등

Hotplate & Magnetic Stirrer

136



  실시간 반응의 빠른 교반 속도 조절
	 	Control Knob 조절 정도에 따라	

빠르게 교반 속도 제어 (MS-B/T 모델)

  시료 관찰에 용이한 Top Plate Cover
	 	기본 제공되는 흰색과 검정색 Cover로	

시료에 따른 변화 관찰에 매우 편리

  교반 능력 유지를 위한 특수 자석
	 	강력한 Magnetic Coupling을 유지하는	

특수한 영구 자석을 사용

  Spill-Proof 디자인으로 안전
	 	기기 내부로 용액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적 디자인으로 안전성 향상

  사용 목적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군
	 	Top Plate의 크기 및 형상, 제어 방식,	

색상 등에 따라 총 20가지 모델 제공

  탁월한 내구성의 BLDC 모터
	 	Brush가 없는 DC 모터를 사용하여	

장기간 반복 사용에도 우수한 내구성

  초자 기구의 미끄러짐 방지
	 	실리콘 재질의 Top Plate Cover는	

초자 기구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

  부드럽고 정교한 속도 조절
	 	부드럽게 설정값까지 교반 제어	

정확한 Feedback 제어 구현 (MS-G/M 모델)

Stable & Powerful Magnetic Stirrer
차별화된 조절 성능으로 안정된 교반 구현

실리콘 커버로 초자의 미끄러짐 방지 다양한 모델 구성으로 선택이 편리 시료에 따라 흰색, 검정색 Cover 선택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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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18QG
with 3 Prong Clamp, Clamp Rod,  
Magnetic Bar (Option)

가열 자석 교반기, Digital
Hotplate & Magnetic Stirrer, Digital

시료 온도를 기준으로 정밀 제어 구현

Model TS-14SG TS-17SG TS-18QG

Heating

Temperature range (℃) Top plate, Max. 350 Top plate, Max. 350 Top plate, Max. 350

Control mode PID Feedback �
(optimal, fast, slow, user, point)

PID Feedback �
(optimal, fast, slow, user, point)

PID Feedback �
(optimal, fast, slow, user, point)

Display resolution (℃) 0.1 0.1 0.1

Stirring
Speed range (rpm) 30 to 2000 30 to 2000 30 to 2000
Capacity (H2O, L) 20 20 20
Magnetic bar, Max. (L x Ø, mm) 40 x 8 40 x 8 40 x 8

Material

Top plate White ceramic coated �
aluminum alloy

White ceramic coated �
aluminum alloy

White ceramic coated �
aluminum alloy

Body Powder coated aluminum alloy Powder coated aluminum alloy Powder coated aluminum alloy
Motor type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Temperature probe PT 100 (B class, Max. 250℃) PT 100 (B class, Max. 250℃) PT 100 (B class, Max. 250℃)

Dimensions
Top plate 140 (Ø, mm) 170 (Ø, mm) 180 x 180 (mm)
Exterior (W x D x H, mm) 161 x 290 x 100 191 x 330 x 101 209 x 326 x 102
Net weight (kg) 2.8 3.5 3.8

Timer (Heating and/or Stirring) Max. 99 hrs 59 min. Max. 99 hrs 59 min. Max. 99 hrs 59 min.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3.0 4.0 4.0
Cat. No. AAH34445K AAH34475K AAH34485K

   ※ TS-18QG CSA 인증 제외   ※ TS-17SG, 18QG RoHS 인증 제외

Temperature Probe
기본포함

Specification

Accessories Temperature Probe, Heating Bath, Clamp Rod, Clamp, 투명 ShieldPage 148

  구조 기능적 특징
   ● Temperature Probe (B class) 기본 포함
   ● 외부 온도 센서 이상 유무 알람 표시
   ● 우수한 내부식성의 백색 세라믹 코팅 Top Plate
   ● Heater 함몰 구조로 열전달 및 내구성 우수
   ● 교반 능력 유지를 위한 특수 영구 자석 사용

  사용 편의적 특징
   ● PID Feedback 제어로 정밀한 온도/교반 제어
   ●  용도에 따른 온도 제어 모드 선택 기능  

(Optimal/Fast/Slow/User/Point)
   ● 온도 Auto-tuning 및 Calibration 기능 포함
   ● Count-down 타이머 기능 제공  (최대 99시간 59분)
   ●  다른 실험 장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Clamp Rod (Option)를 본체에 추가 가능
   ● 착탈식 투명 Shield (Option)로 실험 관찰 편리

  뛰어난 안전성
   ● Spill-proof 디자인으로 용액 내부 유입 최소화
   ●  Spark 발생이 없는 BLDC 모터 사용으로 안전
   ● 다수의 과열 방지 장치로 기기 고장을 예방
   ● Top Plate 50℃ 이상 시 경고 표시 기능
   ●  부드러운 교반 시작으로 시료 유출 방지
   ●  Heating Bath (Option)는 미끄러짐 없도록 

Top Plate와 결합되어 안전 (TS-QG 제외)
TS-17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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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자석 교반기, Analog
Hotplate & Magnetic Stirrer, Analog

간편한 사용과 우수한 내구성

  구조 기능적 특징
   ● 열판의 크기, 형상에 따른 3가지 모델 제공
   ● 우수한 내부식성의 백색 세라믹 코팅 Top Plate
   ● Heater 함몰 구조로 열전달 및 내구성 우수
   ● 교반 능력 유지를 위한 특수 영구 자석 사용

  사용 편의적 특징
   ●  Heater의 발열량 (Heating Rate)과 교반속도를 

각각의 Control Knob로 간편하게 조절
   ● 시료 점도 변화에도 일정한 교반 속도 유지
   ● 사용자 필요에 따른 신속한 교반 정지 기능
   ●  다른 실험 장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Clamp Rod (Option)를 본체에 추가 가능
   ●  착탈식 투명 Shield (Option)로 실험 관찰 편리

  뛰어난 안전성
   ● Spill-proof 디자인으로 용액 내부 유입 최소화
   ●  Spark 발생이 없는 BLDC 모터 사용으로 안전
   ● 다수의 과열 방지 장치로 기기 고장을 예방
   ● Top Plate 50℃ 이상 시 경고 표시 기능
   ●  부드러운 교반 시작으로 시료 유출 방지
   ●  Heating Bath (Option)는 미끄러짐 없도록 

Top Plate와 결합되어 안전 (TM-QG 제외)

TM-14SG
with Heating Bath, Clamp Holder,  
3 Prong Clamp, Clamp Rod (Option)

Model TM-14SG TM-17SG TM-18QG

Heating
Temperature range (℃) Top plate, Max. 350 Top plate, Max. 350 Top plate, Max. 350
Control mode Scale Scale Scale
Heating rate 0 ~ 100% by 1% 0 ~ 100% by 1% 0 ~ 100% by 1%

Stirring

Speed range (rpm) Max. 2000 Max. 2000 Max. 2000
Capacity (H2O, L) 20 20 20
Magnetic bar, Max. �
(L x Ø, mm) 40 x 8 40 x 8 40 x 8

Material

Top plate White ceramic coated 
aluminum alloy

White ceramic coated 
aluminum alloy

White ceramic coated 
aluminum alloy

Body Powder coated 
aluminum alloy

Powder coated 
aluminum alloy

Powder coated 
aluminum alloy

Motor type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Dimensions
Top plate 140 (Ø, mm) 170 (Ø, mm) 180 x 180 (mm)
Exterior (W x D x H, mm) 161 x 290 x 100 191 x 330 x 101 209 x 326 x 102
Net weight (kg) 2.8 3.5 4.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3.0 4.0 4.0
Cat. No. AAH34245K AAH34275K AAH34285K

   ※ TM-18QG CSA 인증 제외  ※ TM-14SG만 RoHS 인증에 해당

TM-18QG

Specification

Accessories Heating Bath, Clamp Rod, Clamp, 투명 ShieldPage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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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Magnetic Bar, Magnetic RetrieverPage 148

MS-53MH

가열 자석 교반기, Multi Type
Hotplate & Magnetic Stirrer, Multi Position

온도 제어 기능이 포함된 차별화된 멀티 교반기

  구조 기능적 특징
   ●  Top Plate와 Heater 일체형 구조로 

열전달 속도가 빠르고 내구성이 우수
   ●  교반 능력 유지를 위한 특수 영구 자석 사용
   ●  4가지 교반 제어 방식 및 타이머 기능으로  

All/Column/Row/Point 별 제어

  사용 편의적 특징
   ●  별도의 Heater Knob 및 동작 LED 표시
   ●  시료의 점도 변화, 시료량의 변화에도 

Feedback 제어로 정확한 속도 유지
   ●  Count-down 타이머 기능 제공 (최대 99시간 59분)
   ●  사용자 필요에 따른 신속한 교반 정지 기능
   ●  시인성 및 시야각이 우수한 VFD 디스플레이

  뛰어난 안전성
   ●  Top Plate 상부는 실리콘 패드로 구성되어  

초자 기구의 미끄러짐 방지 및 교반 지점 표시
   ● Spill-proof 디자인으로 용액 내부 유입 최소화
   ● Spark 발생이 없는 BLDC 모터 사용으로 안전
   ● 과열 시 Heater 전원 자동 차단으로 안전
   ●  부드러운 교반 시작으로 시료 유출 방지

Model MS-33MH MS-53MH

Heating
Temperature range (℃)1) Top plate, Max. 120 Top plate, Max. 120
Control mode Scale Scale
Heating Power (W) 600 1000

Stirring

Speed range (rpm) 30 to 2000 30 to 2000
Capacity per point at 2,000rpm (H2O, mL) 500 500
Operating mode 4 (All, Column, Row, Point) 4 (All, Column, Row, Point) 
Position (Row x Column) 9 (3 x 3) 15 (5 x 3)
Point distance (W x D, mm) 117 x 90 117 x 90
Magnetic bar, Max. (L x Ø, mm) 30 x 8 30 x 8
Load, Max. (kg) 30 30

Material
Top plate Aluminum Aluminum
Body Powder coated steel Powder coated steel
Motor type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Dimensions
Top plate (W x D, mm) 385 x 328 385 x 493
Exterior (W x D x H, mm) 395 x 450 x 104 395 x 614 x 104
Net weight (kg) 10 15

Timer (Stirring) Max. 99 hrs 59 min. Max. 99 hrs 59 min.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4.0 5.6
Cat. No. AAHK34015K AAHK34025K

   1) Top plate의 최대 온도를 의미하며, 실제 시료의 온도는 실험 여건에 따라 낮아질 수 있음.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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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기, Digital
Hotplate, Digital

Digital 방식의 정밀한 Hotplate

  구조 기능적 특징
   ●  열판의 크기, 형상에 따른 3가지 모델 제공
   ●  우수한 내부식성의 백색 세라믹 코팅 Top Plate
   ●  Heater 함몰 구조로 열전달 및 내구성 우수
   ●  온도 제어 범위의 상하한값 설정 가능

  사용 편의적 특징
   ●   Heater의 발열량을 조절하여 온도 제어
   ●  용도에 따른 온도 제어 모드 선택 기능  

(Optimal/Fast/Slow/User/Point)
   ●  온도 Auto-tuning 및 Calibration 기능 포함
   ●  Count-down 타이머 기능 제공 (최대 99시간 59분)
   ●  다른 실험 장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Clamp Rod (Option)를 본체에 추가 가능
   ●  착탈식 투명 Shield (Option)로 실험 관찰 편리

  뛰어난 안전성
   ● Spill-proof 디자인으로 용액 내부 유입 최소화
   ● 다수의 과열 방지 장치로 기기 고장을 예방
   ●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별도의 동작 버튼
   ● Top Plate 50℃ 이상 시 경고 표시 기능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Heating Bath (Option)는 미끄러짐 없도록 

Top Plate와 결합되어 안전 (T-QG 제외) T-18QG

T-14SG
with Clamp Holder, 3 Prong Clamp, 
Clamp Rod (Option)

Model T-14SG T-17SG T-18QG

Heating

Temperature range (℃) Top plate, Max. 350 Top plate, Max. 350 Top plate, Max. 350

Control mode PID Feedback �
(optimal, fast, slow, user, point)

PID Feedback 
(optimal, fast, slow, user, point)

PID Feedback 
(optimal, fast, slow, user, point)

Display resolution (℃) 0.1 0.1 0.1
Heating rate 0 ~ 100% by 1% 0 ~ 100% by 1% 0 ~ 100% by 1%

Material
Top plate White ceramic coated 

aluminum alloy
White ceramic coated 
aluminum alloy

White ceramic coated 
aluminum alloy

Body Powder coated 
aluminum alloy

Powder coated 
aluminum alloy

Powder coated 
aluminum alloy

Dimensions
Top plate (Ø, mm) 140 170 180 x 180
Exterior (W x D x H, mm) 161 x 290 x 100 191 x 330 x 101 209 x 326 x 102
Net weight (kg) 2.2 2.9 3.4

Timer Max. 99 hrs 59 min. Max. 99 hrs 59 min. Max. 99 hrs 59 min.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3.0 4.0 4.0
Cat. No. AAH35045K AAH35075K AAH35085K

   ※ T-18QG CSA 인증 제외   ※ T-14SG만 RoHS 인증에 해당

Specification

Accessories Heating Bath, Clamp Rod, Clamp, 투명 ShieldPage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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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바닥 플라스크 & 바이알용 히팅 블록
Accessories Heating Block for Round Flask and Vial

내용물을 100℃ 이상으로 가열 시, Oil Bath와 Heating Mantle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솔루션

  Hotplate와 함께 사용
   ●  히팅 블록을 가열기 또는 가열자석교반기 위에 장착하여  

25 ml ~ 2000 ml의 둥근 플라스크 및 바이알의 내용물을  
안전하고 빠르게 가열

   ●  다양한 브랜드의 핫플레이트와의 호환성이 우수  
(Flask-직경 135/140, Vial-135/180/150 x 150/180 x 180 (mm))

   ●  Insert (Option)를 결합하여 다양한 용량의 플라스크 사용 가능

  우수한 안전기준
   ●   Oil Bath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열된 오일로 인한  

화상 위험과 유해 흄 발생이 없음
   ●  최대 300℃ 가열에도 핫스팟 발생이 없어서  

온도 정밀도가 우수하고 초자 기구의 파손을 방지

  편리한 사용
   ●  별도의 오일 구입 및 폐기가 불필요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
   ●  오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초자 기구와 제품의 청소에 용이

RBP

RBI

VBP + VBI

우수한 내구성으로 유지보수 편리
알루미늄 블럭 본체에 하드아노다이징 
표면처리로 내마모성, 내식성등 내구성이 
우수하며 실험 후 세척이 간편

다양한 규격으로 넓은 선택의 폭
100 ml~2L까지 4종의 둥근바닥 플라스크용 
plate와 각 insert, 4종의 vial을 장착할 수 있는 
사각 plate와 각 insert를 조합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자유롭게 구성

뛰어난 열전도로 신속한 가열
플라스크 표면에 밀착되는 구조로 유리 제품에 
균열이 가지 않고, 열전도가 우수

높은 핫플레이트 호환성	
직경 135, 145 mm 원형 핫플레이트뿐만 아니라 
170mm 원형 및 사각 핫플레이트에 올려서 
사용 가능 (서포트 탈거)

정확한 온도 제어
둥근바닥플라스크용 plate에는 4개, 바이알용 
insert에는 3개의 홀이 있어서 온도 probe를 
넣어 정확한 온도 제어

바닥을 고정하여 안정적 구조	
원형 핫플레이트 및 사각 핫플레이트의 외곽에 
맞게 위치한 고정용 서포트 장착으로 안정적 
사용 가능 (둥근바닥 플라스크용은 Φ135 / 
Φ140 제품에만 고정 가능)

M8 서포트M8 (Φ140위치)

M8 (Φ135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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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선택
100 ml (RBP-100) 500 ml (RBP-500) 1000 ml (RBP-1000) 2000 ml (RBP-2000)

Insert 선택
25 ml (RBI-25) 50 ml (RBI-50) 100 ml (RBI-100) 250 ml (RBI-250) 500 ml (RBI-500) 1000 ml (RBI-1000)

Plate 선택
190 x 190 x 20 mm (VBP)

Insert 선택 (plate에 최대 4개 장착)

4 ml (1 dram)	
Φ15 x 17 mm, 16 holes 

(VBI-1D)

8 ml (2 dram)	
Φ17 x 23 mm, 16 holes 

(VBI-2D)

15 ml (4 dram)	
Φ21 x 30 mm, 9 holes 

(VBI-4D)

20 ml 	
Φ28 x 22 mm, 4 holes	

(VBI-20S)

30 ml 	
Φ28 x 32 mm, 4 holes 

(VBI-30S)

40 ml 	
Φ28 x 42 mm, 4 holes 

(VBI-40S)

둥근 바닥 플라스크용

바이알용

Selec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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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교반기, Digital
Magnetic Stirrer, Digital

MS-22G

MS-17G

Model MS-17G MS-22G

Stirring

Speed range (rpm) 30 to 2000 30 to 2000
Capacity (H2O, L) 4 5
Speed stability (± %) 1 1
Magnetic bar, Max. (L x Ø, mm) 40 x 8 50 x 10
Load, Max. (kg) 20 25

Material
Top plate Polypropylene with silicone cover Polypropylene with silicone cover
Body Polypropylene Polypropylene
Motor type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Dimensions
Top plate (Ø, mm) 170 220
Exterior (W x D x H, mm) 210 x 280 x 72 260 x 355 x 72
Net weight (kg) 1.4 1.8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0.2 0.2

Cat. No.
Persian Blue AAH331215BK AAH331315BK
Orange AAH331215YK AAH331315YK

MS-22G

MS-17G

Specification

Accessories Plate Cover, Clamp Rod, Clamp Holder, Magnetic Bar, Magnetic RetrieverPage 149

정확하고 부드러운 Feedback 속도 제어	

  구조 기능적 특징
   ●  시료의 점도 변화, 시료량의 변화에도 

Feedback 제어로 정확한 속도 유지
   ●  내화학성이 우수한 PP (Polypropylene) 재질
   ●  고무 압착발로 고속 교반 시 진동 최소화
   ●   교반 성능 유지를 위한 특수 영구 자석 사용

  사용 편의적 특징
   ●   설정속도와 실제속도를 동시에 표시
   ●  Timer (최대 99시간 59분) 및 Program 운전 기능 

(2 Steps Repeat Pattern) 제공 
   ●  뷰렛, 센서 등의 장치를 고정할 수 있는 

Clamp Rod (Option)를 본체에 추가 가능
   ●  크기와 색상에 따라 4가지 모델 제공
   ●  시료에 따른 변화 관찰에 매우 유용한 

흰색과 검정색 Cover 2종을 기본 제공

  뛰어난 안전성
   ●  Spark 발생이 없는 BLDC 모터 사용으로 안전
   ●  Spill-proof 디자인으로 용액 내부 유입 최소화
   ●  교반 시작과 정지 시 부드럽게 동작하여 

시료가 튀는 현상을 방지
   ●  초자 기구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는 

실리콘 재질의 Top Plate Cover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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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교반기, Analog
Magnetic Stirrer, Analog

실시간 반응의 빠른 교반 속도 제어

  구조 기능적 특징
   ●  크기, 형상, 색상에 따른 10가지 모델 제공
   ●  내화학성이 우수한 PP (Polypropylene) 재질
   ●  고무 압착발로 고속 교반 시 진동 최소화
   ●  교반 능력 유지를 위한 특수 영구 자석 사용

  사용 편의적 특징
   ●   Control Knob를 조절 정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빠르게 교반 속도 제어
   ●  시료에 따른 변화 관찰에 매우 유용한 

흰색과 검정색 Cover 2종을 기본 제공
   ●  기기 동작 상태 확인이 편리한 LED 램프
   ●  무게가 가벼워 취급이 편리

  뛰어난 안전성
   ●  Spark 발생이 없는 BLDC 모터 사용으로 안전
   ●  Spill-proof 디자인으로 용액 내부 유입 최소화
   ●  초자 기구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는 

실리콘 재질의 Top Plate Cover 기본 제공

MS-12B

MS-17B

MS-12T
MS-17T

Model MS-12B MS-17B MS-22B MS-12T MS-17T

Stirring

Speed range (rpm) 150 to 2500 150 to 2500 150 to 2500 150 to 2500 150 to 2500
Capacity (H2O, L) 2 4 5 2 4

Magnetic bar, Max. 
(L x Ø, mm) 30 x 8 40 x 8 50 x 10 30 x 8 30 x 8

Load, Max. (kg) 15 20 25 10 20

Material

Top plate Polypropylene with 
silicone cover

Polypropylene with 
silicone cover

Polypropylene with 
silicone cover

Polypropylene with 
silicone cover

Polypropylene with 
silicone cover

Body Polypropylene Polypropylene Polypropylene Polypropylene Polypropylene

Motor type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Dimensions
Top plate (Ø, mm) 120 170 220 115 165
Exterior (W x D x H, mm) 130 x 133 x 65 180 x 186 x 65 230 x 235 x 65 181 x 176 x 64 246 x 243 x 64
Net weight (kg) 0.6 0.9 1.1 0.6 0.9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0.1 0.1 0.1 0.1 0.1

Cat. No.
Persian Blue AAH330115BK AAH330215BK AAH330315BK AAH333115BK AAH333215BK
Orange AAH330115YK AAH330215YK AAH330315YK AAH333115RK AAH333215RK

Specification

Accessories Plate Cover, Power Adapter, Magnetic Bar, Magnetic RetrieverPage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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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교반기, Multi-type
Magnetic Stirrer, Multi-type

차별화된 멀티 교반 제어로 다용도 활용

  구조 기능적 특징
   ●  시료의 점도 변화, 시료량의 변화에도 

Feedback 제어로 정확한 속도 유지
   ●   Stainless Steel 상부에 교반 위치 표시
   ●   교반 능력 유지를 위한 특수 영구 자석 사용

  사용 편의적 특징
   ●   설정속도와 실제속도를 동시에 표시
   ●   Count-down 타이머 기능 제공 (최대 99시간 59분)
   ●  교반 수량 및 크기에 따라 6가지 모델 제공

  뛰어난 안전성
   ●  Spark 발생이 없는 BLDC 모터 사용으로 안전
   ●  Spill-proof 디자인으로 용액 내부 유입 최소화
   ●  교반 시작과 정지 시 부드럽게 동작하여 

시료가 튀는 현상을 방지
   ●  초자 기구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는 

실리콘 재질의 Pad (Option)

MS-53M

•  4가지 교반 제어 방식 및 타이머 기능으로 
다양한 교반 실험을 동시에 수행 
(MS-51M은 2가지 제어 방식)

• 설정 및 확인이 편리한 LED 포인트 표시창
•		All	Mode 
   동시에 같은 속도로 교반 
Column	Mode		
   Column별로 다른 속도로 교반 가능 
Row	Mode 
   Row별로 다른 속도로 교반 가능 
Point	Mode 
   각 위치별로 다른 속도로 교반 가능

차별화된 멀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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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51M MS-32M MS-23M

MS-33MMS-53MMS-52M

Model MS-51M MS-23M MS-32M MS-33M MS-52M MS-53M

Stirring

Speed range (rpm) 30 to 2000 30 to 2000 30 to 2000 30 to 2000 30 to 2000 30 to 2000
Capacity per point at 
2000rpm (H2O, mL) 250 250 250 250 250 250

Operating mode 2 (All, Point) 4 (All, Column, 
Row, Point)

4 (All, Column, 
Row, Point)

4 (All, Column, 
Row, Point)

4 (All, Column, 
Row, Point)

4 (All, Column, 
Row, Point)

Position (Row x Column) 5 (5 x 1) 6 (2 x 3) 6 (3 x 2) 9 (3 x 3) 10 (5 x 2) 15 (5 x 3)
Point distance (W x D, mm) 90 117 x 170 117 x 90 117 x 90 117 x 90 117 x 90
Magnetic bar, Max. 
(L x Ø, mm) 30 x 8 30 x 8 30 x 8 30 x 8 30 x 8 30 x 8

Load, Max. (kg) 30 30 30 30 30 30

Material

Top plate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Body Powder coated 
steel, PET

Powder coated 
steel, PET

Powder coated 
steel, PET

Powder coated 
steel, PET

Powder coated 
steel, PET

Powder coated 
steel, PET

Motor type
BLDC 
(Blushless 
direct current)

BLDC 
(Blushless 
direct current)

BLDC 
(Blushless 
direct current)

BLDC 
(Blushless 
direct current)

BLDC 
(Blushless 
direct current)

BLDC 
(Blushless 
direct current)

Dimension
Top plate (W x D, mm) 124 x 485 362 x 318 242 x 318 362 x 318 246 x 485 367 x 485
Exterior (W x D x H, mm) 131 x 603 x 82 377 x 436 x 82 254 x 436 x 82 377 x 436 x 81 254 x 602 x 82 377 x 599 x 82
Net weight (kg) 4 6 5 7 8 11

Timer Max. 99 hrs 
59 min.

Max. 99 hrs 
59 min.

Max. 99 hrs 
59 min.

Max. 99 hrs 
59 min.

Max. 99 hrs 
59 min.

Max. 99 hrs 
59 min.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5.0 5.0 5.0 5.0 5.0 5.0
Cat. No. AAH332415K AAH332115K AAH332215K AAH332315K AAH332515K AAH332615K

Specification

Accessories Silicone Pad, Magnetic Bar, Magnetic RetrieverPage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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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Probe,	B	Class
외부 온도 센서로, 기기에 결합 시 시료의 온도 
확인 및 제어가 가능 (TS 모델)

Heating	Bath
Top Plate에 요철형 구조로 결합되어  
미끄러짐이 없음

Clamp	Rod
본체 후면 좌우에 총 2개를
고정할 수 있음

3	Prong	Clamp
다양한 형태의 기구를 고정

Magnetic	Bar
 ·  -200 ~ +280℃ 온도범위에서 교반할 때, 

자석교반기에 적용
 · Turbo형은 400℃의 고온에서 적용 가능

Magnetic	Retriever
 ·  Magnetic bar를 꺼낼 때 사용
 ·  ALNICO V 자석과 사마륨코발트 자석  

사용

Clamp	Holder
Clamp Rod와 Clamp를 고정

투명	Shield
안전하게 실험을 관찰

C-7C-5

C-10 C-20

Cat. No. Description
AAA34501 Temperature Probe, B Class (Max. 250℃)
AAA34502 Temperature Probe, A Class (Max. 400℃)
HPS0012 Heating Bath (TS-14SG, TM-14SG, T-14SG)
HPS0015 Heating Bath (TS-17SG, TM-17SG, T-17SG)
MTT0132 Clamp Rod (Ø12, 400 mm)

BEA1000011 3 Prong Clamp (80 mm grip)
BEA1000012 3 Prong Clamp (60 mm grip)
BEA1000013 3 Prong Clamp (20 mm grip)

AAA37511 Clamp Holder (max. Ø27, C-20)
AAA37512 Clamp Holder (max. Ø17, C-10)
AAA37513 Clamp Holder (max. Ø12, C-7)
AAA37514 Clamp Holder (max. Ø12, C-5)
HPS0059 투명 Shield (TS-14SG, TM-14SG, T-14SG)
HPS0039 투명 Shield (TS-17SG, TM-17SG, T-17SG)

Clamp	Holder

Clamp	Rod

Temperature	
Probe,	B	Class

3	Prong	Clamp

Accessories AccessoriesPage 150 Page 151

Accessories for Hotplate & Magnetic Stir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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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for Magnetic Stirrer

Silicone Pad Clamp RodPlate Cover (Black, White)

Plate Cover
Cat. No. Description Model

MTT0002 White color, Silicone (Ø120) MS-12B

MTT0003 White color, Silicone (Ø170) MS-17B/G

MTT0004 White color, Silicone (Ø220) MS-22B/G

MTT0005 Black color, Silicone (Ø120) MS-12B

MTT0006 Black color, Silicone (Ø170) MS-17B/G

MTT0007 Black color, Silicone (Ø220) MS-22B/G

MTT0144 White color, Silicone (Ø115) MS-12T

MTT0143 Black color, Silicone (Ø115) MS-12T

MTT0146 White color, Silicone (Ø165) MS-17T

MTT0145 Black color, Silicone (Ø165) MS-17T

Silicone Pad
Cat. No. Description Model
MTS0015 355 x 475 x 1 (mm) MS-53M
MTS0016 235 x 475 x 1 (mm) MS-52M
MTS0017 115 x 475 x 1 (mm) MS-51M
MTS0041 235 x 310 x 1 (mm) MS-32M
MTS0042 355 x 310 x 1 (mm) MS-23M/33M

Power Adapter & Clamp Rod
Cat. No. Description Model

MTT0001 Power Adapter (100~240V, 50/60Hz)
MS-12B/17B
MS-12T/17T

MTT0132 Clamp Rod (Ø12 x 400, M10) MS-17G/22G

Clamp Holder

C-10

C-7

C-5

C-20

· 최대 Ø 27 mm Rod까지 장착 가능
· 가볍지만 견고한 고정을 위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및  
플라스틱으로 제작

· 잠금/해제시 손에 무리가 가지 않는 Knob 구조
· 스탠드 지지대와의 접촉면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
· C-20, C-10 모델은 Overhead Stirrer 사용에 적합
· C-10, C-7, C-5 모델은 Hotplate & Magnetic Stirrer  
사용에 적합

Model C-20 C-10 C-7 C-5
Max. Ø (mm) 27 17 12 12
Open Ø (mm) 20 15 - -
Body 재질 Aluminum Aluminum Aluminum Polypropylene
Knob 재질 Polypropylene Polyprolylene Polyprolylene Polyprolylene
Bolt 재질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uitable for
Overhead stirrer Overhead Stirrer - -
- Hotplate & Magnetic stirrer Hotplate & Magnetic Stirrer Hotplate & Magnetic Stirrer

Cat. No. AAA37511 AAA37512 AAA37513 AAA3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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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Magnetic Bar

ㆍ PTFE 불활성 재질로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재질
ㆍ 균열이나 다공이 전혀 없는 완전 밀봉된 구조
ㆍ 흡수나 교차오염이 없도록 매끈한 마감
ㆍ Working Temperature Range: -200 ~ +280℃
ㆍ 화학적 또는 물리적(열) 방법에 의한 멸균 가능 (단, γ Radiation은 제외)
ㆍ Magnet-ALNICO V, PTFE Coated
   ※  Magnetic Bar의 크기는 평균값으로, 길이의 ±5%와 직경의 ±10%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Magnetic Bar의 특징

Cat. No. L (mm) D (mm)
BCW0011138 13 8
BCW0011156 15 6
BCW0011208 20 8
BCW0011258 25 8
BCW0011308 30 8
BCW001140 40 8
BCW001150 50 8
BCW001160 60 10
BCW001170 70 10
BCW001180 80 10

Cylindrical Magnetic Bar
·매끈하고 둥근 형상  
·다양한 응용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그네틱 바

Octahedral Magnetic Bar
·팔각 모양의 디자인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시료를 혼합
·약간의 경사가 있거나 바닥면이 고르지 않은 Container에 이용
·Pivot Ring 중심이 교반을 위한 최상의 위치를 선택
·저속에서는 Pivot ring 보다 더 큰 Turbulence를 발생 
·Pivot ring이 마찰과 소음을 감소 시킴

Cat. No. L (mm) D (mm)
BCW001513 13 8
BCW001515 15 8
BCW001522 22 8
BCW001525 25 8
BCW001528 28 8
BCW001538 38 8
BCW001541 41 8
BCW001551 51 8

BCW00155110 51 10
BCW001564 64 10
BCW001575 75 13

D L

Turbo형 Magnetic Bar의 특징
ㆍ SmCo(사마륨코발트) 자석은 ALNICO V 자석보다 매우 강력한 자성을 띔
ㆍ 400℃의 고온에서도 자력선의 손실이 없음
ㆍ Magnetic Stirrer의 자석과 강력한 자력을 형성하므로, 고점도의 내용물을 교반하기에 적합

Turbo Cylindrical Magnetic Bar
·매끈하고 둥근 형상  
· 다양한 응용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그네틱 바

Turbo Oval Magnetic Bar 
·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  
Bar 자체가 중심축을 가짐

Cat. No. L (mm) D (mm)

BCW001112RE 12 4.5

BCW001120RE 20 6

BCW001130RE 30 6

BCW001140RE 40 8

BCW001150RE 50 8

BCW001160RE 60 10

Cat. No. L (mm) D (mm)
BCW001610RE 10 5
BCW001615RE 15 6
BCW001620RE 20 10
BCW001625RE 25 12
BCW001635RE 35 16
BCW001640RE 40 20
BCW001650RE 50 20
BCW001664RE 64 20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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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No. L (mm) Ø (mm) Description
BCW0041300 300 10

Polypropylene, 
ALNICO VBCW0041350 350 10

BCW0041450 450 10
BCW004150 150 10

PTFE, ALNICO V
BCW004250 250 10
BCW004350 350 10
BCW004450 450 10

BCW004250RE 250 10
PTFE rare earth 
(turbo), SmCoBCW004350RE 350 10

BCW004450RE 450 10

Polypropylene
· ALNICO V 자석이 내장되어 있고 Polypropylene으로 코팅된 제품
· 끝에 고리 부분이 있어 사용 후 걸어두기 편리한 구조

PTFE
· ALNICO V 자석이 내장되어 있고 PTFE (Teflon) 코팅된 제품

PTFE Rare Earth (Turbo)
· SmCo (사마륨코발트) 자석이 내장되어 있고 PTFE (Teflon)으로 코팅된 제품
· SmCo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ALNICO V 자석보다 매우 강력한 자성을 띔
· 400℃의 고온에서도 자력선의 손실이 없음
·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Carbon Black Spot이 있어  
일반 ALNICO V Magnetic Retriever와 구분 됨

PTFE Rare Earth (Turbo)PTFEPolypropylene

Accessories  Magnetic Retriever

Accessories  Power Divider
다수의 소형 기기 전원 공급선들을 깔끔하게 정리

최대 5개 기기에 동시에 전원 공급
·  DC 12V 전원을 동시에 5대의 소형 기기에 

채널별로 기기당 최대 0.7A로 공급

5개 채널별 동작 표시 LED 램프
·  정상 작동 시 초록색 점등
· 과전류 발생 시 빨간색 점등

편리하고 안전한 구조 및 기능	
· 스탠드에 고정하도록 Rod 제공
· 방습 구조로 내구성 우수
· 채널별 고무 마개 제공
· 과전류 보호 기능 내장

Model PD-5
Input DC 12V, Min. 3.5A
Output DC 12V, Max. 0.7A per channel
Dimension (W x D x H, mm) 126 x 78 x 33
Weight (kg) 0.16
Cat. No. AAA33501

   적용 모델: MS-17T, MS-12B, MS-17B



Stirrer & Mixer

Overhead Stirrer

	 Spark 발생 없는 안전한 모터
     	Brush가 없는 DC 모터를 사용하여	

Spark 발생이 없어 안전한 사용
     	탁월한 내구성으로 장시간 연속 실험에도 	

우수한 방열구조

	 교반 중 발생하는 흄으로부터 안전
     		흄이 발생할 경우 후드에서 진행하면서	

기본 제공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Computer Interface (MSH, MSD)와 	
외장 컨트롤러 및 블루투스(MSH)로	
외부에서 제어 가능

	 과열 및 과부하 보호 기능
     	내장된 과열 및 과부하 보호 장치로	

기기의 연속적 운전에도 안전한 사용

	 부드러운 교반 시작으로 유출 방지
     	설정 rpm까지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도달하여	

시료 유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

	 오조작을 방지하는 Controller Lock
     	의도치 않게 버튼이 눌리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Controller Lock (MSA 제외)

교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교반 실험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어 및 데이터 관리 기본 제공되는 전용 소프트웨어 자유로운 회전 방향 선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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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 높은 제어 기술 구현
     	실시간 PID Feedback 제어 방식으로	

시료의 점도 변화에도 정확한 rpm 유지
     	과부하 운전 시 자동 rpm 조절로	

점도 변화에 따라 설정 rpm으로 교반 시도

	 Slim & Compact 디자인
     		복잡한 실험 세트를 구성하더라도	

다른 장치와의 간섭을 최소화한 디자인

	 Pass Through Shaft 디자인
     		Impeller Shaft가 통과될 수 있는 구조로	

실험 구성 시 Impeller 높이 조절이 편리

	 적합한 선택을 위한 모델 구성
     	Torque, rpm, 기능, 표시부 등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위한 모델 제공 	

     ① 	Prestige Touch 모델 (MSH)	
Color Touch 디스플레이 & Control Knob	
외장형 컨트롤러로 제어 가능	
Torque/rpm에 따라 2가지 모델 제공	

     ② 	High Performance 모델 (MSD)	
Clear FND & Control Knob	
USB 연결로 PC에서 제어 가능	

     ③ 	Easy Control 모델 (MSA)	
Clear FND & Control Knob	
과열 및 과부하 보호 기능 포함

점도에 따라 최적의 rpm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기술 적용

Torque, rpm, 기능, 표시부에 따른 모델 구성 Impeller의 높이 조절이 편리한 구조 원거리에서 조작 가능한 별도의 외장 컨트롤러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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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기, Prestige Touch	
Overhead Stirrer, Prestige Touch

최고 성능과 안정성의 Prestige Touch 모델

  구조 기능적 특징
   ●  정회전 (CW) / 역회전 (CCW) 사용자 선택 가능
   ●   Slim & Compact 디자인으로 실험 구성 편리
   ●   Impeller Shaft 관통 구조로 높이 조절 편리
   ●  우수한 내부식성의 Chuck (최대 ø10 mm 가능)
   ●   Torque, rpm에 따른 2가지 모델 제공

  사용 편의적 특징
   ●  시료의 점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대한 설정 rpm을 유지하는 Best Effort 기능
   ●  PID Feedback 제어로 정확한 교반 구현
   ●   Count-down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동작 경과 시간 표시 기능
   ●  USB 연결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  Impeller, Stand, Clamp 등 액세서리 완비

  뛰어난 안전성
   ●  Spark 발생이 없는 BLDC 모터 사용으로 안전
   ●  장시간 사용에도 문제없는 우수한 방열 구조
   ●   과열 및 과부하 보호로 연속 사용에도 안전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부드러운 교반 시작과 멈춤 기능으로 시료 유출 방지
   ●   모터 온도를 세가지 색깔로 나타내어 모터 보호

MSH-0512

	  쉽고 편리한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와 Control Knob로 

직관적 조작
    ●    설정값, 실제값, 시간, Torque, 모터 온도 표시

	  USB 연결로 PC 제어 및 데이터 관리
    ●       PC 제어를 통해 데이터 관리에 유용
    ●    전용 소프트웨어 및 USB 케이블 기본 제공



  특화된 기능의 외장형 컨트롤러
   ●  교반을 통해 유해 Fume이 발생할 경우,  

Fume Hood 내부에서 반응을 진행하고,  
외부에서 안전하게 기기 제어 

   ●    제어 상태 실시간 확인, 시작/정지, 교반 속도 변경
   ●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이고 쉬운 조작

Model RMS
Exterior (W x D x H, mm) 60 x 16 x 120
Wire length 3 m
Cat. No. AAA3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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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SH-0512 MSH-0520
Speed range (rpm) 50 to 1200 50 to 2000

Viscosity, max. (cP)1) 30000 (~1200rpm)
50000 (~700rpm)

5000 (~2000rpm)
10000 (~1600rpm)
30000 (~600rpm)
50000 (~300rpm)

Stirring capacity (H2O), max. (L) 100 (~1200rpm) 60 (~2000rpm)
Rated torque (N·cm) 41.6 20.8
Motor input / output (W) 71 / 48 71 / 48
Speed control PID feedback control PID feedback control

Material 
Body Powder coated aluminum Powder coated aluminum
Cover Polypropylene Polypropylene
Motor type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Dimension 
Chuck range (ø, mm) 3 ~ 10 3 ~ 10 
Exterior (W x D x H, mm) 80 x 185 x 235 80 x 185 x 235
Net weigth (kg) 3 3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5.0 5.0
Cat. No. AAH371415K AAH371515K

   1) 26℃, 60%RH의 조건에서 Silicone Oil로 시험, 3-Bladed Propeller Impeller (Ø50) 사용

Specification

  모바일로 사용하는 제이오텍 블루투스
   ●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테블렛 PC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연결 후 사용
   ●   제어 상태 실시간 확인, 시작/정지, 교반 속도 변경
   ●   실험 중 기기 이상 발생 시 자동 원격 알림 기능

Model JBT
Exterior (W x D x H, mm) 140 x 54 x 18
Weight (kg) 0.04
Frequency 2.4GHz ISM band
Cat. No. AAAQ1012

Accessories Impeller, Stand & Support, Clamp, Magnetic Drive, Stirring SealsPage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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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기, High Performance
Overhead Stirrer, High Performance	

충실한 고급 기능과 안전성의 High Performance 모델

  구조 기능적 특징
   ●  정회전 (CW) / 역회전 (CCW) 사용자 선택 가능 
   ●  Slim & Compact 디자인으로 실험 구성 편리 
   ●   Impeller Shaft 관통 구조로 높이 조절 편리
   ●   우수한 내부식성의 Chuck (최대 ø10 mm 가능)

  사용 편의적 특징
   ●  시료의 점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대한 설정 rpm을 유지하는 Best Effort 기능
   ●   PID Feedback 제어로 정확한 교반 구현
   ●  동작 경과 시간 표시 기능
   ●   USB 연결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   Impeller, Stand, Clamp 등 액세서리 완비

  뛰어난 안전성
   ●  Spark 발생이 없는 BLDC 모터 사용으로 안전
   ●  장시간 사용에도 문제없는 우수한 방열 구조
   ●   과열 및 과부하 보호로 연속 사용에도 안전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부드러운 교반 시작과 멈춤 기능으로 시료 유출 방지

Specification
Model MSD-0420

Speed range (rpm) 80 to 2000

Viscosity, max. (cP)1)

5000 (~2000rpm)
10000 (~1200rpm)
30000 (~ 300rpm)
50000 (~ 200rpm)

Stirring capacity (H2O), max. (L) 20 (~2000rpm)
Rated torque (N·cm) 19
Motor input / output (W) 70 / 40
Speed control PID feedback control

Material 
Body Powder coated aluminum
Cover Polypropylene
Motor type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Dimension 
Chuck range (mm) 3 ~ 10 
Exterior (W x D x H, mm) 75 x 215 x 150
Net weigth (kg) 3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0.5
Cat. No. AAH373225K

   1) 26℃, 60%RH의 조건에서 Silicone Oil로 시험, 3-Bladed Propeller Impeller (Ø50) 사용

MSD-0420

Accessories Impeller, Stand & Support, Clamp, Magnetic Drive, Stirring SealsPage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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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기, Easy Control
Overhead Stirrer, Easy Control

간단 사용에 최적화된 Easy Control 모델

  구조 기능적 특징
   ●  탁월한 내구성의 BLDC 모터 및 전용 제어기
   ●   Slim & Compact 디자인으로 실험 구성 편리
   ●   Impeller Shaft 관통 구조로 높이 조절 편리
   ●   우수한 내부식성의 Chuck (최대 ø10 mm 가능)

  사용 편의적 특징
   ●  PID Feedback 제어로 정확한 교반 구현
   ●  간편한 조작으로 사용이 편리
   ●  설정 속도와 현재 속도를 동시에 표시
   ●   일시 정지 버튼으로 실험 관찰에 편리
   ●  모터 출력량 감지 및 표시 기능
   ●  Impeller, Stand, Clamp 등 액세서리 완비

  뛰어난 안전성
   ●  Spark 발생이 없는 BLDC 모터 사용으로 안전
   ●  장시간 사용에도 문제없는 우수한 방열 구조
   ●   과열 및 과부하 보호로 연속 사용에도 안전
   ●   과열/과부하 경고 알림 표시
   ●   부드러운 교반 시작과 멈춤 기능으로 시료 유출 방지

Model MSA-0420
Speed range (rpm) 80 to 2000

Viscosity, max. (cP)1)

5000 (~2000rpm)
10000 (~1200rpm)
30000 (~ 300rpm)
50000 (~ 200rpm)

Stirring capacity (H2O), max. (L) 20 (~2000rpm)
Rated torque (N·cm) 19
Motor input / output (W) 70 / 40
Speed control PID feedback control

Material 
Body Powder coated aluminum
Cover Polypropylene
Motor type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Dimension 
Chuck range (mm) 3 ~ 10 
Exterior (W x D x H, mm) 75 x 215 x 150
Net weigth (kg) 3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0.5
Cat. No. AAH373325K

   1) 26℃, 60%RH의 조건에서 Silicone Oil로 시험, 3-Bladed Propeller Impeller (Ø50) 사용

Specification

MSA-0420

Accessories Impeller, Stand & Support, Clamp, Magnetic Drive, Stirring SealsPage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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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Impeller, Stainless Steel

Propeller	Impeller
·저·중점도 용액의 고속 교반에 적합
·균질 및 부유물에 대한 우수한 혼합 특성을 지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Overhead Stirrer에 장착 가능

(Unit: mm)

Cat. No. Blade Ø Shaft Ø Length
AAA37521 50 8 500
AAA37522 70 8 500
AAA37523 100 8 500

3-Bladed

(Unit: mm)
Cat. No. Blade Ø Shaft Ø Length

AAA37531 50 8 400
AAA37532 70 8 400
AAA37533 100 8 400

4-Bladed

Anchor	Impeller
·중·고점도 용액의 저속 교반이나 Reaction용에 적합
·폴리머 반응이나 액체의 고용량의 미네랄 분산 등에 사용
· 사용하고자 하는 Vessel의 직경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Impeller를 선택하여 사용

(Unit: mm)
Cat. No. Blade, W x H Shaft Ø Length

AAA37571 45 x 45 8 300
AAA37572 60 x 60 8 500

Paddle	Impeller
·저·중점도 용액의 고속 교반에 적합
·열 교환 시 부드러운 흐름을 제공 

(Unit: mm)
Cat. No. Blade, W x H Shaft Ø Length

AAA37581 70 x 70 8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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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fugel	Impeller
·저·중점도 용액의 용액의 고속 교반에 적합
·목이 좁은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히는 형태의 Blade
·교반 시 원심력에 의해 Blade가 펴짐

(Unit: mm)
Cat. No. Blade, W x H Shaft Ø Length

AAA37551 90 x 15 8 500
AAA37552 150 x 15 8 500

Dissolver	Impeller	
·저·중점도 용액 (<500 mPas)의 중·고속 교반에 적합
·액체의 가스 생성에 적합

(Unit: mm)
Cat. No. Blade Ø Shaft Ø Length

BEA0570031 50 8 300
BEA0570032 70 8 300

Half-Moon	Impeller
·중점도 용액의 교반에 적합
·목이 좁은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히는 형태의 Blade
·교반 시 원심력에 의해 Blade가 펴짐

(Unit: mm)
Cat. No. Blade, W x H Shaft Ø Length

AAA37541 65 x 20 8 300
AAA37542 90 x 25 8 500

Turbine	Impeller
·중·고점도 용액의 고속 교반에 적합

(Unit: mm)
Cat. No. Blade Ø Shaft Ø Length

AAA37561 57 8 500
AAA37562 90 8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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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ller	Impeller,	4-Bladed
·범용, Mixing용에 적합하며 저점도 용액의 고속 교반에 적합
·Blade가 45° 경사 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Overhead Stirrer에 장착 가능

(Unit: mm)

Cat. No. Rotor 
Ø

Shaft 
Ø End Ø Length

BCW0052502 50 6 - 500
BCW00524082 40 8 - 400
BCW00525082 50 8 - 500
BCW0052552 60 9.5 - 550

(Unit: mm)

Cat. No. Rotor 
Ø

Shaft 
Ø

End 
Ø Length

BCW0052652 60 9.5 - 650
BCW0050265102 70 10 6.35 650EX
BCW0050275122 80 12 6.5 750EX

※ EX version

Anchor	Impeller
·중·고점도 용액의 저속 교반이나 Reaction용에 적합
·폴리머 반응이나 액체의 고용량의 미네랄 분산 등에 사용 
· 사용하고자 하는 Vessel의 직경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Impeller를 선택하여 사용

(Unit: mm)

Cat.No Rotor 
Ø

Shaft 
Ø

End 
Ø Length

BCW00535512 140 9.5 - 550
BCW00536512 140 9.5 - 650

BCW0050365102 140 10 6.35 650EX
BCW0050375122 140 12 6.5 750EX

(Unit: mm)

Cat. No. Rotor 
Ø

Shaft 
Ø

End 
Ø Length

BCW0053502 80 6 - 500
BCW00534082 80 8 - 400
BCW00535082 80 8 - 500
BCW0053552 100 9.5 - 550
BCW0053652 100 9.5 - 650 ※ EX version

Centrifugal	Impeller
·저·중점도 용액의 고속 교반에 적합
·목이 좁은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접히는 형태의 Blade
·교반 시 원심력에 의해 Blade가 펴짐

(Unit: mm)

Cat. No. Rotor 
Ø

Shaft 
Ø End Ø Length

BCW0054502 50 6 - 500
BCW00544082 40 8 - 400
BCW00545082 50 8 - 500
BCW0054552 70 9.5 - 550

(Unit: mm)

Cat. No. Rotor 
Ø

Shaft 
Ø

End 
Ø Length

BCW0054652 70 9.5 - 650
BCW0050465102 70 10 6.35 650EX
BCW0050475122 80 12 6.5 750EX
※ EX version

※		EX	version
      Overhead Stirrer의 Drive Chuck에 견고한 고정을 위해, 

Shaft의 Stainless Steel Core 부위가 노출되어 있는 제품 (노출 부위 길이: 50 mm)

Accessories Impeller, PTFE Co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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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No. W x H (mm)
BCW00210651 65 x 25
BCW00210751 75 x 25
BCW00211051 105 x 25 
BCW00211251 125 x 25 
BCW00211501 150 x 25

Half-Moon	Blade
· PTFE로 된 Standard Stirring Shafts에 적합함
·Hole 직경 : 6.5 mm, Blade 두께 : 3.2 mm

(Unit: mm)
Cat. No. Shaft Ø End Ø Length

BCW0055501 6 - 500
BCW00554081 8 - 400
BCW00555081 8 - 500
BCW0055551 9.5 - 550
BCW0055651 9.5 - 650

BCW0050575121 12 6.5 750EX

Shaft
·Half-Moon Blade와 함께 사용

(Unit: mm)
Cat. No. Rotor Ø Shaft Ø

BCW005606040 40 6
BCW005608040 40 8
BCW005610060 60 10

(Unit: mm)
Cat. No. Rotor Ø Shaft Ø

BCW005610090 90 10
BCW005612070 70 12
BCW005612090 90 12

Propeller	Impeller,	4-Bladed	(Adjustable)
· Stirring Shaft에 Adjustable Rotor를 끼워 Nut을 조여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위치에서 최대 교반 효과 제공

· 범용, Mixing용에 적합하며 저점도 용액의 고속 교반에 적합
· Blade가 45° 경사 짐 
·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Overhead Stirrer에 장착

Flat	Impeller	(Adjustable)
· Stirring Shaft에 Adjustable Rotor를 끼워 Nut을 조여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위치에서 최대 교반 효과 제공

·저점도 용액의 고속 교반에 적합
(Unit: mm)

Cat. No. Rotor Ø Shaft Ø
BCW005708070 70 8
BCW005710070 70 10
BCW005710100 100 10
BCW005712100 100 12

Stirring	Shaft
· Adjustable Rotor와 함께 사용
· Stirring Shafts는 모두 EX version으로 되어 있음

Cat. No. Shaft Ø End Ø Length
BCW005100830EX 8 5 300
BCW005101050EX 10 6.35 500
BCW005101265EX 12 6.35 650

BCW0051016750EX 16 10 750
BCW0055651 9.5 - 650

BCW0050575121 12 6.5 750EX

Half-Moon	Blade	&	Shaft

Stirring�Shaft
별도 구매

Stirring�Shaft
별도 구매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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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편리한	Dial	stand
·상하, 전후로 미세한 위치 조절이 가능 
·다이얼로 미세 조정 완료 후 잠금 기능
· Clamp Holder가 따로 필요 없는 구조

Stand
Cat. No. Description (W x D x H, mm)

AAA37501 Dial stand (400 x 400 x 700)
AAA37502 Basic stand 1 (400 x 400 x 700)
AAA37503 Basic stand 2 (300 x 400 x 700)
AAA37504 Basic stand 3 (250 x 350 x 700)

Support
Cat. No. Description (Ø x L, mm)

AAA37505 15 Ø Support, 500 mm
AAA37506 18 Ø Support, 500 mm
AAA37507 20 Ø Support, 500 mm

Stand & Support

Utility Clamp 3 Prong Utility Clamp Plat 3 Prong Clamp 2 Prong Clamp Fixing Clamp PTFE Stirring sealFlexible Coupling

Clamp & Seal

· 가볍지만 견고한 고정을 위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제작
· 잠금/해제시 손에 무리가 가지 않는 Knob 구조
· 스탠드 지지대와의 접촉면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
· C-20, C-10 모델은 Overhead Stirrer 사용에 적합

C-20 C-10

Cat. No. Description
BEA1000001 Utility clamp 3 prong
BEA1000002 Utility clamp plat
BEA1000011 3 Prong clamp (80 mm grip)
BEA1000012 3 Prong clamp (60 mm grip)
BEA1000013 3 Prong clamp (20 mm grip)
BEA1000014 2 Prong clamp (60 mm grip)
BEA0570181 Fixing clamp
BEA0570191 Flexible coupling
BEA0570161 PTFE stirring seals (24/40)
BEA0570162 PTFE stirring seals (29/42)
BEA0570163 PTFE stirring seals (34/45)

Clamp Holder

Dial Stand Clamp Holder
C-20

Basic Stand 3

Support 
(Option)

Basic Stand 1 Basic Stand 2 Basic Stand 3

Support 
(Option)

Page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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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 드라이브 Magnetic Drive

ㆍ 반응용기 내에 감압이나 가압상태에서 반응물질의 
교반, 수지용 용매의 가공처리, 효소를 이용한 분해 및  
합성, 액체원료의 균일한 혼합

ㆍ 완전한 Sealing 상태를 유지하면서 큰 교반력을 
필요로 하는 실험

ㆍ Overhead Stirrer와 연결하여 사용

Specification
Model MD-T6-24 MD-T6-29 MD-T6-35

Material
Body STS316 / Cr-Plate STS316 / Cr-Plate STS316 / Cr-Plate
Bushing & seal PTFE & viton PTFE & viton PTFE & viton

Max. torque (kgf.cm) 6 6 6

Driving
Pressure 1×10-4mmHg to 5kg/cm2 1×10-4mmHg to 5kg/cm2 1×10-4mmHg to 5kg/cm2

Temp. (with cooling) Max.300℃ Max.300℃ Max.300℃
Shaft size (Ø x H, mm) 8 x 209 8 x 209 8 x 209
Ground joint 24 / 40 29 / 42 34 / 45
Application Glassware Glassware Glassware
Cat. No. BEA511001 BEA511002 BEA511003

Clamp Holder
C-20

Basic Stand 3

ㆍ Outer Magnet과 Inner Magnet은 희토류계 자석으로  
강력한 자력을 형성하여 높은 Torque(회전력) 구현

ㆍ 밀폐된 상태에서도 저진동 & 고속회전
ㆍ 외부 냉각장치와의 연결이 편리한 Cooling Line 기본 포함  

(70℃ 이상 실험)
ㆍ 초자기구의 Ground Joint에 연결되는 부위는 밀폐된  

상태에서 초자기구와의 분리가 편리

MD-T6



Stirrer & Mixer

Vortex Mixer

	 편리함이 극대화된 Touch Vortex 기능
     		Platform 상부의 어느 곳을 터치하더라도 	

신속한 Vortex 형성으로 사용이 매우 편리

	 특허 등록된 Touch Switch 방식
     		Top Plate에 연결된 Touch Switch에 의해	

안정적이고 민감한 Touch Vortex 구현	
(등록 : 10-1678161)

	 높이가 낮아 손목 부담을 최소화
     	기기의 높이가 낮아 반복적 사용에도	

손목의 부담을 최소화한 구조

	 고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
     	저중심 구조 디자인 및 고무 압착발에 의해	

기기 동작 시 미끄러짐 없는 구조의 디자인

	 동시에 여러 개의 Tube도 혼합 가능
     	효율적인 실험 시간 단축을 위해	

다수의 Tube를 동시에 Touch Vortex 가능

	 다양한 형상과 용량의 Tube 사용 환경
     	Centrifuge Tube, Conical Tube, Test Tube 등	

대부분의 Tube를 Touch 모드에서 사용 가능

	 강력하고 빠른 Vortex 형성
     		최대 3000rpm까지 빠르게 동작하여	

확실하고 강력한 시료 혼합 수행

	 검증된 구조적 우수성
     	탁월한 내구성의 BLDC 모터	

최대 3000rpm에서도 저소음 & 저진동 구조

더욱 편리하고 충실한 기능 구현
제이오텍 고유 기술의 Vortex Mixer

어느 곳을 터치하더라도 신속한 Vortex 형성 동시에 여러 개의 Tube도 혼합 가능 다양한 형상의 시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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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고 편리한 액세서리 구성
     		최대 ø25 mm 까지의 Tube Holder 액세서리	

손쉽게 교체 가능한 구조로 사용이 편리

	 Microplate Shaking 기능 포함
     		전용 Tray 및 안정된 속도 조절 기능으로	

최적의 마이크로플레이트 시료 혼합 가능

	 직관적이고 편리한 조작
     	간편한 동작 모드 선택 기능과	

직관적인 속도 조절 Knob로 구성

	 기기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
     	Top Plate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기기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동작 중지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동작 모드
     	필요할 때, 신속한 Vortex를 형성하는 Touch 모드	

안정된 연속 혼합 환경을 구현하는 Run-L / H 모드

다양한 실험 용도에 따른 최적화된 구성으로
하나의 기기로 다양한 Vortex Mixing 수행

시료에 따른 다양한 액세서리 구비 액세서리 탈부착이 간편한 구조 저중심 구조와 압착발로 고속에서도 안정적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165제이오텍 온라인 LC몰

     ① 	Touch 모드 (터치 동작, 최대 3000rpm)	
미끄러짐이 없는 Platform 기본 제공	
터치 시, 3000rpm까지 빠르게 혼합

     ② 	Run-L 모드 (연속 동작, 최대 1500rpm)	
시료간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저속 모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혼합 (VM-T 모델 제외)

     ③ 	Run-H 모드 (연속 동작, 최대 3000rpm))	
우수한 내구성으로 최대 3000rpm까지	
강력하고 연속적인 Vortex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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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텍스 믹서
Vortex Mixer 

Innovative Touch로 진정한 Vortex Mixing 구현

VM-96T
(Persian Blue)

VM-96A VM-96T
(Orange)

Specification
Model VM-96A VM-96T

Control

Speed range (rpm) Max. 3000 Max. 3000
Speed control Scale Scale
Operating mode Touch, Run-L, Run-H Touch, Run
Motion Orbital Orbital
Orbit (dia., mm) 4 4

Material
Platform Silicone Silicone
Body Polypropylene Polypropylene
Motor type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Brushless Direct Current)

Dimensions
Platform (W x D, mm) 76 x 76 76 x 76
Exterior (W x D x H, mm) 154 x 210 x 84 148 x 159 x 77
Net weight (kg) 3.0 2.6

Protection class (DIN EN 60529) IP 42 -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1.5 1.5

Cat. No. AAH360215K
Persian Blue: AAH361215BK
Orange: AAH361215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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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tandard) 
기기 구매시 기본 포함

Microplate TrayPlatform (Pop-off)

AAA36521 AAA36522

AAA36523

AAA36526

AAA36524 AAA36525

AAA36520

Cat. No. Description
VMS0063 Platform (Pop-off)
VMS0058 Platform (standard)

VMS0008JT Microplate tray
AAA36520 Tube holder (up to Φ50 mm)
AAA36521 Tube holder (Φ10 mm x 16ea)
AAA36522 Tube holder (Φ12 mm x 9ea)
AAA36523 Tube holder (Φ15 mm x 9ea)
AAA36524 Tube holder (Φ20 mm x 5ea)
AAA36525 Tube holder (Φ25 mm x 4ea)
AAA36526 Tube holder (Φ8 mm x 18ea & Φ10 mm x 28ea)

Accessories for Vortex Mixer



Life Science Equipment
생명과학 관련 기기

168

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2년 보증 무상 A/S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습도/속도/시간 등 제어

과열 온도 차단 기능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준수 왕복식 운동으로 진탕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기기 운전의
종료 시간 또는 시작 시간 설정 가능

BRIC 회원들의 신뢰성 있는  
제품평가로 우수성 인증



진탕 배양기
Incubated Shaker

Description  Note Model Page

Preparation
Reaction
Detection

Hybridization  
Oven

• �Hybridization을 순차적으로 진행
• �10 Program & 10 Steps 주변온도+5  ~  65℃ HO 170

Heating Block • �최대 130℃까지 정밀한 Feedback 온도 제어
• �다양한 Tube를 위한 알루미늄 Blocks 선택 가능 주변온도+5  ~  130℃ CHB 171

Heating & Cooling
Block

• �10 Program & 10 Steps 온도 제어로 편리 
• �0.1℃ 단위 온도 제어 및 Timer 기능 포함 주변온도-20  ~  95℃ CCB 172

Heating
Shaker

• �100℃ & 1500rpm의 고성능 히팅 교반기
• �특화된 3개의 Interval Mix 프로그램 기능 제공

Max. 100℃
Max. 1500rpm CBS 173

Electrophoresis
System

• �견고하며 청결한 유지관리가 쉬운 일체형 구조
• �UV 투과 가능한 Gel Tray로 편리한 결과 확인

Buffer Capacity
(0.5, 1.0, 1.8 L) EP 176

Power Supply • �CE 인증으로 검증된 안전성의 전원 공급 장치
• �4세트 동시 출력 및 Stackable 구조로 편리

Constant Voltage
Constant Current EPS 178

Centrifuge • �별도 도구가 불필요한 간편한 누름식 Rotor 교환
• �다양한 Tube Rotor & Adapter 기본 포함

Max. 6000rpm sproutⓇ 180

Max. 12500rpm gustoⓇ 181

General Application
혼성화 오븐: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Wash & Binding 실험에 유용

히팅블록: 증균 배양, 효소 반응, 면역 측정법 등의 배양에 필수

전기 영동 장치: 핵산의 전기영동

전원 공급 장치: 핵산 및 단백질의 전기영동

원심분리기: 세포나 혈액 등의 층 분리

볼텍스 믹서
Vortex Mixer

Page 166

Page 104

피펫
Pipette

Page 204

169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R 작업대
PCR Workstation

아이스 랙
On-ice Rack

Page 332Page 241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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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IM
ILP / IST / ISS / ISF / IS-multi

  
IB  

Specification

혼성화 오븐
Hybridization Oven

Hybridization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어

  구조 기능적 특징
   ●    Compact Design의 혼성화 오븐
   ●    Wash가 반복적으로 필요한 Hybridization 실험에 최적
   ●   습도 조절을 위한 수분 제공용 Tray 포함
   ●   안정적인 Rocking 운동으로 교반 수행
   ●   내부 공기가 순환하며 온도를 제어하는 구조
   ●   Door가 아래 방향으로 열리는 형태로 

기기 측면 공간 활용에 최적화된 디자인
   ●   투시창이 있는 Door로 내부 관찰 편리
   ●     내부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인출식 선반으로 Wash 단계 사용에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10 Program & 10 Steps 프로그램 제어 기능
   ●   각 스탭이 끝나면 알람 발생
   ●   온도, Rocking을 각각 선택적으로 동작 가능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Preheating / Precooling 기능을 제공하여 

설정온도에 도달 후 Hybridization 단계 수행
   ●    Clear VFD 패널로 조작 상태 파악 편리
   ●   Touch 버튼 & Jog Dial로 간편한 조작

Model HO-10
Chamber volume (L) 10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5  ~  65
Fluctuation at 50℃, 9rpm (±℃) 0.5
Variation at 50℃, 9rpm (±℃) 0.5

Rocking System

Motion type Rocking
Speed range (rpm) 5 to 50
Max. load (kg) 1
Adjustable tilt (°) 8.5  ± 1

Dimensions

Platform (W x D, mm) 256 x 198
Interior (W x D x H, mm) 278 x 262 x 160
Exterior (W x D x H, mm) 400 x 410 x 264
Net weight (kg) 14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1.3
Cat. No. AAH1B012K

   ※ �제어 가능한 최저 온도는 주변 온도 변화 및 시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구입 전에 반드시 저희 제품의 판매처로 문의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Technical data (according to DIN 12880)

HO-10

  뛰어난 안전성
   ●    일정 습도 이하 유지 시 경보 발생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온도 센서 단선 시 알람 기능
   ●   선반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패드 장착으로  

시료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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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팅 블록
Heating Block

130℃까지 정밀한 Feedback 온도 제어

  구조 기능적 특징
   ● Block과의 밀착성과 열전달이 우수한 가열판
   ●  투명하고 내구성 우수한 Polycarbonate 뚜껑은 

시료를 보호하며, 향상된 온도 분포도 제공
   ●  Compact 디자인으로 이동 및 공간활용 편리
   ●   Body는 내화학성 우수한 Polypropylene 재질
   ●   Block 탈착이 편리한 Extractor 2개 기본 제공
   ●   열전도율이 우수한 알루미늄 Block (Option)
   ●   주로 사용하는 Block (Tube 크기)에 따른 

Cover 높이가 다른 2가지 모델 선택 제공

  사용 편의적 특징
   ●   0.1℃ 단위로 온도를 정확하게 설정 가능
   ●   Feedback 제어로 정밀한 온도 제어 구현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인식성 좋은 Clear VFD 디스플레이와  

Touch Key & Control Knob로 조작이 편리
   ●   동작 경과 시간 확인 기능 제공
   ●   Count-down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뛰어난 안전성
   ●   Spill-proof 디자인으로 용액 내부 유입 최소화
   ●  가열 상태 알림으로 동작 확인 편리 및 안전
   ●  과열온도 차단 기능 (가열판, 제어부)
   ●   기기 과전류 차단 기능

CHB-350S
with Exchangeable Block  
(Option)

CHB-350T
with Exchangeable Block 2개  
(Option)

Model CHB-350S CHB-350T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5  ~  130 주변온도+5  ~  130
Fluctuation at 80℃ (±℃) 0.1 0.1
Variation at 80℃ (±℃) 0.5 0.5
Display Up to 130℃, 0.1℃ resolution Up to 130℃, 0.1℃ resolution
Heat up time ambient to 130℃ (min) 15 15
Control Feedback control Feedback control
Timer 1min to 99hr 59min 1min to 99hr 59min
Safety device Over temperature protection (가열판, PCB), Over current protection

Material
Body PP, Powder coated steel PP, Powder coated steel
Cover PC PC
Block Black hard anodized Aluminum Black hard anodized Aluminum

Dimensions
Exterior (W x D x H, mm) 249 x 330 x 125 249 x 330 x 250
Net weight (Kg) 3.9 4.3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 A 2.5 2.5

Cat. No. AAHJ1015K AAHJ1115K

Specification

with Extractor 2개  
(기본제공)

Accessories Heating BlockPage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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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팅 & 쿨링 블록
Heating & Cooling Block

10 Program & 10 Steps 온도 제어로 편리한 사용

CCB-350
with Exchangeable Block (Option)

  구조 기능적 특징
   ●   10 Program & 10 Steps 프로그램 제어
   ●   프로그램은 99회 반복 또는 무한 반복 설정
   ●   Block과의 밀착성과 열전달이 우수한 가열판
   ●   투명하고 내구성 우수한 Polycarbonate 뚜껑은 

시료를 보호하며, 향상된 온도 분포도 제공
   ●   Compact 디자인으로 이동 및 공간활용 편리
   ●  본체는 내화학성 우수한 Polypropylene 재질
   ●   Block 탈착이 편리한 Extractor 2개 기본 제공
   ●   열전도율이 우수한 알루미늄 Block (Option)

  사용 편의적 특징
   ●   0.1℃ 단위로 온도를 정확하게 설정 가능
   ●   Feedback 제어로 정밀한 온도 제어 구현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인식성 좋은 Clear VFD 디스플레이와  

Touch Key & Control Knob로 조작이 편리
   ●   동작 경과 시간 확인 기능 제공
   ●   Count-down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뛰어난 안전성
   ●   Spill-proof 디자인으로 용액 내부 유입 최소화
   ●  가열 상태 알림으로 동작 확인 편리 및 안전
   ●  과열온도 차단 기능 (가열판, 제어부)
   ●   기기 과전류 차단 기능

Specification
Model CCB-350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20  ~  95
Fluctuation at 37℃ (±℃) 0.1
Variation at 37℃ (±℃) 0.5
Display Up to 95℃, 0.1℃ resolution
Control Feedback control
Timer 1min to 99hr 59min
Safety device Over temperature protection, Over current protection

Material
Body PP, Powder coated steel
Cover PC
Block Black hard anodized Aluminum

Dimensions
Exterior (W x D x H, mm) 249 x 330 x 168
Net weight (Kg) 5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 A 2.0

Cat. No. AAHJ5015K

Accessories Heating BlockPage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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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Heating BlockPage 175

히팅 교반기
Heating Shaker

최대 100℃ & 1500rpm 및 Program 제어 기능

  구조 기능적 특징
   ●   특화된 3개의 Interval Mix 프로그램 기능 제공 

(45/55/65℃ & 1,000rpm, 1분 작동/정지)
   ●   10단계의 온도, 교반 제어기능 설정
   ●  Program은 99회 반복 또는 무한 반복 설정
   ●   Block과의 밀착성과 열전달이 우수한 가열판
   ●   Compact 디자인으로 이동 및 공간활용 편리
   ●  본체는 내화학성 우수한 Polypropylene 재질
   ●   일체화된 교반 모듈로 내구성 향상 (등록: 10-1429256)
   ●   열전도율이 우수한 알루미늄 Block과 

Polypropylene 재질의 Block Cover (Option)

  사용 편의적 특징
   ●   0.1℃ 단위로 온도를 정확하게 설정 가능
   ●   Feedback 제어로 정밀한 온도 제어 구현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부드러운 교반 시작으로 시료 보호
   ●   인식성 좋은 Clear VFD 디스플레이와  

Touch Key & Control Knob로 조작이 편리
   ●   동작 경과 시간 확인 기능 제공 
   ●    Count-down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Model CBS-350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5  ~  100
Fluctuation at 80℃ (±℃) 0.3
Variation at 80℃ (±℃) 0.7
Display Up to 100℃, 0.1℃ resolution
Control Feedback control

Shaking System
Motion type Orbital

Speed range (rpm)

96-well tube block 150 to 1500
0.5 ㎖ tube block 150 to 1000
1.5 ㎖/2.0 ㎖ tube block 150 to 1000
15 ㎖ tube block 150 to 900
Ø12 tube block 150 to 850
Ø13 tube block 150 to 850
50 ㎖ tube block 150 to 800

Amplitude, Orbital size (mm, dia.) 2
Timer 1min to 99hr 59min
Safety device Over temperature protection, Over current protection
Material
Body PP, Powder coated steel
Cover PC
Block Black hard anodized Aluminum

Dimensions
Exterior (W x D x H, mm) 249 x 325 x 120
Net weight (Kg) 8.3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 A 1.7

Cat. No. AAHJ4015K

Specification

  뛰어난 안전성
   ●   Spill-proof 디자인으로 용액 내부 유입 최소화
   ●  가열 상태 알림으로 동작 확인 편리 및 안전
   ●  과열온도 차단 기능 (가열판, 제어부)
   ●   기기 과전류 차단 기능

CBS-350
with Block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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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Model Description
Max. 

Mountable 
Tube

Dimensions
(W x D x H, mm)

Mountable Capacity of Blocks

CHB-350S CHB-350T CCB-350

CHB0028 1.5 / 2.0 ml Tube block�
(micro-tube) 48 153 x 98 x 41 1 1 -

CHB0045 1.5 / 2.0 ml Tube block�
(micro-tube) 30 98 x 76.5 x 41 2 2 1

CHB0029 0.5 ml Tube block�
(micro-tube) 48 98 x 76.5 x 41 2 2 1

CHB0030 0.2 ml Tube block�
(micro tube / strips / 96-well plate) 96 153 x 98 x 41 1 1 -

CHB0031 15 ml Tube block�
(Conical Tube) 15 98 x 76.5 x 51 2* 2 1*

CHB0032 50 ml Tube block�
(Conical Tube) 6 98 x 76.5 x 51 2* 2 1*

CHB0033 50 ml Tube block�
(Conical Tube) 6 98 x 76.5 x 87 2* 2 1*

CHB0034 Φ10 mm Tube block 35 98 x 76.5 x 51 2* 2 1*

CHB0035 Φ12 mm Tube block 24 98 x 76.5 x 51 2* 2 1*

CHB0036 Φ13 mm Tube block 24 98 x 76.5 x 51 2* 2 1*

CHB0037 Φ15 mm Tube block 20 98 x 76.5 x 51 2* 2 1*

CHB0038 Φ16 mm Tube block 16 98 x 76.5 x 51 2* 2 1*

CHB0039 Φ18 mm Tube block 12 98 x 76.5 x 51 2* 2 1*

CHB0040 Φ20 mm Tube block 12 98 x 76.5 x 51 2* 2 1*

   * 뚜껑을 열었을 때 장착 가능

Accessories for Heating Block, Heating & Cooling Block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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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Model Description
Max. 

Mountable 
Tube

Dimensions
(W x D x H, mm)

Mountable 
Capacity of 

Blocks

AAAJ4501 0.5 ml Tube block with block cover 48 98 x 76.5 x 30 1

AAAJ4502 1.5 / 2.0 ml Tube block with block cover 24 98 x 76.5 x 41 1

AAAJ4503 50 ml Tube block with block cover 6 98 x 76.5 x 51 1

AAAJ4504 0.2 ml Tube blcok with block cover 96 111 x 76.5 x 15 1

AAAJ4505 15 ml Tube block with block cover 15 98 x 76.5 x 51 1

AAAJ4506* Φ12 mm Tube block with block cover 24 98 x 76.5 x 51 1

AAAJ4507* Φ13 mm Tube block with block cover 24 98 x 76.5 x 51 1

   * AAAJ4506, AAAJ4507에 포함된 block cover는 동일 규격

Accessories for Heating Shaker (CB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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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채널 피펫 사용에 적합한 Comb 간격
(31, 16 well Comb)

Gel Caster 수평계Level Marker 미끄럼 방지 고무발

Power Cord

Gel Tray

Combs
Gel Caster

Tank & Lid

Electrode
Assembly

전기 영동 장치
Electrophoresis System

차별화된 사용편리성의 전기 영동 장치

  구조 기능적 특징
   ●   Horizontal Electrophoresis System 구성
   ●   투명한 Polycarbonate 재질의 일체형 구조로 

우수한 내구성 및 편리한 시료 확인
   ●   Tank 바닥면에 음극/양극 및 방향표시가 있어 

전기 영동 방향 확인 사용에 매우 편리
   ●   Tank 측면에 손잡이가 있어 이동시 편리
   ●  Electrode는 Tank와 탈착이 쉬운 구조로 

Tank 청소가 용이하여 간편한 청결 유지
     ●   멀티 채널 피펫과 동일 간격의 31 well과  

16 well Comb 기본 제공으로 다량 샘플도 빠르게  
로딩 가능 (EP-10, EP-18)

  사용 편의적 특징
   ●   Gel Tray는 UV 투과가 가능하여 Agarose Gel을 

Tray에서 분리할 필요없이 결과 확인 (UV-A)
   ●   일정한 두께의 Gel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Gel Tray에 Level Marker가 각인된 구조
   ●   Gel Caster에 수평계가 포함되어 손쉽게 균일한  

Gel 형성 (EP-10, EP-18)
   ●   간편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Power Cord는 

Black/Red로 음극/양극 구분되어 사용 편리
   ●  다량의 샘플을 한 번에 로딩 가능  

(EP-18 기준 마커포함 204개)
   ●   Tank와 Gel Caster 바닥에 고무발이 장착되어  

실수로 충격이 가해져도 안정적

Level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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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EP-05 EP-10 EP-18
Buffer capacity (L) 0.5 1 1.8

Material
Electrophoresis tank, Lid PC (Polycarbonate)
Electrodes Platinum wire

Dimensions
(W x D x H, mm)

Electrophoresis tank 219 x 134 x 71 219 x 214 x 71 387 x 214 x 71
Gel caster 254 x 87 x 18 167 x 264 x 30 167 x 264 x 30

Gel tray 81 x 82 x 17 /
58 x 82 x 17 181 x 103 x 30 181 x 206 x 30

Comb 225 x 45 158 x 46 158 x 46
Electrophoresis unit weight (Kg) 0.39 0.6 0.93

Cat. No. AAAJ6011 AAAJ6021 AAAJ6031 

Model EP-05 EP-10 EP-18

Electrophoresis Unit
(Tank & Lid, Electrode, Power Cord) 1 set 1 set 1 set

Gel Caster 1 ea 1 ea 1 ea

Gel Tray 3 ea 2 ea (Tray 당 2개 comb 동시 장착 가능) 1 ea (Tray에 6개 comb 동시 장착 가능)
Max. Sample Throughput 39 ea (Marker 1 ea) 132 ea (Marker 4 ea) 198 ea (Marker 6 ea)

Double-sided Comb
상부 Well 수 / 하부 Well 수
(Thickness x 제공수량)

27/40 well* (1.0 mm x 1ea)�
(40 well: 15 + 15 + 10
27 well: 10 + 10 + 7 하단 이미지 참조)

20/31 well* (1.0 mm) x 2ea
20/31 well* (1.5 mm) x 2ea
16/20 well* (1.0 mm) x 2ea
16/20 well* (1.5 mm) x 2ea
25/34 well* (1.0 mm) x 2ea
25/34 well* (1.5 mm) x 2ea

20/31 well* (1.0 mm) x 2ea
20/31 well* (1.5 mm) x 2ea
16/20 well* (1.0 mm) x 2ea
16/20 well* (1.5 mm) x 2ea
25/34 well* (1.0 mm) x 2ea
25/34 well* (1.5 mm) x 2ea

   * 사용 방향에 따른 well 수

Specification

전원공급장치와 연결

EP-05 EP-10 EP-18

Accessories Electrophoresis Unit, Gel Caster Unit, Electrode Assembly, CombPage 179

15ea 20ea

31ea

16ea

20ea

25ea

34ea10ea

15ea

10ea

10ea

7ea

Comb Specification
Comb 27/40 well 20/31 well 16/20 well 25/34 well

Well (ea) 27 40 20 31 16 20 25 34
Width (mm) 4.8 3.0 4.8 3.0 6.0 4.8 4.5 3.0
Volume (μl) 30 20 48 / 72* 30 / 45* 60 / 90* 48 / 72* 45 / 68* 30 / 45*

   * Comb 두께에 따라 1.0 mm / 1.5 mm의 well 당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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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EPS-300

Output range 5~250V, in 1V increments
10mA~3000mA, in 10mA increments (Max. 300W)

Type of output Constant voltage mode, constant current mode
Output terminals 4 pair recessed banana jack in parallel
Timer 1min to 99hr 59min
Pause/resume function Yes
Display 7-segment 4 digit LED, 2 line
Operating conditions 0 ~40°C, 0~80% RH
Dimensions (W x D x H, mm) 240 x 310 x 100
Weight (kg) 2.5
Electrical requirement (VAC, Hz) 100-240VAC, 50/60Hz
Current consumption (A) 1.5~3.6A
Cat. No. AAAJ6541

Specification

  구조 기능적 특징
   ●   핵산과 단백질 전기영동에 최적화
   ●   Constant Voltage, Constant Current  

2가지 작동 모드를 제공하여 활용 편리
   ●   4 세트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어 

4개의 전기 영동 장치를 동시에 사용 가능
   ●   Stackable Design으로 공간 효율적 사용
   ●   하단부에 접이식 Leg로 조작 및 상태확인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Microprocessor에 의한 정확한 전류 및 전압 제어
   ●   일시 정지 및 재동작 기능 포함
   ●   Count-down 타이머 기능 (최대 99시간 59분)
   ●   작동 시간을 표시해 주는 기능 포함
   ●   전기영동 중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작동 상태 

모니터링 및 전압, 전류값 설정 변경 등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PC연결을 통한 간편한 제어 가능

  뛰어난 안전성
   ●   급속한 저항 변화 감지 및 전류의 누설을 감지하여 

전원 차단하여 안전 사고 예방
   ●   과전류/과전압/과전력으로부터 기기 보호
   ●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   난연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화재에 안전

전원 공급장치
Power Supply for Electrophoresis System

Horizontal Agarose Gel과 Vertical Polyacrylamide Gel Running 및  
각종 Blotting 실험이 가능한 다목적 파워서플라이

EPS-300

Accessories LC GreenBoxPage 179

전기안전 관련 CE 인증으로 안전한 
사용 가능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 (option)

타사 제품과 호환 가능 동시에 4대까지 
실험 진행

Stackagble design으로 공간 활용에 
용이



178 179

생
명

과
학

 관
련

 기
기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Cat. No. Description Model
AAAJ6501 Electrophoresis unit (tank, lid, electrode assembly) EP-05
AAAJ6502 Electrophoresis unit (tank, lid, electrode assembly) EP-10
AAAJ6503 Electrophoresis unit (tank, lid, electrode assembly) EP-18
AAAJ6511 Gel caster unit (gel caster, gel tray) EP-05
AAAJ6512 Gel caster unit (gel caster, gel tray) EP-10
AAAJ6513 Gel caster unit (gel caster, gel tray) EP-18
AAAJ6521 Electrode assembly EP-05
AAAJ6522 Electrode assembly EP-10
AAAJ6523 Electrode assembly EP-18
AAAJ6531 Comb 27/40 well, thickness 1 mm  - (5ea) EP-05
AAAJ6532 Comb 20/31 well, thickness 1 mm - (5ea) EP-10/18
AAAJ6533 Comb 20/31 well, thickness 1.5 mm - (5ea) EP-10/18
AAAJ6534 Comb 16/20 well, thickness 1 mm - (5ea) EP-10/18
AAAJ6535 Comb 16/20 well, thickness 1.5 mm - (5ea) EP-10/18
AAAJ6536 Comb 25/34 well, thickness 1 mm - (5ea) EP-10/18
AAAJ6537 Comb 25/34 well, thickness 1.5 mm - (5ea) EP-10/18
AAAQ1011 LC GreenBox EPS-300

Accessories

Electrophoresis Unit Electrode Assembly LC GreenBox (Mobile monitoring system)Gel Caster Unit

Comb 27/40 well Comb 16/20 wellComb 20/31 well Comb 25/34 well

15ea 15ea 10ea

10ea 10ea 7ea



180 181

원심 분리기, 기본형
Mini Centrifuge, sprout®

도구가 필요 없는 간편한 버튼 누름식 Rotor 교환

  구조 기능적 특징
   ●   Rotor 교환 시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고, 

버튼을 눌러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
   ●   특화된 고무 바닥 구조로 진동 및 소음 최소화
   ●   Compact Design으로 사용에 매우 편리
   ●   손바닥 모양의 뚜껑 형상으로 열고 닫을때 

매우 편리하며, 시료 탈착 시 편리한 구조

  사용 편의적 특징
   ●   Fully Load 상태에서 최대 6,000rpm까지 작동
   ●   Rotor, Tube Adapter, Tube Rack, O-ring 등 

액세서리를 보관하는 Storage Case 제공

  기본 포함 구성품
   ●   sproutⓇ with Power Adapter
   ●   Tube Rotor (6 place, 1.5/2.0 ml)
   ●   Tube Rotor (16 place, 0.2 ml)
   ●   Tube Adapter (6 x 0.2 ml)
   ●   Tube Adapter (6 x 0.5 ml)
   ●   O-ring (4ea)
   ●   Tube Rack
   ●   Storage Case

Model sprout®

Max. speed (rpm) 6000
Max. RCF (xg) 2000
Power 100~240V, 50/60Hz
Dimension (W x D x H, mm) 153 x 128 x 104
Cat. No. BHS120301

Specification 기본 포함 구성품

Storage Case

Tube Adapters

Rotors

Tube Rack

O-rings

도구가 필요 없는 
버튼 누름식 Rotor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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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분리기, 고급형
Mini Centrifuge, gusto®

최소 사이즈로 최대 12500rpm 속도 구현

  구조 기능적 특징
   ●   내구성이 우수한 BLDC 모터 사용으로 

정숙한 작동과 최소화된 저진동 구현
   ●   Rotor 교환 시 별도의 도구 사용 없이, 

버튼을 눌러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
   ●   시료 불균형 또는 기울어지는 경우 안전 기능 작동
   ●   UV에 강한 플라스틱 재질로 내구성 우수

  사용 편의적 특징
   ●   RCF 또는 rpm 표시를 선택 가능
   ●   간단한 사용은 Quick-Spin 버튼만 눌러 작동
   ●   Backlight Display로 시간, 속도, 동작 정보 등을 

한 화면에 동시에 표시하여 편리
   ●   Push 버튼으로 뚜껑을 편리하게 개방
   ●   Rotor 동작중에는 뚜껑을 열 수 없는 안전 기능

  기본 포함 구성품
   ●   gustoⓇ with Power Adapter
   ●   Tube Rotor (12 place, 1.5/2.0 ml)
   ●  Tube Rotor (32 place, 0.2 ml)
   ●   Tube Adapter (12 x 0.2 ml)
   ●   Tube Adapter (12 x 0.5 ml)

Model gusto®

Max. speed (rpm) 500 to 12500
Max. RCF (xg) 15 to 9800
Power 100~240V, 50/60Hz
Dimension (W x D x H, mm) 203 x 171 x 114
Cat. No. BHS10050

Specification

도구가 필요 없는  
버튼 누름식 Rotor 교체



Steam Sterilizer
고압 멸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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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증 무상 A/S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습도/속도/시간 등 제어과열 온도 차단 기능



동작 모드 온도 (℃) 시간 (min)
일반 모드 110 ~ 123 1 ~ 999

표준 모드

Decontamination 121 35
Solid sterilization 121 20
Liquid sterilization 121 15
Melting 100 30

프로그램
모드

Sterilization 1 110 ~ 123 1 ~ 999
Sterilization 2 110 ~ 123 1 ~ 999
Liquid sterilization 110 ~ 123 1 ~ 999
Melting 60 ~ 100 1 ~ 999

 최적화된 사용 모드 제공
	  	3가지 (일반, 표준, 프로그램) 모드를 제공하여	

사용 용도에 최적화된 멸균 프로세스 선택 제공

	   일반 모드 : 멸균 조건을 직접 설정하여 작동
   표준 모드 : 4가지 대표적 동작을 선택하여 작동
   프로그램 모드 : 주로 사용하는 조건을 저장하여 사용

 확실한 멸균 수행 모니터링
	  	기기 스스로가 멸균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여	

보다 확실한 멸균을 수행하며, 에러 시 알람 발생

   Low Heat : 지정 시간내에 설정 온도 미도달시
   Over / Low Temp. : 일정시간 온도 이탈시
   Sterilization Fail : 정전 등으로 인한 멸균 미완료시

용도별 최적화된 프로그램 기능으로 간편 사용
멸균 프로세스 모니터링으로 확실한 멸균 수행

High Capacity의 Top Loading 방식 멸균 과정의 진행 단계 및 기기의 작동 정보 표시 챔버 내부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

General Application
포화 증기를 이용한 실험 기자재, 배지 및 초자 등의 멸균

183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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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멸균기
Steam Sterilizer

열처리 및 건조 등 온도 특성 테스트에 적합

  검증된 제어 능력
   ●  KS P 6102 규격에 따른 검증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멸균 환경 제공
   ●  내부를 10개 온도 센서로 측정하여 

안정된 온도 제어 성능 검증 완료

  구조 기능적 특징
   ●  원형 손잡이로 쉽게 여닫을 수 있음
   ●  내부 압력 확인을 위한 압력계 기본 포함
   ●  증기 배출통 (Exhaust Tank) 기본 제공
   ●  청결한 사용을 위한 Drain Bucket 포함
   ●  상부 Stainless Steel 재질로 유지관리 편리
   ●  Vertical 구조의 Top Loading 방식으로 

대용량 시료의 멸균에 편리
   ●  이동/고정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

  사용 편의적 특징
   ●  단 한번의 조작으로 전체 멸균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간편한 조작 환경
   ●  사용 용도에 따라 3가지 동작 모드 제공
   ●   PID Feedback 제어 및 Auto-tuning으로 

정밀한 온도 제어
   ●  멸균 과정 종료 후 자동 배기 수행
   ●  Clear VFD와 멸균 단계 표시 LED 램프로 

동작 상황과 멸균 진행을 편리하게 파악
   ●  멸균 경과 시간 표시 기능 포함
   ●  멸균 과정 기록을 위해 추가적으로 

온도센서와 기록계 장착 가능 (Option)
   ●  압력 센서 (Option)로 단계별 압력 확인
   ●   내부 압력 해지를 위한 수동 밸브 포함

  뛰어난 안전성
   ●  열전도가 낮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Safety Door Cover로 사용자 화상 예방
   ●  과압 발생 시 안전 밸브 자동 동작
   ●  과열 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용액 부족 경고 기능 (Low Level Limiter)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Media Bottle 적재 수량

Bottle 용량
(ml)

ST-50G
(ea x floor)

ST-65G
(ea x floor)

ST-85G
(ea x floor)

ST-105G
(ea x floor)

250 20 x 3 20 x 3 20 x 5 20 x 6
500 14 x 2 14 x 3 14 x 4 14 x 4

1000 8 x 1 8 x 2 8 x 3 8 x 3
2000 5 x 1 5 x 1 5 x 2 5 x 3

Erlenmeyer Flask 적재 수량

Bottle 용량
(ml)

ST-50G
(ea x floor)

ST-65G
(ea x floor)

ST-85G
(ea x floor)

ST-105G
(ea x floor)

250 14 x 3 14 x 4 14 x 5 14 x 6
500 8 x 2 8 x 3 8 x 4 8 x 4

1000 5 x 2 5 x 2 5 x 3 5 x 3
2000 3 x 1 3 x 2 3 x 2 3 x 3

Model: ST- 85G (10개의 온도 센서로 측정)

온도 및 압력 상태, 
경과 시간 및 경고 표시 멸균 과정의 진행 단계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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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Recorder (Thermal Line) Pressure Sensor Step Stool

Drain Bucket Exhaust Tank Basket

Standard Accessories Optional Accessories
Cat. No. Description

AAAL1501 Recorder set :
Recorder (Dot, 6 Point) & Temp. sensor (Double)

AAAL1502 Recorder set :
Recorder (Thermal Line) & Temp. sensor (Double)

ATC0108 Temperature sensor for Recorder
AAAL1511 Pressure sensor

   ※ 상기 옵션은 최초 제품 구매 시 선택하는 옵션임.

Cat. No. Description 기본 포함
수량

최대 장착
가능 개수 해당 모델

ATC0002
Basket,
Stainless steel
(Ø380 x 180 mm)

2 2 ST-50G
- 2 ST-65G
- 3 ST-85G
- 4 ST-105G

ATC0003
Basket,
Stainless steel
(Ø380 x 230 mm)

- 1 ST-50G
2 2 ST-65G
- 2 ST-85G
- 3 ST-105G

ATC0004
Basket,
Stainless steel
(Ø380 x 330 mm)

- 1 ST-50G
- 1 ST-65G
2 2 ST-85G
- 2 ST-105G

ATC0126
Basket,
Stainless steel
(Ø380 x 405 mm)

- - ST-50G
- 1 ST-65G
- 1 ST-85G
2 2 ST-105G

AAAL1521 Exhaust Tank 1 1 ST-50G/65G/85G/105G
ATC0091 Drain Bucket

(490 x 291 x 107, mm) 1 1 ST-50G/65G/85G/105G

AAAL1531
Step Stool,
Powder Coated Steel
(500 x 400 x 250, mm)

- - ST-105G

Model ST-50G ST-65G ST-85G ST-105G
Temperature

Sterilization (℃) 110 to 123 110 to 123 110 to 123 110 to 123
Melting (℃) 60 to 100 60 to 100 60 to 100 60 to 100

Pressure
Sterilization at 121℃ (kg/cm2) 1.1 to 1.2 1.1 to 1.2 1.1 to 1.2 1.1 to 1.2
Gauge range in analog (Mpa) -0.1 to 0.6 -0.1 to 0.6 -0.1 to 0.6 -0.1 to 0.6

Dimension
Volume (L) 50 65 85 105
Internal (Ø x H, mm) 400 x 458 400 x 558 400 x 758 400 x 908
External (W x D x H, mm) 624 x 672 x 870 624 x 672 x 971 624 x 672 x 1083 624 x 672 x 1233
External with Exhaust Tank (W x D x H, mm) 722 x 672 x 870 722 x 672 x 971 722 x 672 x 1083 722 x 672 x 1233
Door Max. Opening (W x D x H, mm) 1012 x 672 x 882 1012 x 672 x 983 1012 x 672 x 1095 1012 x 672 x 1245
Basket (Ø x H, mm) 380 x 180 380 x 230 380 x 330 380 x 405
Weight (kg) 95 100 104 11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 (A) 14.3 14.3 14.3 21.3

Cat. No. AAHL1015K AAHL1025K AAHL1035K AAHL1045K

Basket

Basket

Basket
Basket Basket

Basket Basket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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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Note Page

수질 측정 Horiba • 수질 계측기 전문인 일본 Horiba의 Laqua 시리즈
• �pH, Conductivity, Dissolved Oxygen, Ion

Benchtop
Portable
Compact

188

피펫 Gilson • 가볍고 튼튼한 Metal Shaft로 내구성 우수
• 견고하면서 높은 정확성과 정밀성 제공 Gilson PIPETMAN 204

진공 형성
Aspirator /
Vacuum 
Pump

• 저진공에서 고진공까지 다양한 모델 구성
• 내화학성, 내부식성 등 용도에 따른 선택 제공

Electrical Aspirator
Diaphragm Pump
Rotary Vacuum Pump

196

액체 
정량 및 이송 KNF • Full Teflon 코팅된 다이아프램 액체 정량/이송 펌프

•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강산/강염기성 물질도 이동 가능  
Liquid Metering Pump
Liquid Transfer Pump 202

순수
초순수

Water
Purification

• 순수, 초순수, 순수 & 초순수 제조 장치 시리즈
• 생산량, UV Lamp, UF Filter 등 다양한 모델

Pure Water
Ultra Pure Water 210

초음파 세척 Ultrasonic
Cleaner

• 40kHz의 강력하고 우수한 세정 능력
• 재질, 용량, 기능에 따른 다양한 모델 제공

Plastic Body
Stainless Steel Body 206

감압 농축 Rotary
Evaporator

• Compact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회전식 감압농축기
• 최적화된 콘덴서 디자인으로 농축효율이 우수함 Plastic Coated Condenser Glass 218

초음파 파쇄 Ultrasonic
Processor

• 세포 파쇄, 분산, 분쇄, 유화 등에 적용
• 출력량, 주파수 등에 따른 선택 모델 제공 Sonicator 209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eneral Application
pH/전도도/용존산소/이온: 수질 및 시료의 다양한 분석

펌프: 진공 및 감압 조건을 형성하여 기체 흡수

액체정량/이송 펌프: 동물 실험, 화학 실험 등 미량의 액체를 주입 또는 이동

Pipette: 일정 부피의 액체 시료를 이동, 측정, 분주, 혼합

초음파세척기: 물리/화학적으로 오염 물질 제거

초음파 파쇄기: 세포/조직의 파쇄

순수제조기: 실험에 따라 증류수 제조

감압농축: 감압 조건에서 시료를 농축

187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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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Backlight

PH 210 CH.1

PH 220 CH.1

PC 220
CH.1

CH.2

PD 220
CH.1

CH.2

EC 220 CH.1

DO 220 CH.1

pH ORP

pH / 전도도 / 이온 측정기기

ㆍ단 한 방울로 몇 초 만에 측정 
ㆍ간편 사용에 최적화
ㆍ우수한 측정 신뢰도

Benchtop
meter

Portable
meter

Compact
meter

LCD

 F-71 CH.1

 F-74BW
CH.1

CH.2

 DS-71 CH.1

LCD Touch (Color)

 F-72 CH.1

 F-73
CH.1

CH.2

 F-74
CH.1

CH.2

 DS-72 CH.1

LCD

pH-11

pH-22

pH-33

EC-11

EC-22

EC-33

Na-11

K-11

NO3-11

Ca-11

Salt-11

pH ORP

pH ORP ION

pH ORP ION

pH ORP ION

pH ORP ION

pH ORP ION

COND RESI SAL TDS

COND RESI SAL TDS

COND RESI SAL TDS

COND RESI SAL TDS

pH ORP

pH ORP

pH ORP

COND RESI SAL TDS

COND RESI SAL TDS

DO

DO

2PT
CAL

2PT
CAL

2PT
CAL

2PT
CAL

2PT
CAL 1pH

3PT
CAL 0.01pH

5PT
CAL 0.01pH

2PT
CAL

~19.9
mS/cm

3PT
CAL

~199.9
mS/cm

3PT
CAL

~199.9
mS/cm

2PT
CAL

EC
CONV

pH mV

pH mV

COND Temp

COND TempTDS

COND

Na+

K+

NO3 Temp

Ca2+ Temp

Salt Temp

• CH.1 : 단일 채널 모델로, 한 개의 해당 전극만 연결하여 측정 가능 
• CH.2 : 2개 채널 모델로, 각 채널에 해당 전극을 연결하여 각각 측정하거나 1채널과 동시에 측정 가능 

ㆍ편리하고 직관적인 Touch 조작
ㆍ미터와 전극의 점검 안내 기능 
ㆍ오류 발생시 자동 안내 기능

ㆍ충격과 화학물질에 강한 재질
ㆍ완전 방수 및 방진형 본체
ㆍ취급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

pH mV Temp

Temp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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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Electrode (전극)

Solution

pH (Glass) pH (Plastic) ORP COND (Glass) COND (Plastic) DO (Lab용) DO (2 m/5 m) ION(BHR65XX) ION(NH3)

Electrode Cat. No. Description Application

pH electrode 
BHR961510D Standard Tough  일반 실험실용 (Glass 전극), Waterproof 
BHR962510D Plastic body 현장 측정용 (Plastic 전극), Waterproof 

ORP electrode BHR930010D  Waterproof Platinum ORP 전용 전극, Waterproof 

COND electrode 
BHR355310D Range ; 10 µS/cm ~1 S/cm 일반 실험용 (Glass 전극)
BHR938310D Range ; 1 μS/cm ~ 100 mS/cm 현장 측정용 (플라스틱 몸체), Waterproof

DO electrode 
BHR955220D Field immersible type (2 m) 현장 측정용, Waterproof 
BHR955250D Field immersible type (5 m) 현장 측정용, Waterproof 
BHR952010D Laboratory use (1 m) 일반 실험실용, Waterproof 

ION electrode 

BHR656010C 0.35 ~ 35,000 mg/L CI- Chloride ion electrode 
BHR656110C 0.02 ~ 19,000 mg/L F- Fluoride ion electrode
BHR658110C 0.62 ~ 62,000 mg/L NO3- Nitrate ion electrode 
BHR658210C 0.04 ~ 39,000 mg/L K+ Potassium ion electrode
BHR658310C 0.4 ~ 40,080 mg/L Ca2+ Calcium ion electrode 

BHR5002A10C 0.1 ~ 1,000 mg/L NH3 Ammonia ion electrode 

pH Solution Conductivity Solution

Cat. No. Description 
BHR5004 pH 4.01 Standard Solution at 25℃, 500 ml 
BHR5007 pH 7.00 Standard Solution at 25℃, 500 ml 
BHR5010 pH 10.01 Standard Solution at 25℃, 500 ml 
BHR5253 3.33 M KCl Internal Filling Solution, 250 ml 
BHR501S NIST pH Solution Kit, 4 solution , 250 ml /ea  
BHR502S USA pH Solution Kit, 4 solution , 250 ml /ea  

Cat. No. Description 

BHR50021 84 μS/cm COND Standard Solution at 25℃, 500 ml 

BHR50022 1413 μS/cm COND Standard Solution at 25℃, 500 ml 

BHR50023 12.88 mS/cm COND Standard Solution at 25℃, 500 ml 

BHR50024 111.8 mS/cm COND Standard Solution at 25℃, 500 ml 

BHR503S COND Solution kit, 4 solution , 250 ml /ea 

Specification

Specification

보다 자세하고 더 많은 액세서리 정보는 제이오텍 온라인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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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전도도 / 이온 측정기기, Benchtop
pH / Conductivity / Ion meter, Benchtop

	 편리한 다기능 Touch 조작
  대형 LCD Touch 화면 조작으로  

직관적이고 간편한 사용 환경 제공

	 대화면에서 측정값 모두 표시
  2 Channel 모델의 경우에는  

2가지 항목을 동시에 측정 및 표시

	 정밀 측정을 위한 기능 지원
  5-point Calibration 기능  

NIST / USA 표준용액 선택 보정

	 최상의 측정 환경 유지 편리
  Graph, Digital Number 등으로  

Calibration Stability 표시 기능

	 정확도 유지를 위한 알림 기능
   새로운 Calibration이 요구되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 포함

	 편리한 Smart Check 기능
  오류 발생 시 문제 해결방법 안내 

한글로 된 사용자 매뉴얼 포함

	 스탠드 기본 포함으로 사용 편리
   Electrode를 편리하게 거치하는 

스탠드가 기본 포함되어 사용 편리

	 유용한 Application 기능
  제약용 증류수 전도도 측정 지원 

규격별 측정법 선택 및 자동 결과 산출

	 컴퓨터 및 프린터 연결 기능
  최대 2000개의 데이터 기록 용량  

GLP/GMP 표준에 적합하게 대응

F-72

대형 Touch Display로 직관적이고 간편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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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isplay Measurement Range Resolution Memory USB Smart 
Check

USP/
EP/JP

Cat. No.
Single 
meter

Set
meter

F-71
LCD 
(Black &
White)

pH pH 0.000 to 14.000 0.001 pH
  999   Х   Х   Х BHRF71 BHRF71ANSORP ±1999.9 mV 0.1 mV

Temperature 0.0 to 100.0℃ 0.1℃ 

F-72
LCD
Touch
(Color)

pH pH 0.000 to 14.000 0.001 pH

 2000   ○   ○   Х BHRF72 BHRF72ANS
ORP ±1999.9 mV 0.1 mV
ION 0.000 ㎍/L to 9999 g/L(mol/L) 4-digits 
Temperature 0.0 to 100.0℃ 0.1℃ 

F-73
LCD
Touch
(Color)

pH pH 0.000 to 14.000 0.001 pH

 2000   ○   ○   Х BHRF73 BHRF73ANS
ORP ±1999.9 mV 0.1 mV
ION 0.000 ㎍/L to 9999 g/L(mol/L) 4-digits
Temperature 0.0 to 100.0℃ 0.1℃ 

F-74
LCD
Touch
(Color)

pH pH 0.000 to 14.000 0.001 pH

 2000   ○   ○   ○ BHRF74 BHRF74ANS

ORP ±1999.9 mV 0.1 mV
ION 0.000 ㎍/L to 9999 g/L(mol/L) 4-digits 

Conductivity
0.0 to 19.99 μS/cm (셀상수 0.1/cm)
0.000 to 199.9 mS/cm (셀상수 1.0/cm)
0.00 to 1999.0 mS/cm (셀상수 10.0/cm)

0.05%
of F.S

Resistivity 0.0 Ω·cm to 199.9 MΩ·cm (셀상수 0.1/cm)
0.00 Ω·cm to 19.99 MΩ·cm (셀상수 1.0/cm)

0.05% 
of F.S

Salinity 0.00 to 80.00 ppt 0.01 ppt
TDS 0.01 mg/L to 1000 g/L 0.01 mg/L
Temperature 0.0 to 100.0℃ 0.1℃ 

F-74BW
LCD 
(Black &
White)

pH pH 0.000 to 14.000 0.001 pH

  999   Х   Х   Х BHRF74BW BHRF74BWANS

ORP ±1999.9 mV 0.1 mV
ION 0.00 ㎍/L to 999 g/L(mol/L) 3-digits 

Conductivity
0.0 to 19.99 μS/cm (셀상수 0.1/cm)
0.000 to 199.9 mS/cm (셀상수 1.0/cm)
0.00 to 1999.0 mS/cm (셀상수 10.0/cm)

0.05% 
of F.S

Resistivity 0.0 Ω·cm to 199.9 MΩ·cm (셀상수 0.1/cm)
0.00 Ω·cm to 19.99 MΩ·cm (셀상수 1.0/cm)

0.05% 
of F.S

Salinity 0.00 to 80.00 ppt 0.01 ppt
TDS 0.01 mg/L to 100 g/L 0.01 mg/L
Temperature 0.0 to 100.0℃ 0.1℃ 

DS-71
LCD 
(Black &
White)

Conductivity
0.0 to 19.99 μS/cm (셀상수 0.1/cm)
0.000 to 199.9 mS/cm (셀상수 1.0/cm)
0.00 to 1999.0 mS/cm (셀상수 10.0/cm)

0.05% 
of F.S

  999   Х   Х   Х - BHRDS71ASResistivity 0.0 Ω·cm to 199.9 MΩ·cm (셀상수 0.1/cm)
0.00 Ω·cm to 19.99 MΩ·cm (셀상수 1.0/cm)

0.05% 
of F.S

Salinity 0.00 to 80.00 ppt 0.01 ppt
TDS 0.01 mg/L to 100 g/L 0.01 mg/L
Temperature 0.0 to 100.0℃ 0.1℃ 

DS-72
LCD
Touch
(Color)

Conductivity
0.0 to 19.99 μS/cm (셀상수 0.1/cm)
0.000 to 199.9 mS/cm (셀상수 1.0/cm)
0.00 to 1999.0 mS/cm (셀상수 10.0/cm)

0.05% 
of F.S

 2000   ○   ○   ○ - BHRDS72ASResistivity 0.0 Ω·cm to 199.9 MΩ·cm (셀상수 0.1/cm)
0.00 Ω·cm to 19.99 MΩ·cm (셀상수 1.0/cm)

0.05% 
of F.S

Salinity 0.00 to 80.00 ppt 0.01 ppt
TDS 0.01 mg/L to 1000 g/L 0.01 mg/L
Temperature 0.0 to 100.0℃ 0.1℃ 

Specification

   ※ Set meter에는 electrode, solution (4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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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전도도 / 용존산소 측정기, Portable 
pH / Conductivity / DO meter, Portable

휴대 측정에 최적화된 구조와 우수한 측정 능력

	 내구성이 우수한 휴대용 미터
  PC 및 TPE 재질로 설계되어  

충격에 강하며 미끄럼 방지 그립 제공 

	 완전 방수/방진 (IP 67)
  IP 67의 완전 방수 및 방진 구조로 

내구성 우수하며 세척에 편리

	 정밀 측정을 위한 기능 지원
  pH 5점, 전도도 4점 자동 Calibration  

전극상태를 아이콘 표시하여 상태 알림

	 최적화된 화면 표시
  대화면으로 측정값들을 동시에 표시 

어두워도 잘 보이는 Backlight 

	 직관적이고 빠른 기기 조작
  보정, 측정, 데이터 등의 전용 버튼은 

편리한 사용과 빠른 조작 환경 지원

	 편리하고 간편한 측정
  기본제공되는 전극 어댑터는  

두개의 전극을 동시에 측정시 안전함

	 고성능 배터리로 유지관리 편리
  고용량 AA 배터리 사용으로  

최대 500시간 이상 장시간 야외 측정

	 컴퓨터 및 프린터 연결 기능
  최대 1000개의 데이터 기록 용량 

GLP/GMP 표준에 적합하게 대응

	 견고하고 편리한 하드케이스
  휴대 측정을 위한 일체형 세트 

미터, 전극, 표준용액, 매뉴얼 보관

PC 220

02 |

IP67 Waterproof 
and Dustproof 
Fully protected from dust and 
capable of withstanding water 
immersion up to 1 meter depth 
for 30 mins.

Ergonomic 
Design
The black meter housing 
is made of polycarbonate 
material covered with a 
layer of  TPE material. It is 
lightweight, comfortable 
to touch, and suitable for 
field applications. 

Integrated Foldable 
Meter Stand
A collapsible meter stand is 
integrated at the back of the meter 
for convenient usage and storage.

1.0 mm  Thermoplastic 
elastomer (TPE) Polycarbonate

PC / Printer Communications

9-Button Keypad 
Minimal Matrix
Operation buttons are reduced to 
the bare minimum.

Built-in 
Electrode 
Holder
Two grooves on 
the meter serve as 
electrode holders.

Electrode adapter 
provides secure 
attachment for two 
electrodes so they 
can be easily placed 
in solutions.

High Battery 
Capacity
AA batteries have greater power 
capacity than AAA batteries. 
Battery life is increased by 2.5x.

1000 mAh 2500 mAh

The 220 models are GLP-compliant: 
calibration and measurement data are 
captured with date and time stamp. 
Connect any 220 model to a computer 
using a PC (USB) cable1  to transfer 
data via data acquisition software or 
to upgrade2 meter software or connect 
to a HORIBA printer using a printer 
(RS232) cable1 to print data.

1 Cables and printer are sold separately
2 Also applicable to 210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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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1)  Set meter에는 electrode, solution, carry cas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Dimension (W x D x H, mm) : : 80 x 41 x 170

Model Display Measurement Range Resolution Memory Data 
logging

Date/Time
stamping

Battery 
life

Cat. No.
Single 
meter SET meter1)

PH 210
Custom 
LCD With
Backlight

pH pH -2.00 to 16.00 0.01 pH

100 X X 500hr BHRPH210 BHRPH210KTemperature -30.0 to 130.0 ℃ 0.1℃ 

ORP -2000 to 2000 mV 1 mV

PH 220
Custom 
LCD with 
backlight

pH pH -2.00 to 16.00 0.01 pH

1000 ○ ○ 500hr BHRPH220 BHRPH220KORP -2000 to 2000 mV 1 mV

Temperature -30.0 to 130.0℃ 0.1℃ 

PC 220
Custom 
LCD with 
backlight

pH pH -2.00 to 16.00 0.01 pH

1000 ○ ○ 500hr BHRPC220 BHRPC220K

ORP -2000 to 2000 mV 1 mV

Conductivuty 0.0 μS/cm~200.0 mS/cm (k=0.1) 0.05% of F.S

Resistivity 0.000 Ω·cm to 20.0 MΩ·cm 0.05% of F.S

Salinity 0.0 to 100.0 ppt 0.1 ppt 

TDS 0.00 mg/L to 100 g/L 0.01 mg/L

Temperature -30.0 to 130.0℃ 0.1℃ 

PD 220
Custom 
LCD with 
backlight

pH pH -2.00 to 16.00 0.01 pH

1000 ○ ○ 500hr BHRPD220 BHRPD220K

ORP -2000 to 2000 mV 1 mV

Dissolved 
Oxygen

0.0 to 20.00 mg/L �
0.0 to 200.0 %

0.01mg/L
0.1 %

Temperature -30.0 to 130.0℃ 0.1℃ 

EC 220
Custom 
LCD with 
backlight

Conductivuty 0.0 μS/cm~200.0 mS/cm (k=0.1) 0.05% of F.S

1000 ○ ○ 500hr BHREC220 BHREC220K

Resistivity 0.000 Ω·cm to 20.0 MΩ·cm 0.05% of F.S

Salinity 0.0 to 100.0 ppt 0.1 ppt 

TDS 0.00 mg/L to 100 g/L 0.01 mg/L

Temperature -30.0 to 130.0℃ 0.1℃ 

DO 220
Custom 
LCD with 
backlight

Dissolved 
Oxygen

0.0 to 20.00 mg/L �
0.0 to 200.0 %

0.01mg/L
0.1 %

1000 ○ ○ 500hr BHRDO220 BHRDO220K

Temperature -30.0 to 13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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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전도도 / 이온 측정기기, Compact
pH / Conductivity / Ion meter, Compact

최소 시료량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간편 측정

	 단 한 방울로 몇 초 만에 측정
  온도 보상기능의 특화된 센서 장착으로 

100 μL 시료양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측정

	 버튼 하나로 간편한 사용
  정확한 측정을 위한 보정 과정과 

시료 측정이 버튼 하나로 간단히 완료

	 완전 방수/방진 (IP 67)
    IP 67의 완전 방수 및 방진 구조로 

내구성 우수하며 세척에 편리

	 휴대용 보관함으로 편리
  보정 용액, 스포이드, 설명서 등이 

모두 포함되어 휴대 및 보관 편리

	 총 7가지 측정 항목별 모델
  용도에 따라 편리하게 모델 선택 

pH, 전도도, NO3--N, Ca, K, Na, Salt

	 교체형 센서로 간편한 유지보수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센서 구조로 

자가 유지 보수가 매우 편리

	 고체, 분말, 종이 등의 시료 측정 가능
  다양한 형태의 시료라 하더라도 

측정이 가능하여 확장된 응용 범위

휴대용 보관함으로 편리Compact하여 보다 편리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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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Model Measurement Range Resolution Calibration Min. 
Volume Battery Temp.

Compensation
Dimension
(W x D x H, 

mm)
Net. 

Weight Cat. No.

pH-11 pH pH 0 to 14 0.1 pH 2-point 0.1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PH11
pH-22 pH pH 0 to 14 0.01 pH 3-point 0.1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PH22

pH-33
pH pH 0 to 14 0.01 pH 5-point

0.1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PH33
Temperature 0 to 50℃ 0.1℃ -

EC-11 Conductivity 0 μS/cm to �
19.99 mS/cm

1 μS/cm,�
0.01 mS/cm 2-point 0.12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EC11

EC-22
Conductivity 0 μS/cm to �

199.9 mS/cm
1 μS/cm,�
0.01 mS/cm 3-point

0.12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EC22
Temperature 0 to 50℃ 0.1℃ -

EC-33
Conductivity 0 μS/cm to �

199.9 mS/cm
1 μS/cm,�
0.01 mS/cm 3-point

0.12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EC33
TDS 0.0 to 9990ppm 0.1/1/10ppm 3-point
Temperature 0 to 50℃ 0.1℃ -

Na-11
Sodium ion 2 to 9900ppm 1/10/100 ppm 2-point

0.3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NA11
Temperature 0 to 50℃ 0.1℃ -

K-11
Potassium ion 4 to 9900ppm

2 to 5000 kg/10a 1/10/100ppm 2-point
0.3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K11

Temperature 0 to 50℃ 0.1℃ -

NO3-11C
(for Crop)

Nitrate ion 6 to 9900ppm 1/10/100ppm 2-point
0.3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NO311CNO3--N 1.4 to 2200ppm 1/10/100ppm 2-point

Temperature 0 to 50℃ 0.1℃ -

NO3-11S
(for Soil)

Nitrate ion 6 to 9900ppm 1/10/100ppm 2-point

0.3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NO311SNO3--N 0.7 to 1100 kg�
/10a 1/10/100ppm 2-point

Temperature 0 to 50℃ 0.1℃ -

NO3-11
Nitrate ion 6 to 9900ppm 1/10/100ppm 2-point

0.3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NO311NO3--N 1.4 to 2200ppm 1/10/100ppm 2-point
Temperature 0 to 50℃ 0.1℃ -

Ca-11
Calcium ion 4 to 9900ppm 1/10/100ppm 2-point

0.3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CA11
Temperature 0 to 50℃ 0.1℃ -

Salt-11 
Salt 0.0 to 100.0 ppt

0.00 to 10.00 %
0.01 ppt
0.01 % 2-point

0.12 ml 400hr ● 164 x 29 x 20 50 g BHRSALT11 
Temperature 0 to 50℃ 0.1℃ -

   ※ 모든 측정기에는 Standard Solution (2종) 포함
   ※ Warranty는 본체 부분만 해당 됨

단 한 방울로 몇 초만에 측정 고체, 분말, 종이 등의 시료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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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아스피레이터
Electrical Aspirator

유기용매가 포함된 실험 세트의 감압 형성

  구조 기능적 특징
   ●    2개의 Aspirator를 통과하는 물에 의해 

저진공 (20~500 mmHg)을 빠르게 형성
   ●    유기용매와 접촉될 수 있는 부분은 

내화학성이 우수한 Polypropylene 재질
   ●    진공 호스와 연결되는 곳에 

2중 역류 방지 장치 포함
   ●    양쪽 손잡이로 기기 이동시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회전 감압농축, 감압 증류, 진공 여과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
   ●    편리한 배수를 위한 Drain Cock
   ●    Cooling Coil (Option)을 추가 장착하여 

물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진공도 저하 방지
   ●    Vacuum Regulator (Option)를 추가하여 

진공도를 세밀하고 간편하게 조절

   ※ �Permissible Environmental condition : 18℃ ~ 32℃, 85% RH (non-corrosive and pure place)

Model VE-11
Free-air capacity 18 L/min x 2ea
Max. vacuum range (Mpa) 0.0998
Motor capacity (W) 150

Material
Bath Polypropylene
Aspirator Metal(Nickel-coated brass) 2ea

Dimensions
Bath volume (L) 9.5
Inhale nozzle dia. (mm) 9.5
Drain cock, Over flow nozzel (mm) Ø17
Bath opening, depth(W x L, D) (mm) 298 x 210, 227
Overall (W x D x H, mm) 330 x 265 x 390
Net weight (kg) 5.7

Electrical data
Normal voltage, Hz 220VAC, 60Hz
Power consumption (A) 0.7

Cat. No. AAH71011K

Specification

VE-11
with Vacuum Regulator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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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레이터
Aspirator

Accessories

Vacuum Regulator

Cat. No. Description
AAA71531 Vacuum regulator
AAA71501 Cooling coil
EFA9111 Aspirator

Cooling Coil

Aspirator

Tap Water

Waste Water

감압

필터 어댑터
Filter Adapter

Cat. No. Description
AAA72200 Filter adapter (5ea / pack)
AAA72210 Filter adapter (10ea / pack)

 ●    진공 여과시 다양한 Filtering Funnel과  
Filtration Flasks 사이에 끼워 사용

 ●    실리콘 재질로 밀폐 및 밀착성이 우수
 ●    다양한 사이즈의 Flask에  

범용으로 사용 가능

 ●    Aspirator를 통과하는 유체의 흐름으로 
감압 (저진공)을 형성해 주는 장치

 ●    수도관에 연결하여 간편하게 사용
 ●    진공 호스와 연결되는 곳에 역류 방지 장치 포함
 ●    Nickel-coated Brass 재질로 우수한 내부식성

Model Aspirator
Length 140 mm
Tap Water, O.D. 14 mm
Tap Water, I.D. 9.5 mm
감압 연결부, O.D. 8.1 mm
감압 연결부, I.D. 5.5 mm
Cat. No. EFA9111

63 mm

40 mm

30 mm

20 mm
6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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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펌프
Rotary Vacuum Pump

고진공을 형성하는 다양한 진공 펌프

 ●    일반적 사용의 표준형 펌프
 ●    직결형 Oil Sealed Rotary Vacuum Pump
 ●    벨트식에 비하여 소형이면서 고진공 형성
 ●    경제적인 보급형 모델

 ●     연속 운전시에도 방열이 우수하며 
소음 및 진동이 저하된 고급형 모델

 ●    역류 방지 장치 포함
 ●     저온에서도 향상된 진공 능력

 ●     특수 표면처리된 내부식성 모델
 ●    부식 용매나 가스 사용환경에 대응
 ●     역류 방지 장치 포함
 ●     Gas Ballast Valve, 전류 보호 회로, 

강제 공냉 방식 등 안전 장치 포함

GCD-051X

G-50DA

GLD-136CGLD-051

Model G-50DA GLD-051 GLD-137CC GCD-051X GCD-136X
Pumping speed (L/min) 60 60 162 60 162
Ultimate pressure (Pa) 1.3x10-1 6.7x10-2 6.7 x 10-2 6.7 x 10-2 6.7 x 10-2

Motor power (W) 200 200 400 200 400
Motor speed (rpm) 1740 1740 1740 1740 1740
Recommended oil SMR-100 SMR-100 SMR-100 SO-M SO-M
Oil capacity (ml) 260 500~800 1000 500~800 1000
Suction pipe (mm) O.D.Ø18 x I.D.Ø14 25KF(DN) 25KF(DN) 25KF(DN) 25KF(DN)
Weight (kg) 11 13.9 26 14.1 25.4
Dimensions (W x D x H, mm) 156 x 345 x 200 166 x 399 x 223 170 x 488 x 250 166 x 423 x 223 170 x 493 x 241
Cat. No. BDA521001 BDA521025 BDA521022 BDA521003 BDA521004

Specification

GCD-13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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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act한 크기로 기기 설계에 용이
 ●    Rotor에 Bearing이 장착되어 

저소음 저진동 실현

 ●    직결형 Oil Sealed Rotary Vacuum Pump
 ●    고진공을 얻을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펌프
 ●    역류 방지 장치 포함

 ●    저소음 & 저진동의 고급형 모델
 ●    Gas Ballast Valve, 과부하 보호장치, 

강제 공냉 방식 등 안전 장치 포함
 ●     역류 방지 장치 포함

W2V-20

VOP-60 VOP-100
with Oil Mist Trap (Option)

Model VOP-60 VOP-100 VOP-150 VOP-200
Pumping speed (L/min) 60 120 200 260
Ultimate pressure (Pa) 6.7x10-2

Motor power (W), 	
Single Phase 220V, 4poles 200 400 550 550

Motor speed (rpm) 1730
Recommended oil COSMA-100
Oil capacity (ml) 800 900 1000 1100
Suction pipe (mm) NW25
Weight (kg) 17 25 28.5 30
Dimensions 
(W x D x H, mm) 165x411x234 171x464x238 189x504x253 189x524x253

Cat. No. BDA521101                     BDA521102                               BDA521103  BDA521104

Accessories

Cat. No. Model Suitable for
BDA521008 OMT-050A G-50DA, GLD-051
BDA521010 OMT-200A GLD-137CC
BDA521053 CMT-300 GCD-051X, GCD-136X
BDA521111 OMT-150P VOP-60, VOP-100
BDA521112 OMT-300P VOP-150, VOP-200
BEA700351 WOF-150(PC) W2V-10, 20, 40
BEA700355 WOF-150(Metal) W2V-10, 20, 40
BEA700352 WOF-250 W2V-60
BEA700104 TMF-12 MVP-6, 12
BEA700352 TMF-36 MVP-24, 36

MVP-36

Model W2V-10 W2V-20 W2V-40 W2V-60
Pumping speed (L/min) 100 200 400 600
Ultimate pressure
(closed, Pa) ≤1.3 x 10-1

Motor power (W) 400 400 750 1500
Motor speed (rpm) 1700
Recommended oil (L) 0.5 0.6 1.5 2.3
Inlet port (DN) NW25 NW40 / 25
Outlet port (DN) NW25 NW40 / 25
Weight (kg) 22.5 23.3 34.8 53.5
Dimensions
(W x D x H, mm) 170x454x253 170x479x253 210x543x288 210x576x288

Cat. No. BEA700301 BEA700302 BEA700303 BEA700304

Model  MVP-6 MVP-12 MVP-24 MVP-36
Pumping speed 
(L/min) 100 200 400 600

Ultimate 
pressure (Pa) 6.7x10-2

Motor power (W) 400 400 750 750
Motor speed (rpm) 1750
Recommended oil (L) 1.1 1.3 1.4 1.8
Inlet port (DN) 25KF
Outlet port (DN) 25KF
Weight (kg) 22.5 24 34 38
Cat. No. BEA700201 BEA700202 BEA700203 BEA700204

Oil Mist Trap
● 증발되는 진공 오일에 의한 실내 공기의 오염을 방지
● 증발 오일을 포집하여 진공 펌프내로 회수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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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프램 펌프
Diaphragm Pump

오일이 전혀 필요 없는 기계식 진공 펌프

N860.3 FT.40.18N840G N840.3 FT.18N820G

Model N820G N840G N820.3 FT.18 N840.3 FT.18 N840.3 FT.40.18 N842.3 FT.40.18 N860.3 FT.40.18
Pumping speed (L/min) 20 34 20 34 34 34 60
Ultimate pressure (mbar) 6 6 8 8 10 4 4
Material (head/diaphragm) Full-PTFE Full-PTFE Full-PTFE Full-PTFE Full-PTFE Full-PTFE Full-PTFE
Port (mm) ID 8~9 ID 8~9 ID 10 ID 10 ID 10 ID 10 ID 12
Weight (kg) 8.8 11.3 9.3 12.6 12.9 13.7 14.8
Dimensions (W x D x H, mm) 163 x 259 x 220 177 x 289 x 240 154 x 312 x 207 166 x 341 x 226 189 x 341 x 239 189 x 341 x 242 291 x 331 x 279
Cat. No. BEA00878604 BEA00878605 BEA00878602 BEA0087601 BEA00878611 BEA00878612 BEA00878613

 II 2/-G IIB+H2 T3 내부환경

T1 T2 T3
methane

IIA

acetone,
ammonia,
benzene (pure),
acetic acid,
ethane, 
ethyl acetate,
carbon oxide,
methanol,
propane,
toluene

ethyl alcohol, 
n-butane, 
n-butyl alcohol

gasolines,
diesel fuel,
aviation fuel,
fuel oils,
n-hexane

IIB town gas ethene
IC hydrogen

Specification

N820G 및 N840G 사용 가능한 폭발성 가스 및 증기 종류

  	폭발성 대기에 적합한 리뉴얼 모델 출시 
(N820G, N840G)

   ●    ATEX (Atmosphers Explosibles, )에 따른 설계로 
인화성, 부식성 가스 및 증기 적용 가능 

   ●    제어 노브를 사용하여 진공도를 수동으로 조정 가능
   ●    끓는점이 높은 용매를 사용해도 처리시간을 짧게 하여 

펌프 헤드를 보호 
   ●    작동/대기/에러발생을 색깔 램프로 표시하여 한눈에 파악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펌프
   ●    100% Oil-free의 환경친화적 펌프로 가스 이송,  

배기 및 압축에 사용
   ●    Full-PTFE 재질로 내화학성이 우수 
   ●    접이식 손잡이로 보관 및 운반이 편리하며 공간 효율적인 

컴팩트한 사이즈
   ●    IP 30 방수 방진 등급과 매끈한 표면으로 편리한 청소

장비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인 램프 (N820G, N840G)
작동 상태 대기 상태 에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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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부위가 Fluorinated Plastic 재질로 
부식성 가스가 발생되는 실험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용량 펌프

 ●    우수한 내구성
 ●    최대 7 mbar의 진공 형성

 ●    Gas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이 
내화학성 PTFE 재질로 되어 있어서 
부식성 가스나 유기 용매에 사용 가능

 ●    간결한 디자인
 ●     최대 10 mbar의 진공 형성

MZ 2C NT DTC-41B

Model MZ 2C NT

Pumping speed (L/min) 38

Ultimate pressure (mbar) 7

Stage 2

Weight (kg) 11.1

Dimensions (W x D x H, mm) 243 x 243 x 198

Cat. No. BEA720101

Specification
Model DTC-22B DTC-41B

Pumping speed (L/min) 24 46
Ultimate pressure (mbar) 10 10
Full load current (A) 1.3 2.3
Suction pipe O.D.Ø9 x I.D.Ø5 O.D.Ø9 x I.D.Ø6
Weight (kg) 7.3 10.3
Dimensions (W x D x H, mm) 142 x 288 x 202 155 x 336 x 217
Cat. No. BDA521029 BDA521024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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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정량 펌프
Diaphragm Metering Pump

효율적인 성능을 갖춘 내화학성 다이아프램 액체 정량 펌프

  내화학적 재질로 압력과 유속을 정밀하게 제어
 ●  미량, 정량의 약품 이송 펌프로  

Dosing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폭넓게 사용
 ●  다이아프램 재질은 모두 테프론 코팅으로  

내화학성 우수
 ●  매우 낮은 유속에서도 연속적으로  

정밀하게 액체 이송 (±1 %)
 ●  자체적으로 액체를 흡입할 수 있음 (Self-priming)

  매우 Compact한 사이즈로 간단한 조작
 ●  간단하면서 단순한 작동  

(Easy Calibration, Cycle Mode)
 ●  이송 액체에 따라 Pump Head 재질 선택 

(PP, PVDF, PTFE)
 ●  Compact한 사이즈 
 ●  IP 65 방수 방진 등급

SIMDOS 02

Model
SIMDOS 02 SIMDOS 10

FEM1.02KT.18S FEM1.02TT.18S FEM1.02FT.18S FEM1.10KT.18S FEM1.10TT.18S FEM1.10FT.18S
Pump Head material PP PVDF PTFE PP PVDF PTFE
Flow rate (ml/min) 0.03 - 20 1 - 100
Dosing volume (ml) 0.030 - 999 1 - 999
Accuracy (± %) 2 2
Repeatability (± %) 1 1
Suction height (mWG) 2 3
Max Pressure (bar) 6 6
Port Size UNF 1/4"-28 ID 4/OD 6 mm
Weight (kg) 0.9 1.0
Dimension (W x D x H, mm) 87 x 140 x 130 93 x 150 x 144
Electrical requirement 110-240 V/ 50-60 Hz 110-240 V/ 50-60 Hz
Power consumption (W) 10 24
Cat. No. BEA00878671 BEA00878672 BEA00878673 BEA00878681 BEA00878682 BEA00878683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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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이송 펌프
Diaphragm Transfer Pump

Compact하고 간단히 작동되는 다이아프램 액체 이송 펌프

LIQUIDPORT 1.300

  	액체 이송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폭넓게 사용 가능

 ●  다이아프램 재질은 모두 테프론 코팅으로  
내화학성 우수

 ●  10~100%까지 10단계로  유량 조절
 ●  자체적으로 액체를 흡입할 수 있음 (Self-priming)
 ●  간단하면서 매우 단순한 작동
 ●  이송 액체에 따라 Pump Head 재질 선택 

(PP, PVDF, PTFE) 
 ●  IP 65 방수 방진 등급

Specification

Model
LIQUIDPORT 1.100 LIQUIDPORT 1.300

NF1.100KT.18S NF1.100TT.18S NF1.100FT.18S NF1.300KT.18S NF1.300TT.18S NF1.300FT.18S
Pump Head material PP PVDF PTFE PP PVDF PTFE
Flow rate (L/min) 0.2 – 1.3 0.5 - 3.0
Suction height (mWg) 3 3
Max Pressure (bar) 6 6
Port Size  (mm) OD  8 OD 12
Weight (kg) 1.0 1.5 
Dimensions (W x D x H, mm) 130 x 99 x 177 160 x 104 x 188
Ambient Temp. allowed (℃) 5 - 40 5 - 40 
Liquid Temp. allowed (℃) 5 - 80 5 - 80
Max. Viscosity allowed (cSt) 150 150
Electrical requirement 110-240 V/ 50-60 Hz 110-240 V/ 50-60 Hz
Power consumption (W) 12 - 16 22 -32
Cat. No. BEA00878684 BEA00878685 BEA00878686 BEA00878687 BEA00878688 BEA0087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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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펫 - Gilson PIPETMAN
Pipette, Gilson PIPETMAN

40년 전통의 세계 표준 피펫	 	
정확하고 정밀한 PIPETMAN Classic 시리즈

가볍고 편리한 PIPETMAN L 시리즈

전자식 PIPETMAN M 시리즈

  완벽한 가변형 공기치환식 피펫으로  
8 모델의 폭넓은 Volume Coverage

  Digital Indicator를 통한 볼륨 세팅으로  
설정 볼륨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

  내화학성의 PVDF와 Stainless Steel로 이루어져  
견고하고 내구성 강한 피펫

 두꺼운 Handle 부분으로 손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
 Dry Seal 기술을 통해 높은 기밀성을 제공하여 장기간 사용 보장

 가장 최신 모델로,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사용감
 Pipetting에 들어가는 힘을 최소화하여 장시간 사용시 편리
  GILSON 고유의 Volume Lock Button을 통해 피펫팅 시  

부피 오차 제거로 향상된 정확도 제공
  내구성이 강한 SUS 재질(-M 모델)과 내화학성이 좋은  

플라스틱(-P 모델) 팁 Ejector 선택
  8채널/12채널 각각 0.5-10 / 2-20 / 20-200 / 20-300 μl의  

Volume Coverage 

 전자식으로 더욱 정확한 피펫팅  
 2개 버튼만으로 완벽한 피펫팅 가능
  직관적 인터페이스 (5가지 모드):  

Pipet, Repetitive, Mix, Reverse, Custom
 Customizable, Lockable, Secure 설정
 Factory Calibration 가능
 다양한 밀도의 액체에 따라 각각 속도조절 가능
  1채널/8채널/12채널로 각각 다양한 볼륨의 모델 제공
  특허 받은 피스톤 드라이브 메커니즘으로 각 채널의 성능이 동일 

(Multi-channel Model)

Thumbwheel
위로밀기

회전하여
볼륨 설정하기

Thumbwheel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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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Accessories

Series Cat. No. Model Volume (µl)

PIPETMAN Classic

BGF144801 P2 0.2-2
BGF144802 P10 1-10
BGF123600 P20 2-20
BGF123615 P100 20-100
BGF123601 P200 50-200
BGF123602 P1000 200-1000
BGF123603 P5000 1000-5000
BGF161201 P10 mL 1-10 mL

Series Cat. No. Model

PIPETMAN 
Classic	
Starter kit

BGF167500 P2, P10, P100
BGF167300 P20, P200, P1000
BGF167400 P5000, P10mL

Series
Cat. No.

Model Volume (µl)with 	
SUS ejector

with 	
plastic ejector

PIPETMAN L

BGFA10001M BGFA10001P P2L 0.2-2
BGFA10002M BGFA10002P P10L 1-10
BGFA10003M BGFA10003P P20L 2-20
BGFA10004M BGFA10004P P100L 10-100
BGFA10005M BGFA10005P P200L 20-200
BGFA10006M BGFA10006P P1000L 100-1000

BGFA10007 P5000L 500-5000
BGFA10008 P10mL L 1-10 ml

PIPETMAN L, 
Multi-channel

BGFA10013 P8x10L
0.5-10

BGFA10014 P12x10L
BGFA10009 P8x20L

2-20
BGFA10010 P12x20L
BGFA10011 P8x200L

20-200
BGFA10012 P12x200L
BGFA10015 P8x300L

20-300
BGFA10016 P12x300L

Series Cat. No. Model Volume (µl)

PIPETMAN M

BGF81022 P10M 0.5-10
BGF81023 P20M 2-20
BGF81013 P100M 5-100
BGF81024 P200M 20-200
BGF81014 P300M 20-300
BGF81015 P1200M 100-1200
BGF81016 P5000M 500-5000
BGF81017 P10mL M 1-10 ml

PIPETMAN M, 	
Multi-channel

BGF81025 P8x10M
0.5-10

BGF81026 P12x10M
BGF81027 P8x20M

1-20
BGF81028 P12x20M
BGF81018 P8x100M

10-100
BGF81019 P12x100M
BGF81029 P8x200M

20-200
BGF81030 P12x200M
BGF81031 P8x300M

10-300
BGF81032 P12x300M
BGF80120 P8x1200M

50-1200
BGF81021 P12x1200M

Cat. No. Description
BGF161401 CARROUSELTM pipette stand
BGF161405 TRIOTM pipette stand
BGF161406 SINGLE pipette holder
BGFB1001 POWER CARROUSELTM pipette stand
BGF807023 Stand adapter (충전식)

   ※ 각 pipette의 전용 tip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WER	CARROUSELTM			
Pipette Stand
충전식 회전 피펫 거치대 (최대 5대)

CARROUSELTM			
Pipette Stand
최대 7대까지 거치 가능한 회전식 피펫 
거치대

TRIOTM		Pipette Stand
최대 3대의 피펫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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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세척기
Ultrasonic Cleaner

강력한 세척력과 편리한 사용의 세척기 시리즈

UCP-10

Model UCP-02 UCP-10 UCP-20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 ~ 70℃ 주변온도 ~ 70℃
Timer 1~99min 1~99min 1~99min
Continuous operating time Max. 4hour Max. 4hour Max. 4hour
Body material ABS ABS ABS
Transducer BLT type BLT type BLT type
Frequency (KHz) 40 40 40
Dimensions
Bath volume (L) 2 10 20
Tank size (W x D x H, mm) 142 x 132 x 104 295 x 240 x 160 500 x 290 x 160
Overall size (W x D x H, mm) 290 x 210 x 200 490 x 368 x 297 721 x 451 x 297
Net weight (kg) 2 11 17

Electrical data
Nominal voltage, Hz 220VAC, 50/60Hz 220VAC, 50/60Hz 220VAC, 50/60Hz
Ultrasonic power (W) 100 300 500
Heater power (W) - 190 320

Cat. No. BDA532011 BDA532012 BDA532013

UCP-02

  구조 기능적 특징
 ●    고출력 BLT Type 진동자에 의한  

강력한 세척력 제공
 ●     기본 제공되는 덮개는 세정액의 증발과  

동작시 세정액이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
 ●    실리콘 밴드 히터를 사용하여 

효율성 및 내구성 우수
 ●    Basket 기본 포함으로 사용 편리
 ●     Drain Valve로 간편한 세척액 배출

  용도에 따른 초음파 출력 모드
 ●    Normal 모드는 일정한 주파수와 

Power로 연속적인 동작
 ●    Pulse 모드는 일정한 주파수와  

Power를 시간에 따라 On/Off 반복 동작
 ●    Sweep 모드는 설정한 주파수가  

일정 범위내에서 변화되면서 동작

  사용 편의적 특징
 ●    Degas 기능으로 용존 가스 제거 (UCP-02 제외)
 ●    Count-down 타이머로 사용 편리 (최대 99분)
 ●    4시간 연속 사용 가능
 ●    과열 방지 기능 포함
 ●    온도 센서 단락 감지 기능 포함
 ●    외부 재질, 용량 등에 따른 모델 제공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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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T-05 UCS-20

  초음파 세정 원리
 ●    초음파 세정이란 피세정물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물리적 (초음파) & 화학적 (세정액) 수단에 의해 
제거하고, 다시 부착되지 않게 하는 것

 ●    초음파 에너지가 용액속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초음파의 압력에 의해 미세 기포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

 ●    극히 짧은 시간에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며 
이 과정에서 피세정물의 깊숙한 곳까지 세정을 수행

그림(a)와 같이 캐비테이션 기포가 폭발 하여 오염물질 사이에 틈을 
만들고 (b)와 같이 그 틈으로 기포들이 침투하여 폭발 함으로써 
완전하게 오염물질을 탈착하게 된다.

(a) 틈을 만듦 (b) 틈으로 기포침투 (c) 분리

세척용액 캐비테이션 기포

피세척물

Specification

Model
분체 도장 모델 UCT-05 UCT-10 UCT-20

Stainless steel 모델 UCS-05 UCS-10 UCS-20
Temperature range 주변온도 ~ 70℃ 주변온도 ~ 70℃ 주변온도 ~ 70℃
Timer 1~99min 1~99min 1~99min
Continuous operating time Max. 4hour Max. 4hour Max. 4hour

Body material UCT ; SUS 430 분체 도장
UCS ; SUS 304

UCT ; SUS 430 분체 도장
UCS ; SUS 304

UCT ; SUS 430 분체 도장
UCS ; SUS 304

Transducer BLT type BLT type BLT type
Frequency (KHz) 40 40 40
Dimensions
Bath volume (L) 5.7 10 20
Tank size (W x D x H, mm) 295 x 160 x 160 295 x 240 x 160 500 x 290 x 160
Overall size (W x D x H, mm) 325 x 230 x 320 325 x 330 x 320 530 x 330 x 297
Net weight (kg) 8 11 15

Electrical data
Nominal voltage, Hz 220VAC, 50/60Hz 220VAC, 50/60Hz 220VAC, 50/60Hz
Ultrasonic power (W) 200 300 500
Heater power (W) 150 190 320

Cat. No. 분체 도장 모델 BDA532021 BDA532022 BDA532023
Stainless steel 모델 BDA532031 BDA532032 BDA5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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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Cleaning Detergent

Model Deconex 11UNIVERSAL Deconex 15PF-x Deconex 16PLUS

특징 실험실 유리제품에 대한 약알칼리 세정제 인산염이 없어 인산염에 민감한 세척에 �
적합한 알칼리 세정제 

부식에 민감한 실험실 기구들에 대한 �
pH중성 세정제 

적용분야
지방의 그을음, 기름, 왁스, 혈흔, 단백질,�
염료, Culture media의 잔유물, 유기 무기
물이나 실린콘의 흔적 제거

지방의 그을음, 기름, 혈흔, 단백질,�
기존 살균된 Cell media의 잔유물 제거

알칼리에 민감한 실험실 기구의 �
오염물질 제거

세척 가능 물질 Borosilicate glass3.3, Duran, quartz  glass, porcelain, stainless steel, polyethylene, polypropylene, �
Teflon, silicone rubber, natural rubber

- + Aluminium,�
anodised aluminium, zinc, tin, 

용량 (L) 1 5 5 5
Chemical/physical Data
pH(1%) 11.8 11.9 7.9
Density (concentrate) 1.10 g/ml 1.10 g/ml 1.06 g/ml

Appearance (concentrate) White emulsion Clear, colorless to slightly yellowish Clear, colorless to yellowish

Cat. No. BAK82101 BAK82102 BAK82111 BAK82121

●    실험실용 초자기구나 용기, 장비의 세척용
●    Normal Cleaning과 Ultrasonic Cleaner용 세정제
●    세정이나 린스 후 잔유물이 남지 않음
●    MSDS 제공
●    희석 및 세척시간

Model 
Normal Cleaning With ultrasound Cleaning 

희석 온도 시간 희석 온도 시간 

Deconex 11UNIVERSAL 1~2% 20~30℃ 1~2h 2~3% 50~70℃ 5~15min 

Deconex 15PF-x 1~2% 20~30℃ 1~2h 2~3% 50~70℃ 5~15min 

Deconex 16PLUS 3~5% 20~30℃ 6~12h 3~5% 60~70℃ 5~1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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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파쇄기
Ultrasonic Processor

세포 파쇄, 분산, 분쇄, 유화 등에 적용

  Application
 ●    제약, 화장품, 식품, 생화학, 의학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액체의 혼합, 분산 및 파쇄 등에 사용
 ●    화학 및 생화학적 반응의 촉진에 사용
 ●    기기의 부품, 초자 세척 등에 사용

  구조 기능적 특징
 ●    세포파쇄, 분산, 분쇄, 균질화, 유화 등의 연구 및  

생산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타입의 초음파 분산기
 ●    구동주파수 최적화를 위한 Auto-tuning 기능과 

Frequency Control 기능
 ●    0~100% 출력 조절 가능 (동작 중에도 출력 조절 가능)
 ●    대형 LCD Display 채용 (24 Charter x 4 Line LCD)
 ●    티타늄 재질의 Booster (증폭기) 와 Horn 사양으로  

산과 같은 부식성 시료에도 가능
 ●    Overload Protect System 채용으로 온도 및  

임피던스에 의한 제어 가능 (안정성)
 ●    Interface System (로터리엔코더, 맴브레인 키패드, 

RS232/422 Command) 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더함
 ●    Auto Mode와 Manual Mode 설정으로 시간 및  

연속 분산 설정 가능

 Accessories (기본 제공)
    ㆍ�Sound Enclosure (Aluminum Profile)
    ㆍ�Temperature Probe, Support Jack
    ㆍ�Manual
    ㆍ�Connect cable
    ㆍ�Line cord

STH-750S
with Accessories (기본 제공) 

Model STH-750S STH-2000S

Generator

Frequency (kHz) 20 20
Input power AC 220V / 60Hz / 3A AC 220V / 60Hz / 10A
Output power (W) 750 2000
Dimension (W x D x H, mm) 370 x 350 x 140 370 x 450 x 140

Converter STW6420E STE6520E
Booster (Titanium) STB4824 STB6035
Horn (Titanium) ø3 ~ ø15 ø30 ~ ø40 
Processing capability (ml) 500 ~ 1000 2000 ~ 3000
Temp Sensor ○ ○
PC Linker System (Option) ○ ○

Cat. No. BDA650101 BDA650102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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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1차수) 제조 장치
Pure Water Purification

표시 정보/형태에 따른 3가지 Pure 시리즈 (Mini, Dream, Wellix)
각 시리즈는 생산량에 따라 2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총 6모델 선택 가능

  Mini Pure
 ●     16 x 2 라인 Blue Backlight LCD 사용 
 ●    수질 보정용 센서가 내장되어 순도가 실시간 표시 
 ●    초기 작동 시 자가 진단 기능 
 ●    순도 저하 시 경고 및 교체 메시지가 문자로 표시 
 ●    기기 작동 중에 기능 키 확인 가능 
 ●    팩 형식의 필터로 교체 용이 (금형사출)
 ●    사용이 편리하고 Compact한 사이즈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

  Dream Pure
 ●    16 x 2라인 Blue Backlight LCD사용
 ●    수질 보정용 센서가 내장되어 순도가 실시간 표시
 ●    초기 작동 시 자가 진단 기능
 ●    필터의 잔량이 %로 표시
 ●    순도 저하 시 경고 및 교체 메시지가 문자로 표시
 ●    기기 작동 중에 기능 키 확인 가능
 ●    배수 자동 조절 기능 내장
 ●     필터 팩의 위치 자동 인식 (에러 시 문자 표시)
 ●    팩 형식의 필터로 교체 용이 (금형사출)
 ●    전면 도어가 열려 필터 교체가 용이
 ●    사용이 편리하고 Compact한 사이즈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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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ix Pure
 ●    20 x 4라인 Blue Backlight LCD사용
 ●    입수온도 및 입수순도 실시간 표시
 ●    필터 교체 시 기기 내부압 자동으로 제거
 ●    순도 저하 시 경고 및 교체 메시지가 문자로 표시
 ●     배수 자동 조절 기능 내장
 ●    필터 팩의 위치 자동으로 인식 (에러 시 문자 표시)
 ●     전면 도어가 열려 필터 교체가 용이
 ●    수질 및 온도를 한 화면에 표시
 ●    초기 작동시 자가 진단 기능
 ●    기기 동작 시간 표시
 ●    기기 작동중에 기능 키 확인 가능
 ●     필터 교체 시점을 음성으로 알림
 ●    필터 잔량을 %로 표시

순수 제거효율 (Rejection Rate)

Model Mini
PureⅠ PureⅡ

생산량 Max. 13 L/hr Max. 23 L/hr
화면표시 Pure water(P.W) : 0 ~ 200 ㎲/㎝
기본필터 및 액세서리 Prefilter, A/C filter, Mini P.W Pack, Power cord, Tube, Level sensor, Manual
Dimensions (W x D x H, mm) 200 x 450 x 445
Electrical requirements 230Vac, 50/60㎐, 60W
Cat. No. BMD08141 BMD08142

Model
Dream Wellix

PureⅠ PureⅡ PureⅠ PureⅡ
생산량 Max. 15 L/hr Max. 25 L/hr Max. 27 L/hr Max. 37 L/hr

화면표시 Pure water(P.W) : 0 ~ 200 ㎲/㎝
Pure water(P.W) : 0 ~ 200 ㎲/㎝
Input water(I.W) : 0 ~ 600 ㎲/㎝
Input Temp.(I.T) : 0 ~ 99.9℃

기본필터 및 액세서리 Guard Pack, Dream P.W Pack, Power cord, Tube, �
Level sensor, Manual

Guard Pack, Ultra Pack, Wellix P.W Pack, Power cord, Tube, �
Level sensor, Manual

Dimensions (W x D x H, mm) 315 x 492 x 517 400 x 492 x 517
Electrical requirements 230Vac, 50/60㎐, 60W 230Vac, 50/60㎐, 60W
Cat. No. BMD08101 BMD08102 BMD08201 BMD08202

일가이온 96~99% 다가이온 97~99% Particle 99%

미생물 99.90% 유기물 99% Pyrogen 99%

Specification

Accessories Filter, Ultra Pure& Pure Water Pack, Ultra Pack, Guard Pack, CarboyPage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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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3차수) 제조 장치
Ultra Pure Water Purification

  Mini Mega
 ●    16 x 2 라인 Blue Backlight LCD 사용 
 ●    초기 작동 시 자가 진단 기능 
 ●    순도 저하 시 경고 및 교체 메시지가 문자로 표시 
 ●    기기 작동 중에 기능 키 확인 가능 
 ●    수질 보존용 센서 내장으로 순도가 실시간 표시
 ●    팩 형식의 필터로 교체 용이 (금형사출)
 ●    사용이 편리하고 Compact한 사이즈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

  Dream Mega 
 ●    16 x 2라인 Blue Backlight LCD사용
 ●    초기 작동 시 자가 진단 기능
 ●    순도 저하 시 경고 및 교체 메시지가 문자로 표시
 ●    필터 팩의 위치 자동 인식 (에러 시 문자 표시)
 ●    전면 도어가 열려 필터 교체가 용이
 ●    수질 보정용 센서가 내장되어 순도가 실시간 표시
 ●    필터의 잔량이 %로 표시
 ●    기기 작동 중에 기능 키 확인 가능
 ●    팩 형식의 필터로 교체 용이 (금형사출)
 ●    사용이 편리하고 Compact한 사이즈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

표시 정보/형태에 따른 3가지 Mega 시리즈 (Mini, Dream, Wellix)
UV Lamp, UF Filter의 추가 유무에 따라 총 9모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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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순수 제거효율 (Unit : ppb)
K <0.02 Ni <0.04 Cl - <0.01
Na <0.02 Al <0.05 NO2

- <0.02
Cr <0.007 Cu <0.05 NO3

- <0.02
Zn <0.02

Model Mini Mega
생산량 Max. 40 L/hr
화면표시 Ultra Pure water(U.W) : 0 ~ 18.2㏁.cm 
기본필터 및 액세서리 Mega U.W Pack, Power cord, Tube, Level sensor, Manual
Dimensions (W x D x H, mm) 200 x 450 x 445
Electrical requirements 230Vac, 50/60㎐, 60W
Cat. No. BMD08143

Model Dream Mega Wellix Mega
Simple TOC Cella Finesta Simple TOC Cella Finesta

Feature
0.2 ㎛ final Filter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UV Lamp - Standard - Standard - Standard - Standard
0.05㎛ UF filter - - Standard Standard - - Standard Standard

Water 
Quality

TOC(ppb) 5-10 1-5 5-10 1-5 5-10 1-5 5-10 1-5

Endotoxin (Pyrogen) - - <0.001
Eu/㎖

<0.001
Eu/㎖ - - <0.001

Eu/㎖
<0.001
Eu/㎖

Particles(0.2 ㎛) <1/㎖ <1/㎖ <1/㎖ <1/㎖ <1/㎖ <1/㎖ <1/㎖ <1/㎖
Bacteria <1cfu/㎖ <1cfu/㎖ <1cfu/㎖ <1cfu/㎖ <1cfu/㎖ <1cfu/㎖ <1cfu/㎖ <1cfu/㎖

생산량 Max. 45 L/hr Max. 50 L/hr

화면표시 Ultra Pure water(U.W) : 0 ~ 18.2㏁.cm 
Input water(P.W) : 0 ~ 600 ㎲/㎝
Ultra Pure water(U.W) : 0 ~ 18.2㏁.㎝
Temperature : 0 ~ 99.9℃

기본필터 및 액세서리 Mega U.W Pack, 0.2 ㎛ Final filter
Power cord, Tube, Level sensor, Manual

Mega U.W Pack, 0.2 ㎛ Final filter
Power cord, Tube, Level sensor, Manual

Dimensions (W x D x H, mm) 315 x 492 x 517 400 x 492 x 517
Electrical requirements 230Vac, 50/60㎐, 60W 230Vac, 50/60㎐, 60W
Cat. No. BMD08131 BMD08132 BMD08133 BMD08134 BMD08231 BMD08232 BMD08233 BMD08234

  Wellix Mega
 ●    20 x 4라인 Blue Backlight LCD사용
 ●    입수온도 및 입수순도 실시간 표시
 ●    필터 교체 시 기기 내부압 자동으로 제거
 ●     순도 저하 시 경고 및 교체 메시지가 문자로 표시
 ●    필터 팩의 위치 자동으로 인식 (에러 시 문자 표시)
 ●    전면 도어가 열려 필터 교체가 용이
 ●    수질 및 온도를 한 화면에 표시
 ●    초기 작동시 자가 진단 기능
 ●    기기 동작 시간 표시
 ●    기기 작동중에 기능 키 확인 가능
 ●    필터 교체 시점을 음성으로 알림
 ●    필터 잔량을 %로 표시

Specification

Accessories Filter, Mega Ultra Pure Water Pack, UV Lamp, CarboyPage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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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 초순수 제조 장치
Pure & Ultra Pure Water Purification

  Dream Plus 
 ●    16 x 2라인 Blue Backlight LCD사용
 ●    수질 보정용 센서가 내장되어 순도가 실시간 표시
 ●    초기 작동 시 자가 진단 기능
 ●    필터의 잔량이 %로 표시
 ●    순도 저하 시 경고 및 교체 메시지가 문자로 표시
 ●    기기 작동 중에 기능 키 확인 가능
 ●    배수 자동 조절 기능 내장
 ●    필터 팩의 위치 자동 인식 (에러 시 문자 표시)
 ●    팩 형식의 필터로 교체 용이 (금형사출)
 ●    전면 도어가 열려 필터 교체가 용이

  Wellix Plus 
 ●    2 x 4라인 Blue Backlight LCD사용
 ●    입수온도 및 입수순도 실시간 표시
 ●    필터 교체 시 기기 내부압 자동으로 제거
 ●    순도 저하 시 경고 및 교체 메시지가 문자로 표시
 ●    배수 자동 조절 기능 내장
 ●    필터 팩의 위치 자동으로 인식 (에러 문자 표시)
 ●    전면 도어가 열려 필터 교체가 용이
 ●    수질 및 온도를 한 화면에 표시
 ●    초기 작동 자가 진단 기능 
 ●    기기 동작 시간 표시
 ●    기기 작동 중에 기능 키 확인 가능
 ●    필터 교체 시점을 음성으로 알림
 ●    팩 형식의 필터로 교체 용이 (금형사출)
 ●    필터 잔량을 %로 표시

표시 정보/형태에 따른 2가지 Plus 시리즈 (Dream, Wellix)
UV Lamp, UF Filter의 추가 유무에 따라 총 16모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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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제거효율 (Rejection Rate)

초순수 제거효율 (Unit : ppb)
K <0.02 Ni <0.04 Cl - <0.01
Na <0.02 Al <0.05 NO2

- <0.02
Cr <0.007 Cu <0.05 NO3

- <0.02
Zn <0.02

Model Dream PlusⅠ Dream Plus Ⅱ
Simple TOC Cella Finesta Simple TOC Cella Finesta

Feature
0.2 ㎛ final Filter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UV Lamp - Standard - Standard - Standard - Standard
0.05 ㎛ UF Filter - - Standard Standard - - Standard Standard

Water 
Quality

TOC (ppb) 5-10 1-5 5-10 1-5 5-10 1-5 5-10 1-5

Endotoxin (Pyrogen) - - <0.001
Eu/㎖

<0.001
Eu/㎖ - - <0.001

Eu/㎖
<0.001
Eu/㎖

Particles (0.2 ㎛) <1/㎖ <1/㎖ <1/㎖ <1/㎖ <1/㎖ <1/㎖ <1/㎖ <1/㎖
Bacteria <1cfu/㎖ <1cfu/㎖ <1cfu/㎖ <1cfu/㎖ <1cfu/㎖ <1cfu/㎖ <1cfu/㎖ <1cfu/㎖

생산량 Max. 15 L/hr(P.W 기준) Max. 25 L/hr(P.W 기준)

화면표시 Pure water(P.W) : 0 ~ 200 ㎲/㎝
Ultra Pure water(U.W) : 0 ~ 18.2㏁.cm 

기본필터 및 액세서리 Guard Pack, Dream P.W Pack, Plus U.W Pack, 0.2 ㎛ Final filter,
Power cord, Tube, Level sensor, Manual

Dimensions (W x D x H, mm) 400 x 505 x 517
Electrical requirements 230Vac, 50/60㎐, 60W

Cat. No. BMD
08111

BMD
08112

BMD
08113

BMD
08114

BMD
08121

BMD
08122

BMD
08123

BMD
08124

Model
Wellix PlusⅠ Wellix Plus Ⅱ

Simple TOC Cella Finesta Simple TOC Cella Finesta

Feature
0.2 ㎛ final Filter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UV Lamp - Standard - Standard - Standard - Standard
0.05 ㎛ UF Filter - - Standard Standard - - Standard Standard

Water 
Quality

TOC (ppb) 5-10 1-5 5-10 1-5 5-10 1-5 5-10 1-5

Endotoxin (Pyrogen) - - <0.001
Eu/㎖

<0.001
Eu/㎖ - - <0.001

Eu/㎖
<0.001
Eu/㎖

Particles (0.2 ㎛) <1/㎖ <1/㎖ <1/㎖ <1/㎖ <1/㎖ <1/㎖ <1/㎖ <1/㎖
Bacteria <1cfu/㎖ <1cfu/㎖ <1cfu/㎖ <1cfu/㎖ <1cfu/㎖ <1cfu/㎖ <1cfu/㎖ <1cfu/㎖

생산량 Max. 27 L/hr(P.W 기준) Max. 37 L/hr(P.W 기준)

화면표시
Input water(I.W) : 0 ~ 600 ㎲/㎝
Pure water(P.W) : 0 ~ 200 ㎲/㎝
Ultra Pure water(U.W) : 0 ~ 18.2㏁.㎝
Input Temp.(I.T) : 0 ~ 99.9℃ 

기본필터 및 액세서리 Guard Pack, Wellix P.W Pack, Plus U.W Pack, 0.2 ㎛ Final filter
Power cord, Tube, Level sensor, Manual

Dimensions (WxDxH, mm) 400 x 492 x 517
Electrical requirements 230Vac, 50/60㎐, 60W

Cat. No. BMD
08211

BMD
08212

BMD
08213

BMD
08214

BMD
08221

BMD
08222

BMD
08223

BMD
08224

일가이온 96~99% 다가이온 97~99% Particle 99%

미생물 99.90% 유기물 99% Pyrogen 99%

Specification

Accessories Guard Pack, Pure Water Pack, Carboy Page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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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for Water Purification

Pretreatment Filter Set Mini Prefilter & A/C Filter Guard Pack

Cat. No. Description Suitable for

BMD08410 Guard pack

Dream Pure I/II
Dream Plus I/II
Wellix Pure I/II
Wellix Plus I/II

Cat. No. Description Suitable for
BMD08426 Pretreatment filter set All model

Cat. No. Description Suitable for
BMD08421 Mini prefilter Mini Pure I/II

Cat. No. Description Suitable for
BMD08422 Mini A/C filter Mini Pure I/II

Cat. No. Description Suitable for
BMD08417 Mini pure water pack Mini Pure I/II

BMD08413 Pure water pack Dream Pure I
Dream Plus I

BMD08414 Pure water pack Dream Pure II
Dream Plus II

BMD08411 Pure water pack Wellix Pure I
Wellix Plus I

BMD08412 Pure water pack Wellix Pure II
Wellix Plus II

Cat. No. Description Suitable for
BMD08416 Ultra pack Wellix Pure I/II

Cat. No. Description Suitable for

BMD08418 Mega ultra pure water  
pack

Mini Mega
Dream Mega
Wellix Mega

Cat. No. Description Suitable for

BMD08415 Ultra pure water pack Dream Plus I/II
Wellix Plus I/II

Cat. No. Description Suitable for
AAAJ3021 Round carboy, 10 L

All modelAAAJ3031 Round carboy, 20 L 
AAAJ3111 Rectangular carboy, 10 L
AAAJ3121 Rectangular carboy, 20 L

Mini Pure Water Pack Pure Water Pack Mega Ultra Pure Water Pack

Ultra Pure Water Pack Ultra Pack Car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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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Final Filter UV Lamp 0.04 ㎛ UF Filter

Cat. No. Description Suitable for

BMD08424 0.2 ㎛ Final filter

Dream Mega
Wellix Mega
Dream Plus I/II
Wellix Plus I/II

Cat. No. Description Suitable for

BMD08423 UV lamp

Dream Mega
Wellix Mega
Dream Plus I/II
Wellix Plus I/II

Cat. No. Description Suitable for

BMD08425 0.04 ㎛ UF filter

Dream Mega
Wellix Mega
Dream Plus I/II
Wellix Plus I/II

Accessories 구성표

Model
순수(1차수) 제조장치 초순수(3차수) 제조장치 

Mini Dream Wellix Mini
Mega

Dream Mega Wellix Mega
PureⅠ PureⅡ PureⅠ PureⅡ PureⅠ PureⅡ Simple TOC Cella Finesta Simple TOC Cella Finesta 

Pretreatment Filter Set ○ ○ ○ ○ ○ ○ ○ ○ ○ ○ ○ ○ ○ ○ ○

Mini Prefilter ● ● - - - - - - - - - - - - -

Mini A/C filter ● ● - - - - - - - - - - - - -

Guard Pack - - ● ● ● ● - - - - - - - - -

Pure Water Pack ● ● ● ● ● ● - - - - - - - - -

Ultra Pack - - - - ● ● - - - - - - - - -

Mega Ultra 
Pure Water Pack

- - - - - - ● ● ● ● ● ● ● ● ●

UV Lamp - - - - - - - - ● - ● - ● - ●

0.05 ㎛ UF Filter - - - - - - - - - ● ● - - ● ●

0.2 ㎛ Final Filter - - - - - - - ● ● ● ● ● ● ● ●

Reservoir ● ● ● ● ● ● ● ● ● ● ● ● ● ● ●

Model
순수 & 초순수(1차수 & 3차수) 제조장치 

Dream PlusⅠ Dream PlusⅡ Wellix PlusⅠ Wellix PlusⅡ
Simple TOC Cella Finesta Simple TOC Cella Finesta Simple TOC Cella Finesta Simple TOC Cella Finesta 

Pretreatment Filter Set ○ ○ ○ ○ ○ ○ ○ ○ ○ ○ ○ ○ ○ ○ ○ ○

Guard Pack ● ● ● ● ● ● ● ● ● ● ● ● ● ● ● ●

Pure Water Pack ● ● ● ● ● ● ● ● ● ● ● ● ● ● ● ●

Ultra Pure Water Pack ● ● ● ● ● ● ● ● ● ● ● ● ● ● ● ●

UV Lamp - ● - ● - ● - ● - ● - ● - ● - ●

0.05 ㎛ UF Filter - - ● ● - - ● ● - - ● ● - - ● ●

0.2 ㎛ Final Filter ● ● ● ● ● ● ● ● ● ● ● ● ● ● ● ●

Reservoir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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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감압 농축기
Rotary Evaporator

실사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감압 농축기

  메모리 기능으로 편리하게 컨트롤
 ●    터치 방식의 리모트 컨트롤러 (RC 900)로  

후드 밖이나 먼 거리에서도 증발 파라메터 조절
 ●    플라스크 위치와 회전 속도를 저장하여  

간편하게 사용 

  고성능의 콘덴서와 진공 시스템
 ●    최적화된 콘덴서 디자인으로 농축효율 증대
 ●    플라스틱 코팅 콘덴서는 몸체와  용접되어 있어 

사용자 안전 최대화
 ●    PTFE 진공 Seal이 장착되어 수명이 길어 

유지관리 최소화

  뛰어난 안전성
 ●    플라스크 체결 시 클립이 걸릴 때까지 플라스크를 

가볍게 밀어 체결하는 구조
 ●    플라스크 각도는 간단히 Knob만 돌려 부드럽고  

섬세하게 최적의 위치 조절
 ●    수조는 선이 없는 구조로 사용 시 안전하고 편리

Model RC 900 RC 600
Cooling type Vertical type Vertical type

Heating bath 
Temperature range (℃) Amb. to 180 Amb. to 180

Coolant supply parameters (chilled condenser) 
Permissible pressure (bar) 3 3
Permissible temperature (℃) -15 to 20 -15 to 20
Coolant coated surface (cm2) 1230 1230
Cooling type plastic coated glassware plastic coated glassware

Parameters of evaporation flask
Size of evaporation flask (ml) 50 to 3000 50 to 3000
Rotation speed  (rpm) 25 to 250 25 to 250
Length of stroke (mm) 150 150
Lifting speed (mm/s) 38 38
Evaporation flask joint 24/40 24/40

Remote control unit
Wireless range approx. 50m without obstacles -
Type of display LCD black/white LCD black/white

General data

Dimensions (W x D x H, mm) 431 x 447 x 464 : without glass
487 x 447 x 823 : with glass

431 x 453 x 464 : without glass
487 x 453 x 823 : with glass

Cat. No. BEA00787690 BEA00787660

Specification

R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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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uum Pump
 ●  Diaphragm Pump : PTFE 재질로 되어 있어 내화학성 우수
 ●  Electric Aspirator : 물에 의한 저진공을 빠르게 형성
 ●  Vacuum Control System : 진공 펌프, 진공 컨트롤러, 

콘덴서, Seperator가 결합된 구조
 ●    Vacuum Control Unit : 진공 조절 밸브로 원하는 진공도를 

유지하는 진공 컨트롤러

Cat. No. Description Model
BEA00878604 Diaphragm pump, 20 L/min N820G
BEA00878605 Diaphragm pump, 34 L/min N840G
BEA00878602 Diaphragm pump, 20 L/min N820.3FT.18
BEA00878601 Diaphragm pump, 34 L/min N840.3FT.18
BEA00878612 Diaphragm pump, 34 L/min N842.3FT.40.18
BEA00878613 Diaphragm pump, 60 L/min N860.3FT.40.18
AAH71011K Electric aspirator, 18 L/min VE-11

BEA00878631 Vacuum control system, 6-20 L/min SC 920
BEA00878632 Vacuum control system, 10-50 L/min SC 950
BEA00878633 Vacuum control unit VC 900

   ※ �자세한 정보는 Page 200 ~ 205 참조

  Functional Table
 ● 감압 농축기, 칠러, 진공 펌프의 On/Off가 가능하여, 편리한 사용
 ● 각종 소모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

Cat. No. Description
AAAF4015 TE-G, Evaporator table

  Chiller
 ●    Compact 디자인으로 설치/사용 편리
 ●    Rotary Evaporator 연결 사용에 최적화
 ●    해외 규격에 따른 검증된 성능 및 내구성

Model RC-05
Temperature -20 to 30 ℃
Cooling capacity, max (at 20 ℃) 580 W
Pump flow rate, max 26 L/min
Pump pressure, max 0.7 bar
Filling volume 5 L
for tubing dia 9.5 mm
Dimension (W x D x H, mm) 300 x 550 x 530
Cat. No. ACH651012K

   ※ �자세한 정보는 Page 46 참조
   ※ �According to DIN 12876
   ※ �Temperature stability / Cooling capacity / �

Pump data : Ethanol

Evaporator

+

Vacuum Pump Vacuum Controller

기본구성 추가구성

Chiller

회전식 감압농축기 사용을 위한 최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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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d



실험실 
안전 작업대
Laboratory Table & 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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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kg

150kg
over



Multi-functional Steel Laboratory Table
다목적 철재 실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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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mm)

다목적 철재 
실험대

• 높은 하중에도 견고한 다목적 철재 실험대
• 배치에 따라 중앙형 / 벽면형 / 코너형 

콘센트형/
상부선반형/
상부시약장형/
상부선반램프형/
상부시약장램프형

1000�
1200�
1500�
1800�
2100

750
1000
1500

800 224

다목적 철재 
작업대

• 간편하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작업대�
• 연구/실험 시 편안함을 제공하는 실험실 의자 너비에 따라 선택

750
1200�
1500�
1800

750 800 228

싱크 실험대 • 높은 하중에도 견고한 다목적 철재 실험대
• 내화학성이 뛰어난 PP 재질 싱크볼 기본 장착 일반용/화학용 750�

1500 750 800 229

실험실 의자 
및 하부장

•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한 하부장�
• �모듈 구조로 되어 있어 여러 개의 하부장을 �
다양하게 조합 가능

의자: 요추받침형/�
등받이형/ 스툴형
하부장: 서랍형 �
(철재/목재) 

400�
285�
435

600 720 230

실험대

Description 용도 Page
Width Depth Height

연구용 실험기기
Laboratory Equipment 

실험/의료용 냉장 & 냉동고
Refrigerator & Freezer

안전 보관함&시약장
Safety Storage & Cabinet

환경 신뢰성 시험 장비
Environmental Test Equipment

건조기 & 배양기 
진탕기 & 진탕배양기
항온 순환 수조 & 칠러
교반기 & 믹서
고압멸균기
전기로

실험실 냉장 & 냉동고
필터형 냉장 시약장
초저온 냉동고
백신 냉장고
약품 냉장고
백신 냉동고

인화성위험물보관함 
산/염기 물질 보관함
필터 내장형 시약장
고압 용기 보관함
자동 제습 보관함
다목적 보관함

항온항습기
온도 시험 챔버
산업용 오븐
열충격 시험기
온도/온습도 사이클 시험 챔버
칠러

Page 18

Page 300

Page 260

Page 338

223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년 보증 무상 A/S

Dimensions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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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선반형, 중앙형 (Gray)
with Shelves 2개 (기본제공),  
유틸리티 박스 커버 (콘센트용) 2개 (Option)

상부 시약장형, 벽면형 (Gray)
with Shelf 1개, Cabinet 1개 (기본제공),  
유틸리티 박스 커버 (콘센트용) 2개 (Option)

콘센트형, 코너형 (Gray)

다목적 철재 실험대
Multi-functional Steel Laboratory Table

국제 과학 실험장비 기구 SEFA10의 하중 테스트 
규격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견고한 철재 실험대

  구조 기능적 특징
   ●  고강도 철재 프레임 구조로 하중 안정성 우수  

(최대 540 kg 자체 하중 테스트 완료)
   ●  분체도장으로 알루미늄 대비 우수한 내구성과 내화학성
   ●  철재구조로 목재 대비 우수한 내연성
   ●  이동 및 재설치가 용이한 모듈식 디자인

  사용 편의적 특징
   ●  모션 센서 램프 적용으로 직접 터치하지 않아도  

램프 점등이 가능 (램프형)
   ●  고객 맞춤형 유틸리티 박스 구성으로  

원하는 위치에 탈부착 가능 (가스콕/멀티콘센트)
   ●  상부 포스트에 전기, 수도, 가스라인 등의  

공간 제공 및 편리한 사후 관리  
(상부선반/상부시약장형)

높이 800 mm로 다양한 하부 수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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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및 재설치가 용이한 Modular Design
   모듈 기반 현장 조립 제품으로, 운송 및 조립이 용이 

따라서 실험실 이전 혹은 리모델링 시에 분리 운반 및 재조립하거나,  
사용 목적의 변경 시에 필요 모듈만 추가 구매하여 장착

  견고한 구조의 Steel 실험대
   · 고강도 철재 프레임을 사용 

· 540 kg 정적 하중 테스트 및 150 kg 선반 하중 테스트 완료  
   (중앙형, SEFA10 기준 자체 검증) 
· KS G 3009-1579 규격 실험대 시험 검증 완료

  모션 센서 LED 조명 (램프형)
   ·  실험 중 조명 스위치에 접촉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0 cm 이내에서 작동되는  
편리한 모션 센서 점등 LED 장착

   · 단계별 밝기 조절 가능

  고객 맞춤형 유틸리티 구성
   · 가스콕, 멀티콘센트, USB 충전단자 등 다양한 구성 제공 (option)
   ·  연구자의 신장을 고려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선반 

(높이 조절 및 탈부착 가능)

  Phenolic laminate 재질의 안전한 워크탑
   고급형
   · SEFA3-2010 (국제과학실험장비기구) 규격의 내화학성 테스트 통과 

· NEMA (미국표준협회 LD3-2005) 테스트 통과 
· SGS (10개 항목) 화학저항성 테스트 통과 
· EN438 (오염 및 스크래치 등) 테스트 통과 
· GreenGuard Gold 친환경 인증 
· 99.99%의 항균력 검증 (특허)

  일반형 
   · 상/하부 2.5 mm 컴팩트 패널 부착 

· 양면 내화학 처리로 휘어짐 최소화 
· SGS (검수기관)을 통해 ISO 4586-2 상온 안정성,  
    EN438-2 내습열성 테스트 통과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한 내화학성 테스트 완료

540kg

150kg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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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mage
Model

Width Depth Height Color  
(Worktop) Figure

Basic Lamp

상부 선반형,  
중앙형

LT-S120-W2G LT-S120-W2GL 1200

1500 2000

Gray

LT-S120-W2B LT-S120-W2BL 1200 Black

LT-S150-W2G LT-S150-W2GL 1500 Gray

LT-S150-W2B LT-S150-W2BL 1500 Black

LT-S180-W2G LT-S180-W2GL 1800 Gray

LT-S180-W2B LT-S180-W2BL 1800 Black

LT-S210-W2G LT-S210-W2GL 2100 Gray

LT-S210-W2B LT-S210-W2BL 2100 Black

상부 선반형,  
벽면형

LT-S120-W1G LT-S120-W1GL 1200

750 2000

Gray

LT-S120-W1B LT-S120-W1BL 1200 Black

LT-S150-W1G LT-S150-W1GL 1500 Gray

LT-S150-W1B LT-S150-W1BL 1500 Black

LT-S180-W1G LT-S180-W1GL 1800 Gray

LT-S180-W1B LT-S180-W1BL 1800 Black

LT-S210-W1G LT-S210-W1GL 2100 Gray

LT-S210-W1B LT-S210-W1BL 2100 Black

상부 시약장형, 
중앙형

LT-C120-W2G LT-C120-W2GL 1200

1500 2000

Gray

LT-C120-W2B LT-C120-W2BL 1200 Black

LT-C150-W2G LT-C150-W2GL 1500 Gray

LT-C150-W2B LT-C150-W2BL 1500 Black

LT-C180-W2G LT-C180-W2GL 1800 Gray

LT-C180-W2B LT-C180-W2BL 1800 Black

LT-C210-W2G LT-C210-W2GL 2100 Gray

LT-C210-W2B LT-C210-W2BL 2100 Black

상부 시약장형, 
벽면형

LT-C120-W1G LT-C120-W1GL 1200

750 2000

Gray

LT-C120-W1B LT-C120-W1BL 1200 Black

LT-C150-W1G LT-C150-W1GL 1500 Gray

LT-C150-W1B LT-C150-W1BL 1500 Black

LT-C180-W1G LT-C180-W1GL 1800 Gray

LT-C180-W1B LT-C180-W1BL 1800 Black

LT-C210-W1G LT-C210-W1GL 2100 Gray

LT-C210-W1B LT-C210-W1BL 2100 Black

Specification (단위: mm)

LT-S120

LT-C120

LT-S180

LT-C180

LT-S150

LT-C150

LT-S210

LT-C210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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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mage
Model

Width Depth Height Color  
(Worktop) Figure

Basic Lamp

콘센트형,  
중앙형

LT-M120-W2G 1200

1500 800

Gray

LT-M120-W2B 1200 Black

LT-M150-W2G 1500 Gray

LT-M150-W2B 1500 Black

LT-M180-W2G 1800 Gray

LT-M180-W2B 1800 Black

LT-M210-W2G 2100 Gray

LT-M210-W2B 2100 Black

콘센트형,  
벽면형

LT-M120-W1G 1200

750 800

Gray

LT-M120-W1B 1200 Black

LT-M150-W1G 1500 Gray

LT-M150-W1B 1500 Black

LT-M180-W1G 1800 Gray

LT-M180-W1B 1800 Black

LT-M210-W1G 2100 Gray

LT-M210-W1B 2100 Black

콘센트형,  
코너형

LT-M100-W1G 1000

1000 800

Gray

LT-M100-W1B 1000 Black

Dimensions

(단위: mm)

Accessories Page 231 실험대 다리 연결 브라켓, 상부 포스트 연결 브라켓, 실험대 고정 브라켓, 가스콕, 유틸리티 박스 커버, 누전차단기

LT-M120

LT-M180

LT-M150

LT-M210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싱크대 750 top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위치 길이 (mm)

A (상부선반~상부마감)1) 300
A’ (중간선반~상부선반)1) 350
A’’ (시약장 내부 높이) 304
B (워크탑~유틸리티박스) 337
C (유틸리티 박스 높이) 165
D (하부 공간 높이)2) 730
D’ (하부 가림판 높이) 430
E (중앙형/벽면형 시약장 내부 깊이) 185 / 250
E’ (중앙형/벽면형 선반 세로 폭) 440 / 290
F (상부 포스트 폭) 140

   1) 선반은 53 mm 간격으로 조절 설치 가능
   2) 조절발로 최대 30 mm 증가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싱크대 750 top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싱크대 750 top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A

E
E'

F

A’’
53 mm 
간격

A’

C2000 B

D’
D

1200/1500/1800/2100 750 1500

LT-M100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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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W150-B1

다목적 철재 작업대
Multi-functional Steel Workstation

간편하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작업대

  구조 기능적 특징
   ●  고강도 철재 프레임 구조로 하중 안정성 우수  

(최대 540 kg 자체 하중 테스트 완료)
   ●  분체도장으로 알루미늄 대비 우수한 내구성과 내화학성
   ●  철재구조로 목재 대비 우수한 내연성
   ●  이동 및 재설치가 용이한 모듈식 디자인

Model Width Depth Height Color (Worktop) Figure

LT-W075-G1
750 750 800

Gray
LT-W075-B1 Black
LT-W120-G1

1200 750 800
Gray

LT-W120-B1 Black
LT-W150-G1

1500 750 800
Gray

LT-W150-B1 Black
LT-W180-G1

1800 750 800
Gray

LT-W180-B1 Black

Specification (단위: mm)

  견고한 구조의 Steel 실험대
   · 고강도 철재 프레임을 사용 

· 540 kg 정적 하중 테스트 완료 
   (SEFA10 기준 자체 검증)) 
· KS G 3009-1579 규격 실험대 시험 검증 완료

  Phenolic laminate 재질의 안전한 워크탑
   · 상/하부 2.5 mm 컴팩트 패널 부착 

· 양면 내화학 처리로 휘어짐 최소화 
· SGS (검수기관)을 통해 ISO 4586-2 
· 상온 안정성, EN438-2 내습열성 테스트 통과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한 내화학성 테스트 완료 

540kg

LT-W075 LT-W120 LT-W150 LT-W180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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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K150-W1G
with 3구 화학 수전,  
PP 싱크볼, 유리 가드 (기본제공)

철재 싱크 실험대
Laboratory Sink Table

내화학성이 뛰어난 PP 재질의 싱크볼이 장착

  구조 기능적 특징
   ●  유리 가드로 세척용액이 튀는 것을 방지
   ●  강화 유리 재질의 유리 가드는  

파손 시에 유리 비산이 없어 안전
   ●  사용 용도에 따라 수전 제공 

(일반수전, 기본형 3구 수전 중 택1) 
(고급형 3구 수전은 Option)  

   ●  분체 도장 철재 프레임

Model Width Depth Height Color (Worktop) Figure

LT-K075-W1G
750 750 800

Gray
LT-K075-W1B Black
LT-K150-W1G

1500 750 800
Gray

LT-K150-W1B Black

Specification (단위: mm)

  Phenolic laminate 재질의 안전한 워크탑
   고급형
   · SEFA3-2010 (국제과학실험장비기구) 규격의 내화학성 테스트 통과 

· NEMA (미국표준협회 LD3-2005) 테스트 통과 
· SGS (10개 항목) 화학저항성 테스트 통과 
· EN438 (오염 및 스크래치 등) 테스트 통과 
· GreenGuard Gold 친환경 인증 
· 99.99%의 항균력 검증 (특허)

  일반형 
   · 상/하부 2.5 mm 컴팩트 패널 부착 

· 양면 내화학 처리로 휘어짐 최소화 
· SGS (검수기관)을 통해 ISO 4586-2 상온 안정성,  
    EN438-2 내습열성 테스트 통과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한 내화학성 테스트 완료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싱크대 750 top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싱크대 750 top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위치 길이 (mm)

G (싱크대_유리 가드 짧은 높이) 165
G' (싱크대_유리가드 긴 높이) 245
H (싱크대_화학 수전 사용 높이)1) 408
I (화학 수전 앞으로 나온 폭)1) 160
J (싱크볼 최대 깊이) 320
K (750/1500 싱크볼 가로폭) 490 / 730
L (싱크볼 세로폭) 390

   1) 고급형은 높이 520 mm, 앞으로 나온 폭 170 mm

G G'

J

H

800

I

L

K

750 750/1500

LT-K075 LT-K150
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벽면형�상부시약장�램프형 side view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선반형&상부선반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5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8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2100 상부시약장형&상부시약장램프형 벽면형&중앙형 12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5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1800 멀티콘센트형 벽면형&중앙형 2100 멀티콘센트형 싱크대 750 front view 싱크대 750 top view 싱크대 1500 front view 코너형 front view 작업대 1200 front view 작업대 1500 front view 작업대 1800 front view작업대 750 front view싱크대 side view (싱크볼)

Dimensions

Accessories Page 231 싱크볼, 초자건조대, 3구 수전, 일반 수전, 아이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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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aterial Door Open
Dimension

Exterior Interior

LT-U400-DG1 Steel
Drawer 400 x 600 x 720 1단-320 x 420 x 240�

2/3단-320 x 420 x 140
LT-UW400-DG1 Wood

실험실 의자 및 하부장

(단위: mm)

(단위: mm)

Model Dimensions 재질 Color

요추받침형

LT-CR055-LOR

550 x 535 x 1000 (W x D x H)
Leather Orange/Gray

LT-CR055-LGR Green/Gray
LT-CR055-FBOR Fabric Orange/Gray
LT-CR055-FBGR Green/Gray

등받이형 LT-CR040-LG 400 x 450 x 750 (W x D x H) Leather Gray/BlackLT-CR040-LB

스툴형 LT-CR038-LG 380 x 510 (Φ x H) Leather Gray/BlackLT-CR038-LB

요추 받침형

이동식 서랍장 LT-U400-DG1

스툴형등받이형

이동식 수납장 LT-UW400-DG1

실험실 의자

이동형 하부장

실험대 및 작업대에서 편리한 작업을 도와주는 실험실 전용 의자
  ●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풋레스트가 장착되어 장시간 실험에도 편안
  ●   실험환경과 용도에 따라 등받이형, 요추받침형, 스툴형 선택

  ●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한 하부장 



다
목

적
 철

재
 실

험
대

230 231제이오텍 온라인 LC몰

Model 다목적 철재 실험대, 중앙형 다목적 철재 실험대, 벽면형

실험대 다리 연결브라켓 00WTS0000003 00WTS0000003
상부 포스트 연결브라켓 00WTS0000028 00WTS0000028
실험대 고정 브라켓 세트 - AAAT050001
가스 콕 (산소/질소/스팀), 20bar 00WTS0000192 00WTS0000192
가스 콕 (순수/스팀/수소/산소), 7bar 00WTS0000193 00WTS0000193
유틸리티 박스 커버 (가스콕용) 00WTS0000038 00WTS0000038
유틸리티 박스 커버 (콘센트용) (3구 콘센트, USB 포트, 랜포트 포함) 00WTS0000036 00WTS0000036
누전차단기 (32GRhd, 20A, 30mA) 00WTS0000303 00WTS0000303

Cat. No. Description

00WTS0000311 STS 싱크볼, 490 x 390 x 290 for LT-K075
00WTS0000312 STS 싱크볼, 800 x 460 x 325 for LT-K150

AAAT650701 초자건조대 세트 (PP), 700 x 550 x 20
AAAT650702 초자건조대 세트 (STS), 700 x 550 x 120

00WTS0000116 초자걸이 중앙용 거치대
00WTS0000030 상부 포스트 커버 (초자걸이)
00WTS0000191 3구 수전 (고급형)
00WTS0000190 3구 수전 (기본형)
00WTS0000194 일반 수전
00WTS0000196 아이워셔 상판장착형 (고급형)
00WTS0000197 아이워셔 벽면장착형 (고급형)
00WTS0000195 아이워셔 상판장착형 (기본형)

실험대 고정 브라켓 세트

Stainless Steel 싱크볼

누전차단기

일반수전

가스콕

초자건조대 (PP)

유틸리티 박스 커버 (콘센트용)

3구 화학 수전

유틸리티 박스 커버 (가스콕용)

아이워셔

실험대 다리 연결브라켓

초자건조대 (STS)

상부 포스트 연결브라켓

Accessories

(단위: mm)

실험대 Accessory

싱크대 Accessory



Hood & Clean Bench
후드 & 무균 작업대

232

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2년 보증 무상 A/S

제이오텍 고유 기술에 의한
특허 등록

Duct  연결을 통한 배기내부 필터를 통해 유해가스를
정화하여 배출

내부와 외부에 동일한
컨트롤러를 장착하여 편리

Sash를 열면 자동으로
UV 소등, 형광등 점등, Fan 작동

차별화된 Diffusing Muffler로
양질의 Laminar Flow 형성 UV Light 장착

일체형 금형으로 제작되어
Leak 최소화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흄 후드 
(High 
performance) 	
& 하부장

• �EN14175-2 설계기준 및 
ASHRAE110 성능 기준 충족

• �유럽인증 인화성 위험물/ �
폐액보관함으로 하부공간의 
안전한 활용

N/A Phenolic Laminate FH-B
FBC 244

흄 후드	
(필터 내장형)

• 덕트 연결이 없는 구조�
• 다양한 필터 및 작업대

(Option/최대 2개 선택)
Complex Carbon
Acid
Formaldehyde
Ammonia/Amine
HEPA
Pre filter (기본)

(Option/택1)
Stainless Steel (#304, #316),
Phenolic Laminate, 
Polypropylene, Bakelite, PVC

DLH 248

흄 후드, 소형
(일반형/투시형)

• 간편한 탁상형 소형 후드�
• Polyethylene 재질 N/A Polyethylene PMH

POH 252

이동형 
유해가스 	
제거장치 & 
암 후드

• 폭넓은 선택 사항 제공�
• 고효율 필터 박스 구성

(Option/최대 2개 선택)
Complex Carbon
Acid
Formaldehyde
Ammonia/Amine
HEPA
Pre filter (기본)

N/A EFS
AH 254

사용자와
환경 보호

유해가스의
안전한 제거

생물안전	
작업대

• �사용자와 환경, 시료를 모두 
보호하는 Class II A2 type

• �내구성이 뛰어난 �
ECM 모터 적용

배기 ULPA (기본)
급기 ULPA (기본) Stainless Steel #304 JB-A 234

무균 작업대 • 밸리데이션 완전 충족�
• 우수한 사용자 편의성

HEPA (기본)
Pre filter (기본) Stainless Steel #304 BC-H

BC-B
238
240

PCR 작업대 • 편리한 PCR 작업 환경�
• 간편한 풍속 조절 기능

HEPA (기본)
Pre filter (기본) Polycarbonate PW 241

UV 
멸균작업대

• UV Light로 오염원 살균�
• Stainless Steel 작업면 N/A Stainless Steel #304 UVC 242

시료, 사용자,  
환경을 보호

청정한
실험공간

Description Filter Worktop Model Page

General Application
생물안전작업대: 병원체 및 감염성 샘플 취급, 조직 배양, 배지 분주, 의약품 개발 등

무균 작업대: 무독성 수액, DNA/RNA 정제, 식물 조직 배양, 고체 배지 분주, 전자 검사, 의료 장비 조립, 제약 등

PCR 작업대: 의료 장비 조립, PCR 시료 준비, 휘발성 염색, 멸균 배지 분주, 조직 고정/염색 준비

UV 멸균 작업대: DNA/RNA 오염 방지를 위한 멸균

후드: 화학적 샘플링, 화장품, 생산, 증기 발생 실험, 슬라이드 코팅, 용접

233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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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15A

생물안전작업대
Biosafety Cabinet

생물안전등급 BSL1~3등급을 만족하는 Class II A2 type

 사용자, 시료, 환경을 동시에 보호
   ●  실내 공기와 기기 내부 공기를 분리하여  

사용자, 시료 및 환경을 보호하는 기류 설계
   ●  0.1~0.3μm 크기의 입자를 99.999% 걸러내는  

ULPA Filter를 적용하여 전통적인 HEPA filter에 비해  
더욱 신뢰도 높은 작업 공간 내 청정 환경을 제공

   ●  새시 높이 210 mm일 때, Inflow 0.51 m/s,  
Downflow 0.31 m/s로 일정한 풍속 유지  
(EN 12469 규격 인증 완료) (JB-18A)

 뛰어난 내구성과 우수한 에너지 효율의 ECM 모터 적용
   ●  ECM (Electronically Commutated Motor) 적용으로 발열이 적으며, 

전압 변동 및 필터의 압력 부하에도 일정 풍속 제공
   ●  AC 모터 적용 제품에 비해 소음이 적어 장시간 실험 시 피로도 감소
   ●  24시간 상시 가동 시, 새시도어를 완전히 닫고 팬을 가동하면  

저속, 저소음으로 내부 공기를 필터링하는 절전 순환모드 제공

 실험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 기능
   ●  풍속 및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 범위에서 벗어나면 시각 및 청각 알람 제공
   ●  전원 이상, 센서 이상, 주요 부품 교체 알람에 대한 시청각 알람을 

발생하여 즉각적인 안전 조치 및 실험 피드백에 사용 가능
   ●  최근 발생한 20개의 알람을 기록하며,  

주요 부품 교체 알람은 별도로 관리하여 실험 피드백에 유용
   ●  UV 차단 가능한 Tempered glass (강화 유리) 적용으로 충격에 강하고, 

파손 시 잘게 부수어 져서 사용자 부상 방지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평가를 통해  

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 제품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필요 제품을 조달청 혁신제품몰에서  

편리하게 검색하여 수의계약이 가능
   ●  혁신 제품 구매 시, 기관 평가 실적에 반영하고, 구매 면책 제도를 적용

생물안전작업대 소개 동영상 바로보기

혁신제품몰 바로가기

사용자
User

시료 
Sample

환경 
Environment

사용자, 시료, 환경을 동시에 보호 전압변동에 따른 모터 제어 비교 (AC VS. ECM)0.1~0.3 μm 입자 99.999% 제거하는 ULPA filter

AC motor

모터�전압�변동에�따라�풍속에�영향

전압변동에�따른  모터�제거 (PSC VS . ECM)

입력 
전압

안정적�모터�전압으로�일정한�풍속

ECM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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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구조
   ●  Working tray는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어 쉽게 열어 청소가 가능하며, 청소 시 발생한 오수를 드레인 밸브로 간편하게 배출
   ●  팔을 편안하게 올리고 실험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Arm rest
   ●  국내 유일 내부 3면을 단일판으로 절곡 제작하여 미생물 오염 위험이 적고 청소가 용이
   ●  내부 매립형 콘센트, 석션 펌프용 밸브가 기본 장착되어 있으며, 서비스 밸브를 추가 제공하여 공간 활용이 용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어 편리한 실험
   ●  새시도어, UV램프, 램프, 팬의 연동으로 새시도어 Open/Close 동작을 통한 통합 조작 가능 (특허 10-1451382) 
   ●  기기에서 발생한 경보를 스마트폰 등에 푸쉬 알람의 형태로 실시간 전송하며, 온도 및 풍속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한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LC GreenBox, Option)
   ●  새시 개폐에 따라 팬과 램프가 자동으로 작동/정지하는 'Auto Start' mode와 팬과 램프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Manual' mode를 

제공하여 고객 환경에 맞게 선택 가능
   ●  테블릿 PC를 사용하여 실험 중 기기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컨트롤러 설정 변경을 위해 손을 꺼내지 않고 조작함으로써 교차 

오염을 방지 (Option)

 사용 편의적 기능
   ●  일정 시간동안 팬을 가동하여 잔여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자동 종료하는 포스트퍼지 기능으로 안전한 실험환경 유지
   ●  내부 소형 기기 연결 사용이 가능한 커버형 콘센트 2구를 제공하며, 외부 컨트롤러에서 콘센트 전원 인가/차단 가능
   ●  각종 이벤트 기록을 통해 피드백이 편리하고, 필터, 램프, UV 램프의 교체 시기를 별도 기록하여 유지관리가 편리
   ●  철판을 내장하여 마그네틱 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STS 304 측벽

편안한 실험을 위한 Arm rest 통절곡 구조로 미세 틈의 오염 방지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Option)

자석으로 프로토콜 등 부착

기기에서 발생한 알람을 스마트폰에  
푸쉬 알람으로 전송하여 신속한 대응 (Option)

블루투스 연결 모바일 기기로 실험 중 교차 오염 
방지 (Option)

IP54 등급의 방진/방수 콘센트 제공 소모품 교체 알람 이력 별도 관리

청소가 용이한 Working tray

사용 중 UV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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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tureTM

Class II, A2 type Biosafety Cabinet
 

Models JB-12A JB-15A JB-18A
Type Class II A2

Air

Airflow type Vertical laminar flow
Filter ULPA, typical efficiency of 99.999% at 0.1~0.3 μm
Downflow velocity (m/s) 0.31±0.025
Inflow velocity (m/s) 0.51±0.025
Exhaust volume (m3/h) 452 562 672

Material
Main body Epoxy powder coated steel
Working surface Stainless steel #304
Sash UV absorbing tempered glass (5.0T)

Dimensions

External (W x D x H, mm) 1353 x 824 x 2257 1653 x 824 x 2257 1953 x 824 x 2257
Working area (W x D x H, mm) 1230 x 572 x 658 1530 x 572 x 658 1830 x 572 x 658
Sash max opening (mm) 515
Working opening (mm) 210

Noise level (dB) < 65
Fluorescent lamp intensity (Lux) > 800
Net weight with stand (kg) 305 347 39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 50/60Hz) (A) 11
Cat. No. AAAB8001 AAAB8002 AAAB8003

Designation Cat. No. Model Description

ULPA filter set
AAAB8511 JB-12A 670 x 457 x 120 / 1209 x 457 x 65
AAAB8512 JB-15A 870 x 457 x 120 / 1509 x 457 x 65
AAAB8513 JB-18A 1070 x 457 x 120 / 1809 x 457 x 65

UV lamp CHE0004423 JB-12A/JB-15A/JB-18A Ø26*890
Fluorescent lamp BSC0000072 JB-12A/JB-15A/JB-18A Ø16*850

IV bar
AAAB8521 JB-12A Ø15.8*1223
AAAB8522 JB-15A Ø15.8*1523
AAAB8523 JB-18A Ø15.8*1823

Service cock valve AAAB8531 JB-12A/JB-15A/JB-18A 86 x 131 x 64
Suction pump AAAB8532 JB-12A/JB-15A/JB-18A 160 x 120 x 150

Specification

Accessories

Dimension

1.�Control�panel
2.�Sash�door�&�Handle
3.�안전 새시 높이
4.�내부 전원 콘센트
5.�스탠드
6.�Air�slot
7.�Arm�rest
8.�Work�surface
9.�드레인 밸브
10.�Caster�&�Stopper
11.�Front�cover
12.�배기 필터 덮개
13.�Service�nozzle�inlet
14.�알람용 접점
15.�RS-232�port

(단위:�mm)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⑬

1353/1653/1953

2257

687

100 (천장까지 최소 확보 거리) 

천장

1960

1415

826

750

75
490

210

⑫ ⑭ ⑮

생물안전등급 BSL1~3등급을 만족하는 Class II A2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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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안전작업대 vs. 클린벤치 vs. 흄 후드. 비슷한 생김새지만 다른 기능의 작업대

2.   시료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클린벤치
   제품 상부로 들어온 공기가 Fan에 의해 HEPA filter로 

여과된 뒤 챔버 내부로 수직 층류를 형성하며 공급됩니다. 
챔버를 통과한 공기는 새시 개구부를 통해 배출되어 시료의 
교차 오염을 방지합니다.

  클린벤치 제품페이지  Page 238

3.  유해가스로부터 실험자를 보호하는 흄후드
   새시 개구부를 통해 챔버 내부로 실내 공기가 유입되며,  

챔버 내부 공기는 후드 뒷면 베플을 통해 중앙 배기 덕트로 
빠져나갑니다. 호흡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가스로부터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흄후드 제품페이지  Page 244

시료보호 사용자보호 환경보호
생물안전작업대 O O O
클린벤치 O X X
흄후드 X O X

생물안전작업대 클린벤치 흄후드

생물안전작업대 클린벤치 흄후드

생물안전작업대 클린벤치 흄후드

1.   실험자와 시료와 환경을 동시에 보호하는   
생물안전작업대

   새시 도어를 통해 유입된 공기가 바로 챔버 내부로 들어 
가지 않고, 챔버를 통과한 공기와 함께 챔버를 감싸는 형태의 
음압 플래넘을 통해 제품 상부로 이동한 뒤, 일부는 배기 
ULPA필터로 정화되어 배출되고 일부는 급기 ULPA필터로 
정화되어 챔버 내부에 수직 층류를 형성하며 공급되어 
실험자, 시료 및 환경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생물안전작업대의 기류

클린벤치의 기류

흄 후드의 기류

안전구역
실내공기

Biohazard

ULPA 통과한 청정공기

안전구역
실내공기

ULPA 통과한 청정공기

안전구역
실내공기

시료 등의 유해가스를 
보유한 공기



238 239

BC-11H
with Stand, HEPA Filter, Gas Cock (기본제공)

무균 작업대, 고급형
Clean Bench, Advanced

Dual 컨트롤러 & Smart 시스템으로 편리한 사용

  구조 기능적 특징
   ● Validation 요구 조건에 완전 부합
   ●  전용의 Controller & Digital Airflow Sensor로 

Sash 높이 변동에도 설정풍속으로 동작하여  
전력 소모 최소화를 실현하였으며,  
HEPA 필터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증가

   ●  Polyester Fiber Pre-filter로 HEPA 필터의 수명 연장
   ●  고성능 HEPA Filter로 청정 환경 제공 

(0.3 μm 파티클 99.99% 제거, EN 1822 규격에 따라 H14 등급)
   ●  특화된 Diffusing Muffler 시스템 적용으로 

신뢰성 높은 균일한 Laminar Flow 형성
   ●  편리하게 전면부에서 필터를 교체하는 구조
   ●  기기의 이동 및 고정이 편리한 구조

  사용 편의적 특징
   ●  작업공간 내부의 온도 및 습도를 표시
   ●  작업 중, 권장 높이 이상 Sash Door 열림 시 경고 알림
   ●  손쉽고 부드러운 Sash Door 동작
   ●  소음이 최소화되어 정숙한 사용 환경 제공
   ●  Clear VFD 및 Touch Key로 조작 편리
   ●  UV Lamp, Fluorescent Lamp, Blower 전용 버튼
   ●  풍속, 온도, 습도 등을 간편하게 확인

  뛰어난 안전성
   ●  Smart Door System으로 UV로부터 실험자 보호
   ●  강화유리 Sash Door로 UV Light 차단
   ●  과전류로부터 기기 보호

편리한 사용을 위한 제품 구성
Dual Controller 적용으로 사용중 조작 편리
•   내부에도 외부와 동일한 Controller를 장착하여, 

작업 중에도 기기 조작이 편리한 구조

Gas, Air 연결 밸브 및 전원 콘센트 기본 제공
•   내부에 Gas, Air의 사용을 위한 밸브 제공
•   덮개 있는 안전한 매입형 전기 콘센트 제공

내부 청정도 평가 및 
미생물 시험 적합성 테스트 검증 완료

•   내부 청정도 평가 (ISO 14644-1 규격) 
ISO Class 2 등급에 해당 
(ISO Class 5, US Federal Class 100부터  
무균적 작업공정 수행 가능)

•   미생물 시험 (ISO 14698 규격) 
ISO Class 5 등급, 미생물 시험 기준을 만족 



238 239

후
드

 & 무
균

 작
업

대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Smart Door System (특허등록)
  ●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UV 살균 중 Sash Door를 Open하면  
UV 자동 소등되어 UV 노출을 차단하고  
형광등 및 Blower가 자동으로 동작 
(등록 10-1451382)

형광등 동작

Blower 동작

UV 자동 꺼짐

Sash Door Open

Smart Maintenance
  ●   HEPA Filter 교체 알림 

Digital 차압센서로 HEPA Filter 자가 점검
  ●   UV Lamp 교체 알림 

UV 센서로 UV 조사 세기를 모니터링하여, 
80% 미만으로 조사량 저하 시 자동 교체 알림

Specification
Model BC-01H BC-11H BC-21H

Air

Air flow type Vertical laminar flow Vertical laminar flow Vertical laminar flow
Airflow velocity (m/sec) 0.30 0.45 0.30 
Main filter HEPA (99.99% at 0.3 ㎛) HEPA (99.99% at 0.3 ㎛) HEPA (99.99% at 0.3 ㎛)
Pre-filter Polyester fibers Polyester fibers Polyester fibers 

Illumination
UV lamp (254 nm, W) 25 x 1ea 30 x 1ea 25 x 2ea
Fluorescent lamp (W) 30 x 2ea 30 x 2ea 32 x 2ea
Fluorescent lamp intensity (Lux) more than 650 more than 650 more than 650

Dimensions
Exterior (W x D x H, mm) 1135 x 620 x 1860 1435 x 620 x 1860 2035 x 620 x 1860
Interior (W x D x H, mm) 945 x 585 x 670 1245 x 585 x 670 1845 x 585 x 670
Net weight (kg) 170 215 255

Noise level (dB) Less than 65 Less than 65 Less than 65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 A) 1.2 1.5 2.0
Cat. No. AAAB1231 AAAB1241 AAAB1251

   ※ 기본 구성 : Main Body with Stand, HEPA Filter, Pre-Filter, UV Lamp, Fluorescent Lamp, Gas Cock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Clear VFD

Accessories HEPA Filter, Pre-filter, Stand, Gas CockPage 243

자동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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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 작업대, 기본형
Clean Bench, Basic

밸리데이션 조건에 완전 부합된 기본형 제품

  구조 기능적 특징
   ● Validation 요구 조건에 완전 부합
   ●  고성능 HEPA Filter로 청정 환경 제공 

(0.3 μm 파티클 99.99% 제거, EN 1822 규격에 따라 H14 등급)
   ●  Polyester Fiber Pre-filter로 HEPA 필터의 수명 연장
   ●  특화된 Diffusing Muffler 시스템 적용으로 

신뢰성 높은 균일한 Laminar Flow 형성
   ● 편리하게 전면부에서 필터를 교체하는 구조
   ● 기기의 이동 및 고정이 편리한 구조
   ●  내부 청정도 (ISO 14644-1) Class 2 등급,  

미생물 시험 적합성 (ISO 14698) Class 5 등급 검증 완료 
(내부 청정도는 Class 5 이하부터 무균적 작업공정 수행 가능. 
미생물 시험은 최대 Class 5로, 그 이하 등급은 표시되지 않음)

  사용 편의적 특징
   ●   기본 포함된 차압계로 필터 교환 시기 판단
   ●  간편한 조작 사용 및 풍속 조절
   ●  Gas, Air 연결 밸브 및 전원 콘센트 기본 제공
   ●  손쉽고 부드러운 Sash Door 동작
   ●  소음이 최소화되어 정숙한 사용 환경 제공
   ●  수평 설치가 편리한 높이 조절 캐스터

  뛰어난 안전성
   ●  UV 점등 상태에서 Sash Door 열림 시, 

자동으로 사용자 보호를 위해 UV가 소등
   ●  강화유리 Sash Door로 UV Light 차단
   ●  조명의 세가지 모드 (UV/Fluorescent/Off)를 통해 UV 노출 예방

BC-11B
with Stand, HEPA filter, 차압계 (기본제공)

Specification
Model BC-01B BC-11B BC-21B

Air

Air flow type Vertical laminar flow Vertical laminar flow Vertical laminar flow
Airflow velocity (m/sec) 0.30 0.45 0.30 
Main filter HEPA (99.99% at 0.3 ㎛) HEPA (99.99% at 0.3 ㎛) HEPA (99.99% at 0.3 ㎛)
Pre-filter Polyester fibers Polyester fibers Polyester fibers 

Illumination
UV lamp (254 nm, W) 25 x 1ea 30 x 1ea 25 x 2ea
Fluorescent lamp (W) 30 x 2ea 30 x 2ea 32 x 2ea
Fluorescent lamp intensity (Lux) more than 650 more than 650 more than 650

Dimensions
Exterior (W x D x H, mm) 1135 x 620 x 1860 1435 x 620 x 1860 2035 x 620 x 1860
Interior (W x D x H, mm) 945 x 585 x 670 1245 x 585 x 670 1845 x 585 x 670
Net weight (kg) 170 215 255

Noise level (dB) Less than 65 Less than 65 Less than 65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 A) 1.2 1.5 2.0
Cat. No. AAAB1331 AAAB1341 AAAB1351

   ※ 기본 구성 : Main Body with Stand, HEPA Filter, Pre-Filter, UV Lamp, Fluorescent Lamp

차압계컨트롤러

Accessories Page 243 HEPA Filter, Pre-filter, Stand, Gas Cock, Differential Pressure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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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작업대
PCR Workstation

쉽고 간단하게 청정환경을 제공하는 작업대

  구조 기능적 특징
   ●  고성능 HEPA Filter로 청정 환경 제공 

(0.3 μm 파티클 99.99% 제거, EN 1822 규격에 따라 H14 등급)
   ●  기존 실험대에 올려 놓고 사용에 편리
   ●  형광램프가 포함되어 실험시 편리
   ●  형광램프는 사용자의 눈의 피로도가 적도록 안쪽 전면부에 설치
   ●  254 nm UV Lamp를 통해 효과적인 멸균  

(교체주기: 약 8000 시간)
   ●  Polyester Fiber Pre-filter로 HEPA 필터의 수명 연장

  사용 편의적 특징
   ●  피펫을 걸거나 작은 실험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선반 구성
   ●  편리하게 전면부에서 필터를 교체하는 구조
   ●   점검과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전면부에서 Front Cover 열림 구조
   ●  Controller를 통해 간편하게 풍속 조절
   ●   작업대 크기에 따른 3가지 크기의 모델 구성
   ●  UV 타이머 기능 (최대 30분)

  뛰어난 안전성
   ●  PC 재질의 작업면으로 UV 99.9% 차단
   ●  UV 점등 상태에서 Door 열림 시,  

자동으로 사용자 보호를 위해 UV가 소등
   ●  과전류로부터 기기보호

PW-21

Specification
Model PW-01 PW-11 PW-21 

 Air

Air flow type Vertical Vertical Vertical
Laminar airflow velocity (m/s) 0.4 0.4 0.4
Main filter HEPA (99.99% at 0.3 ㎛) HEPA (99.99% at 0.3 ㎛) HEPA (99.99% at 0.3 ㎛)
Pre-filter Polyester fibers Polyester fibers Polyester fibers 

Illumination 
UV lamp (254 nm, W) 15 20 30
Fluorescent lamp (W) 15 20 30
Fluorescent lamp intensity (Lux) More than 1000 More than 1000 More than 1000

Material
Window (Front, Sides, Rear) Polycarbonate (Clear) Polycarbonate (Clear) Polycarbonate (Clear) 
U.V. protection 99.9% 99.9% 99.9%
Worktop Polycarbonate (Clear) Polycarbonate (Clear) Polycarbonate (Clear) 

Dimensions
Exterior (W x D x H, mm) 720 x 605 x 964 900 x 605 x 964 1200 x 605 x 964
Interior (W x D x H, mm) 700 x 585 x 602 880 x 585 x 602 1180 x 585 x 602
Net weight (kg) 56.2 64.2 77.8

Noise level (dB) Less than 60 Less than 60 Less than 60
Electric requirement (220V/60Hz, A) 1.3 1.4 1.5
Cat. No. AAHB3002K AAHB3012K AAHB3022K

   ※ 기본 구성 : Main Body, HEPA Filter, Pre-Filter, UV Lamp, Fluorescent Lamp

Accessories Page 243 Pre-filter, HEPA Filter

내부 청정도 평가 및 
미생물 시험 적합성 테스트 검증 완료

•   내부 청정도 평가 (ISO 14644-1 규격) 
ISO Class 4 등급에 해당 
(ISO Class 5, US Federal Class 100부터  
무균적 작업공정 수행 가능)

•   미생물 시험 (ISO 14698 규격) 
ISO Class 5 등급, 미생물 시험 기준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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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멸균 작업대
UV Sterilization Cabinet

UVC-11

UV Light로 오염원 살균 제거하여 청결한 환경

  구조 기능적 특징
   ●  형광 램프 내장으로 내부 관찰 용이
   ●  Compact 디자인으로 설치 및 이동 편리
   ●  VFD 디스플레이로 기기 동작 상태 파악 용이

  사용 편의적 특징
   ●  전면부 개방이 편리하여 기자재 취급이 편리
   ●   Cabinet 크기에 따른 3가지 크기의 모델 구성
   ●  Digital Type의 UV 타이머 기능 (최대 59분 59초)

  뛰어난 안전성
   ●  전면/좌우면은 Polycarbonate (PC) 재질로  

UV 99.9% 차단
   ●  Door 열림 시, 자동으로 사용자 보호를 위해 

UV가 소등되고, 형광등 작동되어 사용 편리
   ●  과전류로부터 기기보호

Specification
Model UVC-01 UVC-11 UVC-21

Illumination

UV Density (µW/cm2) 300 ± 10% 350 ± 10% 300 ± 20%
UV lamp (254nm, W) 8 15 20
Fluorescent lamp (W) 8 15 20
Fluorescent lamp intensity (Lux) More than 800  More than 900 More than 1,000

Material

Window (Front, Sides) Polycarbonate (PC) Polycarbonate (PC) Polycarbonate (PC)
Window (Rear) Powder coated steel Powder coated steel Powder coated steel
UV protection 99.9% 99.9% 99.9%
Worktop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Dimensions
Exterior (W x D x H, mm) 450 x 509 x 610 600 x 509 x 610 900 x 509 x 610
Interior (W x D x H, mm) 433 x 500 x 468 583 x 500 x 468 880 x 500 x 468
Net weight (kg) 15.0 17.5 20.0

Electric requirement (220V/60Hz, A) 0.1 0.2 0.3
Cat. No. AAHB4002K AAHB4012K AAHB4022K

   ※ 기본 구성 : Main Body, UV Lamp, Fluorescent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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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s

Others

Accessories

Description BC-01H/B BC-11H/B BC-21H/B PW-01 PW-11 PW-21

Cat. No.
HEPA Filter AAAB1601 AAAB1602 AAAB1603 EDA9219 EDA9220 EDA9221
Pre-filter AAAB1611 AAAB1612 AAAB1613 AAAB3511 AAAB3512 AAAB3513

Description BC-01H/B BC-11H/B BC-21H/B

Cat. No.

Stand with Casters AAAB1621 AAAB1622 AAAB1623
Gas Cock AAAB1561 AAAB1561 AAAB1561

Differential Pressure 
Gauge (Only BC-B) AAAB1571 AAAB1571 AAAB1571

Validation 규격에 완전 부합된 제이오텍 Clean Bench 시리즈

▶   설치 및 운전 적격성 검사 수행 (IQ/OQ Validation) 
▶   제품 성능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문서화하여 제출 
▶   제이오텍의 전문 인력에 의해 직접 수행 
▶   측정 항목
       · Air Flow Smoke Pattern Test
       · Air Velocity Evaluation
       · HEPA Filter Integrity and Leak Test
       · Air Cleanliness Classification Test (Particle Counting, ISO 14644-1)
       · Noise Test (KS I ISO 3764)
       · Light Level Test (KS C 1601)
       · Ultraviolet Light Intensity Test (KS C 1601)

Air Velocity Evaluation HEPA Filter Leak Test Air Cleanliness Classification Test ; Particle Count

HEPA Filter
99.99% 효율의 HEPA Filter

Stand with Casters
캐스터가 장착된 이동식 Stand

Pre-filter
보다 큰 파티클을 걸러서 HEPA Filter의 수명을 연장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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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 후드, High performance
Fume Hood, High performance

ASHRAE 110 성능을 충족하는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고성능 흄후드

  실험자를 보호하는 유체역학적 설계와 성능검증  
(0.3m/s 최소 면풍속 작동시에도 ASHRAE110과 SEFA 1-2010의 성능 기준 충족) 

   ●   ASHRAE 110*에 따른 성능 충족 (자체 검증) 
  -   기류시각화 시험: 내/외부에 연기를 발생시켜 와류나 역류 없이  

후면 배플로 이동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는지 확인
  -   면풍속 시험: Sash 개구면을 가로/세로 330 mm이하로 분할한  

각 격자면에 대한 면풍속을 측정, 평균 면풍속 ±15% 이내 확인
  -   추적자가스 시험: 후드 내 기준유량의 가스를 지속 발생시켜  

실험자의 호흡 위치에서 농도를 측정, 0.3m/s 에서도  
0.05 ppm 이하 확인

   ●  SEFA 1-2010*에 따른 성능 충족 (자체 검증) 
  -   공기를 우회시키는 Bypass가 Sash를 여닫는 동안  

급격한 풍량 변화를 최소화하여 와류 및 역류 방지
   ●  배플에 여러 개의 타공 형태 Slot을 채택하여 보다  

원활한 Airflow 형성
   ●  에어포일을 통해 공기가 부드럽게 유입되어 와류와 역류 방지

     *  ASHRAE 110-2016 Method of Testing Performance of Laboratory Fume Hoods
     *  SEFA 1-2010 Recommended Practices for Laboratory Fume Hoods

  뛰어난 안전성
   ●  Sash가 일정 높이 (457 mm) 이상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Sash Stop 적용으로 면풍속의 급격한 변동 방지
   ●  면풍속 변화를 색깔로 표시하여 직관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확인하고  

실험에 집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option)
   ●  안전 필름 기본 부착으로 사고로 인한 Sash 파손 시,  

파편의 비산 방지
   ●  커버형 콘센트 제공 (4개)으로 물이나 화학 물질의 접촉 차단

FH-15B
with FBC-0809, FBC-0806  
Phenolic Laminate Worktop (Option)

Sash Stop 흄후드 모니터링 시스템 Airflow

배플�및 
슬롯�배출

에어포일
유입

새시�유입

바이패스�유입 덕트

흄후드 모니터링 시스템 (option)
Model Cat. No.

HMS-1655Lite AAAB7580
HMS-1655 AAAB7581

   ※ �HMS-1655Lite-실시간 풍속 정보 지원�
HMS-1655-실시간 풍속 정보 및 sash position sensor 연결 지원



244 245

후
드

 & 무
균

 작
업

대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TechnitureTM

Fume hood
TechnitureTM

Fume hood
TechnitureTM

Fume hood

하부공간 활용이 용이한  
철재 스탠드 적용 (option)

Door type

전용 안전 보관함과 함께  
구성 (option)

Drawer type

  여러 대를 연결하여 풍속 저하가 걱정되시나요?
   흄 후드는 연구환경에 따라 여러 대를 하나의 중앙 공조 시설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각 후드로 유입되는 공기가 분산되면서 면풍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Lab Companion 흄 후드는 최소 면풍속 0.3 m/s의 
조건에서도 ASHRAE 110 추적자 가스 0.05ppm이하 성능 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풍속 감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실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부장 내 유해가스를 후드를 통해 제거 (option)
   ●  흄 후드 하단에 인화성 물질 보관함을 함께 구성할 때  

보관 시약에서 발생되는 인화성 증기를 흄 후드를 거쳐 배출
   ●   인화성 물질 보관함, 부식성 물질 보관함, 철재 하부장에 적용 가능

  뛰어난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전
    낮은 면풍속에서도 성능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0.5 m/s와 비교하여 47% 배기량이 감소되어 연간 650만원  
(FH-18B 기준)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수의 흄 후드 사용에도 안심하고 사용

  하부 공간 활용 (option)
   ●  하부 공간 활용을 위한 견고한 철재 스탠드
   ●  900 kg 무게의 하중테스트 (SEFA 8M-2016 기준)를 통과하여  

견고함이 확인된 철재 하부장 (FBC model)
   ●  최대 90분 내화성능의 인화성 물질 전용보관함 또는 산/염기 시약장 구성으로 

흄후드 하부 위험물 및 폐액 보관에 최고 수준의 안전 제공
  인화성 물질 보관함  Page 266     산/염기 시약장  Page 278

  ※  흄후드 하부에 인화성 물질 보관 시, EN14470-1 등 내화성능 인증 제품 사용 권장
  ※  하부장이나 위험물 보관함 배치 시, 보관함 내부의 유해가스를 흄후드 쪽으로  

유입시켜 제거하기 위해 Ventilation Kit 설치 가능

대한민국 안전기술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우수제품지정
조달청 쇼핑몰 등록

국내 유일 CE 인증

Description Model
Ventilation Kit AAAB7556

우수연구개발제품
혁신제품전용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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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실험을 위한 구조적 특징

  테스트로 검증된 안전하고 편리한 구성

에어포일 
전면부 아래쪽에서 공기가 부드럽게 유입됨으로 층류 (laminar 
flow)를 형성하여 와류와 역류를 방지하고 유해가스 농축 또는 
챔버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실험자의 호흡기 보호

새시 스탑
새시 스탑은 실험자의 필요에 따라 새시 높이가 일정 높이  
(457 mm)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새시를 걸어주는 장치이며,  
바이패스 기능과 같이 급격한 면풍속의 변동을 방지하여  
실험자의 호흡기 보호

배플 & 슬롯
후면 배플에 여러 개의 타공 구조로 된 슬롯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실험 중 배치된 물건들에 의한 공기 흐름 
방해를 감소

누전 차단기 
상부 커버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작업대에 설치된 커버형  
콘센트에 실험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공급되는 전류량을  
초과할 경우 과부하로부터 보호

워크탑 (option)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화학성, 내오염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광성의 시험을 통과, 흄 후드 하단에 하부장을 배치할 경우 
직접 폐액통과 연결할 수 있는 컵씽크 워크탑 선택 가능

새시 & 새시 핸들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되어 잡기 편리한 손잡이와  
한 손으로도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는 새시로 내구성 테스트 
완료 (15만회 개폐 완료, 자체 테스트). 새시는 강화 유리로 
제작되어 KS L 2002:2006 규격에 따른 인증기관 시험 완료

철재하부장 (FBC model, option)
900 kg 무게의 하중 테스트 (SEFA 8M-2016 기준)를 통과하여 
견고함을 확인.  
80 mm 다리 공간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구조 

LED 램프
전기안전시험을 통과한 LED 램프가 기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부에 매몰된 구조로 기본 장착되며, 조도 테스트를 
통해 작업면 전체에서 SEFA 기준 861 lux 이상 만족  
(자체 테스트)

층류 형성을 위한 에어포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된 워크탑

급격한 면풍속 변화를 방지하는 새시 스탑

KS L 규격에 따른 강화유리 시험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위한 배플 & 슬롯

내구성이 우수한 철재하부장

시험항목 시험 결과
낙구충격 이상 없음

파편의 상태 이상 없음
쇼트백 충격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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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Fume hood) FH-12B FH-15B FH-18B

Exterior dimensions 
(mm)

Table-top hood (W x D x H)1) 1200 x 854 x 1500 1500 x 854 x 1500 1800 x 854 x 1500
Sash (W x H)2) 950 x 850 1250 x 850 1550 x 850
Exhaust duct (Φ, mm) (outer dimension) 265 265 265

Material

Exterior Epoxy powder coated steel
Interior Phenolic laminate
Worktop Phenolic laminate (25 mm)
Sash Tempered glass (5.0T), safety film
Air foil Epoxy powder coated steel

Required exhaust volume with the sash in  
full open at 0.3 m/s face velocity (m3/h) 1405 2425 2430

Light (LED lamp) (W) 30 38 44
Valve & Nozzle Water 1ea, N2 1ea
Control panel 2 switch (fan & light), fume hood monitoring system (option)
Net weight (kg) 182 210 287
Electrical outlet 220V (4ea), Total max. 15A
Cat. No. AAAB7001 AAAB7002 AAAB7003

   1) 밸브까지 포함한 depth이며, 밸브 제외 시 795, Sash를 개방하면 새시가 제품보다 위로 높아져서 최대 높이가 2527이 됩니다. 
   2) 사용 시, Sash stop에 의해 457 mm까지 열리고, 내부 청소 등을 위해 Sash stop을 해제하면 최대 710mm까지 열림

Specification

  각 파트의 명칭 및 치수

Accessories Page 250 Worktop, Stand, Base Cabinet, Fire Safety Cabinet (266), Corrosive Cabinet (278), Sash Position Sensor, Blower, �
Distillation Grid, Valve & Nozzle, Chemical Waste Container   

TechnitureTM

Fume hood

TechnitureTM

Fume hood

TechnitureTM

Fume hood

⑥

⑦
⑧

⑨
⑩

⑯

②
③

⑪
⑫

⑬

⑭
⑮

④
⑤

최대 개방

새시 스탑

23
20

*
15

00
82

0

457

1200/1500/1800 795*

624

560 155

59

265

190

(단위: mm)

1.�모니터링 시스템�(option)
2.�서비스 밸브
3.�새시 스탑
4.�220V�콘센트
5.�노즐
6.�새시
7.�전원�(LED�lamp�*�blower)
8.�새시 핸들
9.�배플
10.�슬롯
11.�전기 박스
12.�LED�lamp
13.�서비스 패널
14.�에어 포일
15.�워크탑
16.�Filler
*Filler는 캐비닛 뒤 남는 공간을 가려주는 가림판

파트 명칭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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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 후드, 필터 내장형
Ductless Fume Hood

덕트 연결이 필요없는 필터 내장형 후드

  구조 기능적 특징
   ●  덕트 연결이 불필요하여 이동 및 설치 편리
   ●  필터를 통해 여과된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어 

실내공기의 공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사용하는 Chemical에 따라 적합한 필터와 

테이블 재질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
   ●  Polyester Fiber Pre-filter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Main Filter의 수명을 극대화
   ●  형광램프가 포함되어 실험 시 편리
   ●  외부장비와의 연결 시 편리한 Utility Hole이 

작업대 뒷면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편리
   ●  투명 아크릴 재질로 내부 관찰 용이
   ●  기기의 이동 및 고정이 편리한 구조

  사용 편의적 특징
   ●  전면부 개방이 편리하여 기자재 취급이 편리
   ●  소음이 최소화되어 정숙한 사용 환경 제공
   ●  주기적인 Validation 수행이 편리하도록 

전면부에 필터 성능 시험용 포트 제공
   ●  흄후드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으로 보다 안전한  

사용 가능 (Option)

  신뢰성 검증 완료
      실험 중에 발생하는 Fume으로부터 

사용자 및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제 규격에 따른 설계, 제작, 자체 검증 완료

	   ●	 	SPS-KACA002-132	(한국공기청정협회)
      - 유해가스 제거 능력 검증된 복합 카본필터 적용
      - 탈취 효율 시험 완료 (VOC, 산, 염기) 
   ●  ANSI	/	ASHRAE	110-1995,	NF	EN	14175-1	(미국/유럽)
      -  전면부 흡입 풍속 측정 (평균 0.4m/s 이상)
      -  모든 측정점에서 평균 면풍속 ±20% 유지
      -  공기 흐름 관찰 국부/대용량 연기 흐름 관찰  

(개구부 유출 없음)
      -  추적자 가스 측정 사용자 인체 흡입 오염 시험  

(0.05 ppm 이하)

DLH-01G
with Stainless Steel Worktop &
Stand with Casters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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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전용 컨트롤러 
   ●  제이오텍 전용 컨트롤러로 편리한 사용
   ●  Fan Speed 조절 기능으로 흡입 풍속 조절 가능
   ●  필터 사용 시간 확인 기능 제공
   ●  필터 교환 시기 설정 및 경과 알림 기능 제공

  편리한 전면부 디자인 
   ●  전면부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풍속계로 

Airflow 상태를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파악
   ●  상부 커버를 전면부에서 접근가능한 구조로 

필터, 형광등 등의 유지보수에 매우 편리

전용 컨트롤러

풍속계

Front Cover

Model DLH-01G DLH-11G 

 Air
Face velocity (m/s) 0.4 (Initial set point) 0.4 (Initial set point)
Main filter Max. 2ea available Max. 2ea available
Pre-Filter Polyester fibers Polyester fibers

Fluorescent lamp intensity (Lux) More than 600 More than 600

Dimensions

Exterior (with stand, W x D x H, mm) 900 x 660 x 1985 1200 x 660 x 1985
Exterior (without stand, W x D x H, mm) 900 x 660 x 1250 1200 x 660 x 1250
Interior (W x D x H, mm) 880 x 640 x 800 1180 x 640 x 800
Net weight (with stand, kg) 120 140

Noise level (dB) Less than 55 Less than 55
Electric requirement (220V/60Hz, A) 0.7 0.7
Cat. No. AAHB2002K AAHB2012K

   ※ 기본 구성 : Main Body, Pre-Filter, Fluorescent Lamp

Specification

Accessories Page 251 Filters, Worktop, Gas detector & Tubes,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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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waste container
·   컵싱크 장착형 워크탑의 하단에  

철재 보관함 비치 시 적용 가능
·   컵싱크로 부은 폐수가 직접 폐액 

보관함으로 유입되어 처리가 편리

Worktop
·   일반형과 컵싱크 장착형 선택
·   내화학성, 내오염성, 내광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테스트 완료
·   KS L 2002:2006에 따른 절연저항, 내전압, 새시 안정성 등 

테스트 완료

Stand
·   하단을 하부장 대신 자유로운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장착

Base Cabinet
·   적재 하중 900 kg의 부하 테스트를 통과한 철재 하부장 

Blower
·   중앙배기 시설이 없거나 별도연결이 필요한 환경에서 사용
·   부식성 물질을 많이 사용할 경우 PVC 모터 권장

Accessories

흄 후드, High performance형 Accessory

Description
Model

FH-12B FH-15B FH-18B
기본형 워크탑 AAAB7511 AAAB7512 AAAB7513
기본형 워크탑, 컵싱크 장착형 AAAB7521 AAAB7522 AAAB7523
고급형 AAAB7514 AAAB7515 AAAB7516
고급형 워크탑, 컵싱크 장착형 AAAB7524 AAAB7525 AAAB7526

Description Water N2
Compressed 

air Vacuum

Color  
(Handle, ring, disc)

Green, 
Green, 
Blue

Blue, 
Green, 
Green

Blue, �
Blue, �
Yellow

Gray, �
Gray, �
Gray

Cat. No. AAAB7552 AAAB7551 AAAB7553 AAAB7554

   ※ Water, N2 각 1개 기본 제공

기본형

Water

컵싱크 장착형

N2

Description
Model

FH-12B FH-15B FH-18B
Distillation Grid AAAB7541 AAAB7542 AAAB7543

Description Basic, ½ HP, 
220V

Basic,1 HP, 
220V

PVC, ½ HP, 
220V

PVC,1 HP, 
220V

Blower AAAB7563 AAAB7564 AAAB7561 AAAB7562

Description Cat. No.
Sash Position Sensor AAAB7544

Description Cat. No.
Perforated cap WSF0005
Chemical waste container (white) AAAM6012

Sash Position Sensor
·  후드의 새시 위치를 감지하는 데 사용
·  적절한 면풍속 유지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
·  새시 높이에 따른 알람 발생 조건 변경이 가능

Distillation grid
·   후드 내부 후면에 격자형태로  

설치되어 시험관, 플라스크 등  
초자 및 실험기구 고정용

Valve & Nozzle
·   고품질의 Italy FAR사 밸브 적용
·   용도에 따라 (물, 질소, 압축공기, 진공) 별도 색상

Description
Model

FH-12B FH-15B FH-18B

Dimensions  
(W x D x H, mm)

1195 x 640 x 
820

1495 x 640 x 
820

1795 x 640 x 
820

Cat. No. AAAB7571 AAAB7572 AAAB7573

Model FBC-0806 FBC-0809 FBC-0812

Exterior dimensions  
(W x D x H, mm)

600 x 560 
(7151)) x 820

900 x 560 
(7151)) x 820

1200 x 560 
(7151)) x 820

Interior dimensions 
(W x D x H, mm)

540 x 479 x 
713

386 x 479 x 
713 *2ea

536 x 479 x 
713 *2ea

Quantity of shelves 
(standard / max.) 1 / 8 2 / 16 2 / 16

Cat. No. AAAB7051 AAAB7052 AAAB7053

  ※ 155 x 820 x 21T의 filler(뒷공간 가림판) 기본 제공
 ※ 인화성 위험물 보관함은 266p, 산/염기 시약장은 278p를 참고하세요.
  1) 손잡이 제외, filler(뒷공간 가림판) 포함 사이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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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at. No.
Gas Detector KITAGAWA AP-20 AAAB2531

Gas 
Detecting 
Tube

Benzene, GASTEC-121SP (0.5~10 ppm) EAA1550
Toluene, GASTEC-122L (1-100 ppm) EAA1551
Acetic acid, GASTEC-81L (0.125-25 ppm) EAA1552
Chloroform, GASTEC-137 (4-400 ppm) EAA1553
Formaldehyde, GASTEC-91LL (0.05-1 ppm) EAA1554
Ammonia, GASTEC-3L (0.5-60 ppm) EAA1555

Gas Detector & Tubes
·   사용중인 필터의 포화도를 간편하게 확인

제이오텍 필터 시리즈
·   제이오텍 카본 필터는 표면적이 크고 미세공이 

더욱 발달된 무정형의 우수한 흡착제로서 
다단계의 첨착 공정을 통해서 제조

·   100% 첨착 필터로 제작되어 일반 필터에 비해 
필터링 효율이 2배 이상 우수함

·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을 동시에 수행하여 
매우 우수한 복합필터의 효율 특성

Filter Description
Cat. No.

DLH-01G DLH-11G
Complex 
Carbon

Acid, Ammonia, Aldehyde 등 �
광범위한 화학물질을 여과 AAAB2543 AAAB2544

Acid HCl, HF, H2S, CH3COOH 등 �
산성 가스의 여과 AAAB2545 AAAB2546

Formaldehyde Formaldehyde, �
Acete aldehyde 등의 여과 AAAB2547 AAAB2548

Ammonia / 
Amines NH3, (CH3)3N 등 염기성 가스의 여과 AAAB2549 AAAB2550

HEPA 독성 분진물과 기타 0.3 µm �
Particle을 99.99% 여과 EDA9193 EDA9194

Pre-Filter 일차적으로 Particle을 여과하여 �
다른 필터의 수명 연장 EDA9196 EDA9198

   ※ 사용하는 Chemical에 따라 적합한 Filter를 선택하여 사용
   ※ 기본 제공되는 Pre-filter는 일차적으로 Particle을 여과하여 다른 필터의 수명 연장

제이오텍 Complex Carbon 
필터 이미지

Worktop 
·   실험목적에 적합한 테이블을 선택 사용

Worktop
Cat. No.

DLH-01G DLH-11G
Stainless steel #304 AAAB2501 AAAB2502
Stainless steel #316 AAAB2503 AAAB2504
Phenolic laminate AAAB2505 AAAB2506
Polypropylene AAAB2507 AAAB2508
Bakelite AAAB2509 AAAB2510
PVC AAAB2511 AAAB2512

Description
Cat. No.

DLH-01G DLH-11G
Stand with Casters AAAB2521 AAAB2522

Stand with Casters
·   전용 Stand로 이동 및 설치 편리

흄 후드, 필터내장형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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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at.No.
Plinth for Fume Extraction Module AAAF15363
Brackets for Extraction Arm Hood (Φ75) AAAB6411
Fume Extraction Module, EM-33 AAAF1536
Extraction Arm Hood, AH-3160 AAAB6541
Mobile Fume Extractor, EFS-33-75S AAAB6314

흄 후드, 소형 (일반형)
Molded Fume Hood, Small (General)

우수한 내부식성과 컴팩트한 사이즈의 다목적 소형 흄후드

PMH-720
with Fume Extraction Module, Plinth (Option)

PMH-720 
with Mobile Fume Extractor (EFS-33-75S), 
Extraction Arm Hood (AH-3160) (Option)

Model PMH-720 EMZ-PMH-HC
Required exhaust volume (m3/h)1) 100 / 1702) 100 / 1702)

Material
Body PE (Polyethylene) PE (Polyethylene)
Door / Guide PC (Polycarbonate) PC (Polycarbonate)

Dimension

Exterior (W x D x H, mm) 720 x 472 x 535 720 x 472 x 880
Front opening (W x H, mm) 560 x 300 560 x  300
Duct hole (O.D., mm) 150 150
Net weight (kg) 12 25

Cat. No. AAAB5011 AAAB50115

   ※ EMZ-PMH-HC는 Fume Extraction Module과 카본/헤파 필터 장착 모델.
   ※ 그 밖의 필터 정보 page 265
   1) Sash door를 2단계에 위치시킨 개구면에서의 풍량이므로, 모터 자체 풍량은 조금 더 높은 사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2) Gas일 때는 0.4 m/s, Particle일 때는 0.7 m/s의 면풍속을 기준으로 측정한 풍량

Accessories

Specification

EM-33과 장착 필터에 대한 상세페이지 Page 265

 구조 기능적 특징
   ●   가볍고 이동이 편리한 탁상형 소형 후드
   ●  기존 시설물의 배기 장치에 연결하거나 

전용의 유해가스 제거장치에 연결 사용
   ●  배기 장치 (EM-33 또는 EFS-33)와 연결하면 

자유로운 이동 설치가 가능
   ●  Sash Door는 5단계 높이 조절이 되며, 

투명하고 견고한 Polycarbonate 재질
   ●  일체형 금형 제품으로 누설 부분이 없음
   ●  Compact 디자인으로 우수한 공간 효율성

  사용 편의적 특징
   ●  전용의 유해가스 배기장치 (EM-33) 또는 

이동형 유해가스 제거장치 (EFS-33)는 
제이오텍의 검증된 전용 필터를 장착하여 
발생된 Fume을 안전하게 제거하므로 
별도의 배기 시스템 연결 불필요

   ●  Polyethylene 재질로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강산 및 부식성 시료 취급에 안전

   ●  부드러운 모서리 형상으로 청결유지 편리

Fume Extraction  
Module

Mobile Fume Extractor

Extraction Arm Hood

Pli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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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 후드, 소형 (투시형)
Molded Fume Hood, , Small (for observation)

흄 제거와 편리한 관찰로 과학 수업에 탁월

Model Cat.No.
Bottom plate AAAF61501

Model POH-720
Required exhaust volume (m3/h)1) 100 / 1702)

Material
Body PE (Polyethylene)
Door / Guide PC (Polycarbonate)

Dimension

Exterior (W x D x H, mm) 720 x 472 x 535
Front opening (W x H, mm) 560 x 300
Duct hole (O.D., mm) 150
Net weight (kg) 12

Cat. No. AAAB5021

   1) �Sash door를 2단계에 위치시킨 개구면에서의 풍량이므로, 모터 자체 풍량은 조금 더 높은 �
사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2) Gas일 때는 0.4 m/s, Particle일 때는 0.7 m/s의 면풍속을 기준으로 측정한 풍량

AccessoriesSpecification

EM-33과 장착 필터에 대한 상세페이지 Page 265

 교육용으로 적합한 투시형 
   ●   후면에 넓은 투시창이 제공되어 전면 Sash Door쪽에서 

실험자가 시연을 하고 관찰자는 후면 투시창을 통해 관찰
   ●  수업 현장에 적합하도록 이동 가능한 Compact Size
   ●  전원 콘센트만 있으면 덕트 없는 교실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일체형 금형의 Compact Size 
   ●   일체형 금형 제품으로 Leak을 최소화
   ●  PE 재질 사출로 내구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부식성 시료 취급에 안전
   ●  모든 결착 bolt도 플라스틱 형태로, 부식 우려 제거
   ●  가볍고 이동이 편리하여 적재적소에 사용
   ●  전용 유해가스 제거장치 연결 시, 별도의 배기 덕트 

연결없이 간편한 설치 (option)

POH-720

필터배기형 직접배기형

전면 rail과 후면 투시창 모두 플라스틱 bolt로 고정

후면 투시창을 통한 탁월한 교육 효과

공간에 따라 배기형태 선택 (PMH-720 / POH-720)

   ※ 이외의 Accessory는 소형 흄후드, 소형 (일반형)과 동일

보다 평평한 바닥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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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S-33-75D
with Extraction Arm & 
Hood (Option)

EFS-33-75S
with Extraction Arm & 
Hood (Option)

EFS-33-75S
with Extraction Arm, Hood & 
Table Bracket Set (Option)EFS-33-75D

이동형 유해가스 제거장치
Mobile Fume Extractor

사용 환경에 따른 최적화된 구성

  구조 기능적 특징
   ● Compact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 우수
   ●  본체는 실험대 및 테이블 하단부에 위치할 수 있는 

낮은 높이 (650 mm)
   ●  풍량 조절이 편리하며, Fan Level의 직관적 표시  

(최대 240 m3/h)
   ●  내구성이 우수하고 Spark 발생이 없는 BLDC 모터 

적용으로 화학물질 사용에 보다 안전
   ●  실험 환경에 따른 적절한 Filter 선택 (Option)
   ●  사용 환경에 따라 Single / Dual Arm, Arm 직경,  

Hood를 선택 (Option)

  사용 편의적 특징
   ●  Pre-filter가 기본 장착되어 다른 필터 수명 연장
   ●  사용 물질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적합한 필터를  

장착 가능 (Option)
     ※  필터 구성의 예 

분진물의 제거를 위한 HEPA Filter + 유해가스를 
제거/중화하기 위한 Carbon Filter

   ●  이동 및 고정이 편리한 부드러운 바퀴
   ●  Fan 속도가 낮은 경우 Low Fan 알림 표시

Model EFS-33-50S EFS-33-50D EFS-33-75S EFS-33-75D
Adaptable arm Φ50 1개 Φ50 2개 Φ75 1개 Φ75 2개
Airflow rate 240 m3/h
Noise level 60 dB
Electric requirement 220V, 50/60 Hz, 1.5A
Dimension (W x D x H, mm) 460 x 460 x 650
Net weight (kg) 65
Cat. No. AAHB6312 AAHB6313 AAHB6314 AAHB6315

   ※ 본체 외에 extraction arm, hood, filter, bracket은 사용자 환경에 따라 별매

 다양한 활용의 예

Specification

Single Arm
100% 흡입 성능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구성

Dual Arm
2개의 후드를 사용하는  
공간효율적 구성

유해가스 정화장치
실험공간의 유해가스 및  
미세분진을 정화 기능

실험대 일체형 구조
실험대 하부 배치로 공간 활용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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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Extraction Arm
●  사용하는 Fume, Gas 등의 물성에 따라 재질 선택
  ●  작업 종류에 따라 직경 선택
  ●  작업 반경에 따라 Joint 선택

Hood
  ●  Φ50 Hood는 Extraction Arm에 기본 장착 제공  

(White 또는 Clear 선택)
  ●  사용하는 Fume, Gas의 성질에 따라 형태 선택
  ●  작업 종류에 따라 재질 선택
  ●  PP와 SBC를 사용하여 견고하며 내화학성이 우수

제이오텍 필터 시리즈
  ●  제이오텍 카본 필터는 표면적이 크고 미세공이  

더욱 발달된 무정형의 우수한 흡착제로서 다단계의  
첨착 공정을 통해서 제조

  ●  100% 첨착 필터로 제작되어 일반 필터에 비해  
필터링 효율이 2배 이상 우수함

  ●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을 동시에 수행하여  
매우 우수한 복합필터의 효율 특성

Item Cat. No.
Gas Detector KITAGAWA AP-20 AAAB2531

Gas 
Detecting 
Tube

Benzene, GASTEC-121SP (0.5~10 ppm) EAA1550
Toluene, GASTEC-122L (1-100 ppm) EAA1551
Acetic acid, GASTEC-81L (0.125-25 ppm) EAA1552
Chloroform, GASTEC-137 (4-400 ppm) EAA1553
Formaldehyde, GASTEC-91LL (0.05-1 ppm) EAA1554
Ammonia, GASTEC-3L (0.5-60 ppm) EAA1555

Gas Detector & Tubes
  ●   현재 장착된 Filter의 상태를 확인하여  

교환시기 판단

Table Bracket Set
  ●   Extraction Arm을 테이블에 고정할 수 있는 Bracket과 

본체에 연결 할 수 있는 Flexible Duct Hose로 구성

Model Dimension (W x D x H) Cat. No.
Table Bracket Set (Φ50) 165 x 254 x 110 AAAB6351
Table Bracket Set (Φ75) 165 x 254 x 110 AAAB6352

제이오텍 카본 필터의 전자현미경 사진

종류 Description

재질
Polypropylene 우수한 내화학성
Anodized Aluminum 경량, 일반적 사용

직경
50 mm 미세 작업용
75 mm 일반 작업용

Joint
2 Joint 작업 반경 1 m 이내
3 Joint 작업 반경 1.5 m 이상

   ※ 자세한 Selection Guide는  Page 257  에서 확인하세요.

종류 Description

형태
Square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을 바닥면에서 흡입
Dome 공기보다 가벼운 물질을 상단에서 흡입

재질
Polypropylene, 불투명 단순 흡입

Styrene butadiene �
copolymer, 투명 작업을 진행하면서 흡입

   ※ 자세한 Selection Guide는  Page 258  에서 확인하세요.

Filter Description Cat. No.

Complex Carbon Acid, Ammonia, Aldehyde 등 광범위한 �
화학물질을 여과 AAAB6354

Acid HCl, HF, H2S, CH3COOH 등 산성 가스의 여과 AAAB6356

Formaldehyde Formaldehyde, Acete aldehyde 등의 여과 AAAB6358

Ammonia / 
Amines NH3, (CH3)3N 등 염기성 가스의 여과 AAAB6359

HEPA 독성 분진물과 기타 0.3 µm Particle을 �
99.99% 여과 AAAB6353

Pre-Filter 일차적으로 Particle을 여과하여 다른 필터의 �
수명 연장 AAAB6360

   ※ 사용하는 Chemical에 따라 적합한 Filter를 선택하여 사용
   ※ 기본 제공되는 Pre-filter는 일차적으로 Particle을 여과하여 다른 필터의 수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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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후드
Extraction Arm Hood

  구조 기능적 특징
   ●   중앙 배기 시스템을 통한 강력한 배기가 가능
   ●  사용자의 작업 환경과 용도에 따라 설치할 장소,  

Extraction Arm, Hood, Column, Bracket을 선택
   ●  각 Joint에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
   ●  360도 회전이 가능한 구조로  

편리하게 원하는 지점에 배치가 용이
   ●  Arm의 통로를 개폐할 수 있어  

풍속을 조절할 수 있는 댐퍼 장착
   ●  Φ50 직경 Arm에는 Dome Hood 기본 장착

  제품 구성 가이드
   ●   설치하려는 장소와 주변 환경
     -  작업공간에서 Arm을 벽 / 천장 / 테이블에 고정할 지  

결정하여 Column과 브라켓 선택
    ●  작업 반경
     -  Arm의 접근 반경을 고려하여 2 Joint / 3 Joint를  

선택하고 길이를 결정
   ●  작업 종류
     -  흡입할 양에 따라 일반용 75 mm와 미세작업용 50 mm 선택
     -  흡입만 할 경우 불투명 Hood /  

작업 중 흡입을 할 경우 투명 Hood
   ●  사용하는 Fume, Gas 등의 물성
     -  내화학성이 우수한 Polypropylene과  

일반적 사용에 적합한 Anodized Aluminum
     -  공기 대비 무게를 고려하여 Dome 후드와 Square 후드 선택

테이블 고정형

천장 부착형 벽 부착형

Extraction Arm 50Ø
(Polypropylene)

Extraction Arm 50Ø
(Polypropylene)

Extraction Arm 75Ø
(Polypropylene)

Square Type
(Clear)

Wall 
Bracket

Extraction Arm 75Ø
(Aluminum)

Extraction Arm 75Ø
(Polypropylene)

Table
Bracket

Dome Type
(Clear)

Mobile Fume Extractor
(EFS-33)

Ceiling
Column

외부 배기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여 분진과 유해가스 제거

Polypropylene 각도 조절용 노브 360°회전 가능한 구조 풍속 조절용 댐퍼

 360°

 360°

Anodized
Alum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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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action Arm
종류 Description

재질
Polypropylene 우수한 내화학성
Anodized Aluminum1) 경량, 일반적 사용

직경
50 mm 미세 작업용
75 mm2) 일반 작업용

Joint
2 Joint 반경 840 ~ 1140 mm
3 Joint 반경 1480 ~ 1780 mm

   1) 재질의 특성상 스크래치에 약합니다.
   2) 미스트의 경우 75 mm 직경 사용

Ceiling Bracket Ceiling Column Ceiling Column (텍스용) Wall Bracket

  Bracket & Column
   ●  천장 높이에 따라 적합한 높이의 Column 선택
   ●    분체 도장되어 내구성 우수

Model Dimension (W x D x H, mm) Cat. No.
Ceiling Bracket 260 x 260 x 2 AAAB6508

Ceiling Column

100 x 100 x 250 AAAB6512
100 x 100 x 500 AAAB6513
100 x 100 x 750 AAAB6514
100 x 100 x 1000 AAAB6515
100 x 100 x 1250 AAAB6516
100 x 100 x 1500 AAAB6517

Ceiling Column (텍스용)
100 x 250 (Φ x H, mm) AAAB6518
100 x 500 (Φ x H, mm) AAAB6519

Wall Bracket 158 x 259 x 82 AAAB6510

Model
Extraction Arm, Length (mm) Weight

(kg) Cat. No.
A B C D Total

75 mm 직경,  
Polypropylene

2 Joints AH-2100 250 N/A 530 260 1040 1.75 AAAB6511
3 Joints AH-3160 250 640 530 260 1680 2.4 AAAB6541

75 mm 직경,  
Polypropylene, 천장부착형

2 Joints AH-2100C 250 N/A 530 260 1040 1.75 AAAB6524
3 Joints AH-3160C 250 640 530 260 1680 2.4 AAAB6542

75 mm 직경,
Anodized Aluminum

2 Joints AH-2100A 250 N/A 530 260 1040 1.9 AAAB6523
3 Joints AH-3160A 250 640 530 260 1680 2.6 AAAB6533

75 mm 직경,
Anodized Aluminum, 천장부착형

2 Joints AH75-2100AC 250 N/A 530 260 1040 1.9 AAAB6526
3 Joints AH75-3160AC 250 640 530 260 1680 2.6 AAAB6537

50 mm 직경,
Polypropylene

2 Joints AH5-2110 250 N/A 640 250 1140 1.0 AAAB6554
3 Joints AH5-3160 250 640 540 250 1680 1.4 AAAB6563

50 mm 직경,
Polypropylene,천장부착형

2 Joints AH5-2110C 250 N/A 640 250 1140 1.0 AAAB6555
3 Joints AH5-3160C 250 640 540 250 1680 1.4 AAAB6566

Specification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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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Type Material Description

Basic type Polypropylene · 오염원 발산 범위가 좁은 경우
· 오염원 근거리 포집 가능 경우

Dome type (Clear) Styrene butadiene copolymer

· 오염원 발산 범위가 넓은 경우
· 가벼운 기체 포집 시 사용

Dome type (White) Polypropylene

Square type (Clear) Styrene butadiene copolymer

· �무거운 기체 포집 시,�
한면을 테이블에 받치고 실드처럼 사용

Square type (White) Polypropylene

Dome & Square
Magentic System
(Clear)

Styrene butadiene copolymer · �Arm과 결착 부위에 자석을 적용하여 기체의 종류에 따라 �
Hood를 손쉽고 빠르게 교체하여 사용

Hood type (White) Polyethylene · �소형 흄후드 형식으로, 사용자의 가스 흡입을 안전하게 막음

Diameter Type Dimension Color Material Cat. No.

Φ75

Basic 171 (ø, mm) White Polypropylene 기본 제공

Dome 400 x 140 (ø x H, mm)
White Polypropylene AAAB6221
Clear Styrene butadiene copolymer AAAB6211

Square 494 x 390 x 245 (W x D x H, mm)
White Polypropylene AAAB6241
Clear Styrene butadiene copolymer AAAB6231

Magentic System* 
(Dome & Square)

Dome: 400 x 140 (Φ x H, mm)
Square: 494 x 390 x 245 (W x D x H, mm) Clear Styrene butadiene copolymer AAAB6250

Φ50 Dome 294 x 180 (Φ x H, mm)
White Polypropylene Clear Dome 기본 제공 

(White Dome은 선택)Clear Styrene butadiene copolymer

   ※ Φ75 Basic Hood는 Extraction Arm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제공되며, 작은 공간의 소량 물질 흡입에 사용
   ※ Φ50 Dome Hood는 Extraction Arm에 기본으로 포함되며, 주문 시 재질 선택
   *   �Magnetic System은 후드 결착 부위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 발생 기체의 종류에 따라 후드를 교체 장착할 때에 5초 이내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Dome과 Square의 

세트 제품입니다.

Specification

  Hood

Dome Type Hood TypeSquare Type

Magnetic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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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상세 적용 추천 Arm 재질 및 직경 추천 후드 산업안전보건 기준  
후드 방향/풍속기준 (m/s) 추천 필터

의과대학/
치의학대학/
수의과대학

수술실의 
레이저 시술 등 
연기 제거

알루미늄, PP

50Φ Basic 측방 / 0.5 HEPA & Carbon

치과의 분진, 
케미컬 사용 
공정 

75Φ Basic 또는 
Chamber 측방 / 0.5 HEPA & Carbon

마취제 등의
에어로졸 제거

75Φ Dome 또는 
Square 측방 / 0.5

Carbon 
또는
HEPA & Carbon

임상병리과의 
조직검사용 화학 물질 �
사용 시

Chamber 포위 / 0.4
Carbon 
또는
HEPA & Carbon

약학대학
조제 시, 발생
하는 분진 제거,
액상제제의 냄새 및 �
흄 제거

알루미늄

75Φ Basic 측방 / 1.0
상방 / 1.2

Carbon 
또는
HEPA & Carbon

Chamber 포위 / 0.7 HEPA

금속/아크릴 가공, 
금은세공/공예

금속 커팅 가공시
발생되는 소량의 분진,
용탕, 세척, 표면처리, �
납땜 등에 사용되는 �
유해화학 물질 제거

알루미늄, PP
Basic 
또는 
Dome 

분진: 측방 / 1.2�
흄: 측방 / 0.5

Carbon 
또는
HEPA & Carbon

전자공학 납땜 연기 알루미늄
75Φ Dome 
또는 
50Φ Basic

측방 / 0.5
Carbon 
또는
HEPA & Carbon

공동실습실험 기초과학 실험 등 알루미늄, PP

75Φ Dome 분진: 측방 / 1.2
흄: 측방 / 0.5

Carbon
또는
HEPA & Carbon

Chamber
(포르말린 사용 시) 포위 / 0.4

Carbon
또는
HEPA & Carbon

화학/생물/농업
산/염기, 
유해화학물질 등 
제거

PP

75Φ Dome
또는 Square

분진: 측방 / 1.2
흄: 측방 / 0.5

Carbon
또는
HEPA & Carbon

Chamber
(포르말린 사용 시) 포위 / 0.4

  Application에 따른 추천



Safety Storage
& Cabinet



안전 보관함
& 시약장
Safety Storage &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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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위험물

• �주변 화재 시 인화성/가연성 물질의 안전한 보관
• �가장 엄격한 유럽규격 EN 14470-1에 따른 설계

Type 30, 60, 90 SC3-F
SC2-F 266

기본형 SC-EF 274

폐액보관 • �폐액 처리과정에서 유출 위험이 적은 안전 깔때기
• �성상에 따라 직관적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색상 일반형 / 대전방지형 SF, WT 275

산 / 염기 • �내부식성 내장재로 산/염기 시약을 안전하게 보관
• �SEFA 규격 Chemical 테스트 완료 내부식성 내장재 마감 PCC�

SC-C 277

안전형

철재 
Window

• �유리창 도어로 내부 보관물 확인에 매우 편리
• �내화학성 우수한 PP 재질의 편리한 서랍식 구조 Stand Type DS-OW 288일반형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압 용기 • �외부 충격으로부터 가스 실린더를 안전하게 보호
• 가스 실린더를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보관 Gas Cylinder DS-GC 286

다목적 수납 • �소형 기구, 부품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관
• 11단 서랍식 선반 구조로 보관품 접근 용이 Multi-drawers DS-OR 287

용도별

필터 여과 • 내부에 포함된 필터에 의해 유해가스를 필터링�
• 외부 덕트 연결이 불필요한 경제적 시약장 밀폐형 내부 순환식 FSC 282필터형

Description Note Model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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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2년 보증 무상 A/S

30분 내화성능 확인 60분 내화성능 확인

90분 내화성능 확인 시건장치를 통한 도어락 내부식성 구조와 배기장치로
산/염기 보관에 탁월

내부 필터를 통해 유해가스를
정화하여 배출Duct 연결을 통한 배기일체형 금형으로 제작되어

Leak 최소화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Safety Storage & Cabinet

  인화성 / 가연성 물질의 보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인화성, 가연성 물질은 반드시 적합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국내 최초로 가장 엄격한 EN 14470-1 규격 인증을 획득한
제이오텍의 인화성 위험물 보관함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강산 • 강염기 등 부식성 물질의 보관
	 	실험 및 공정에 사용되는 강산·강염기 등 부식성 물질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견고한 철재 구조와 내부식성 내장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별 배기 구조로 차별화된 안전 성능을 제공합니다.

	 순환 필터가 내장된 시약장
	 	균일한 공기 흐름을 형성하여 시약장 내부의 유해 가스를

내부 필터로 흡착하는 방식의 필터 시약장입니다.
제이오텍 전용 카본필터와 헤파필터를 장착하면 미세입자와
가스로부터 안전합니다.

	 물리적 • 화학적으로 견고한 시약장
	 	에폭시 도장된 견고한 철재 프레임의 안정적 구조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서랍으로 구성된 시약장입니다.
개방된 다단 서랍형과 필터 배기를 적용할 수 있는 
유리 도어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압 실린더의 안전한 보관
	 	실린더 형태의 고압 용기는 넘어짐이 방지되어야 하고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철재로 견고하게 구성된 제이오텍의 전용 보관함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고압 실린더를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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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텍 전용 필터
	 	제이오텍에서 개발한 전용 필터 시리즈는 공인 시험 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완료되어,	

사용자의 환경 안전 요구를 충족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SEFA-8 규격에 따른 Chemical Test 완료
	 	제이오텍의 보관함 & 시약장 시리즈는 SEFA (국제 실험기기 가구협회) 규격 테스트를	

통과한 자재를 사용하여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열성, 내구성 등이 우수합니다.

 ●	 		제이오텍 카본 필터는 표면적이 크고 미세공이	
더욱 발달된 무정형의 우수한 흡착제로서	
다단계의 첨착 공정을 통해서 제조

 ●	 		100% 첨착 필터로 제작되어 일반 필터에 비해	
필터링 효율이 2배 이상 우수함

 ●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을 동시에 수행하여	
매우 우수한 복합필터의 효율 특성

	   ●	 		제이오텍 카본 필터의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Macropores	(직경	500Å	이상),		
Mesopores	(직경	20~500Å),	
Micropores	(직경	20Å	이하)까지	
수많은 세공 발달 확인

	 필터형 유해가스 배기장치 시스템
	 	검증된 제이오텍 전용 필터를 장착할 수 있는 유해가스 배기장치 (EM-33)로	

제이오텍의 보관함 & 시약장 모델에 간편한게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덕트 연결 없이 보관함 상단부에 장착하여 

내부의 유해가스를 필터링하여 배기하는 장치
 ●	 		Pre-filter가 기본 포함되어 있으며,	보관물에 따라 

적합한 필터를 최대 2개까지 추가하여 사용 가능
(예시: HEPA 필터 + 카본필터)

 ●	 		제이오텍의 인화성 위험물 보관함,	산/염기 시약장,	
일반 시약장 시리즈, 소형 흄 후드 등에 적용

내구성이 우수한 고품질의 외관은
에폭시 분체 도장으로 내화학성 우수

외관  에폭시 분체 도장
Epoxy Powder Coated Steel

견고한 금형 사출로 제작된 서랍 부분은
내화학성이 우수한 폴리프로필렌 재질

서랍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

Filter Description EM-33에 장착

Complex Carbon Acid, Ammonia, Aldehyde 등 �
광범위한 화학물질을 여과 AAAB6354

Acid HCl, HF, H2S, CH3COOH 등 �
산성 가스의 여과 AAAB6356

Formaldehyde Formaldehyde, �
Acete aldehyde 등의 여과 AAAB6358

Ammonia / Amines NH3, (CH3)3N 등 염기성 가스의 여과 AAAB6359

HEPA 독성 분진물과 기타 0.3 µm �
Particle을 99.99% 여과 AAAB6353

Cat. No. Description (W x D x H, mm)
AAAF1536 EM-33, 348 x 498 x 343, 220V, 60Hz

   ※ 사용하는 Chemical에 따라 적합한 Filter를 선택하여 사용
   ※ 기본 제공되는 Pre-Filter는 일차적으로 Particle을 여과하여 다른 필터의 수명 연장

내알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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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4470-1 규격 인증 제품

EN 14470-1 : 2004
Type 30, Type 60, Type 90

Flammable Storage Cabinet

인화성 위험물 보관함 (기본형, Type 30, 60, 90)
Fire Safety Storage Cabinet

검증된 내화성능으로 화재로부터 인화성 위험물을 안전하게 보호

  다양한 인증 획득

	 	 국내 유일	CE	(EN14470-1)	인증 획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 획득	
	 	 	2018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EN14470-1은 유럽 위험물 보관함 안전규격, 내화성능, 내부환기, �

선반 안정성, 자동 도어 닫힘 등을 종합 검증

SC3-90F-0806D1D-C
with	Bottom	Sump	1개	
(기본제공)

SC3-90F-0812D2D-C
with	Bottom	Sump	2개	
(기본제공)

SC3-90F-1906D1-C
with	Shelves	3개,		
Bottom	Sump	1개(기본제공),	
Fume	Extraction	Module	&	Filters	
(Option)

SC3-90F-1912D2-C
with	Shelves	3개,		
Bottom	Sump	1개	(기본제공),	
Fume	Extraction	Module	&	Filters		
(Option)

Type Model

Tall
SC3-90F-1912D2-C
SC3-90F-1906D1-C

Under 
Bench

SC3-90F-0812D2D-C
SC3-90F-0806D1D-C

Type Model

Under 
Bench

SC2-60F-0812D2
SC2-60F-0809D2
SC2-60F-0806D1-CL
SC2-60F-0806D1-CR
SC2-60F-0706D1-C

Type Model

Tall
SC3-30F-1912D2-C
SC3-30F-1906D1-C

Under 
Bench

SC3-30F-0812D2D-C
SC3-30F-0806D1D-C

Type Model

Tall
SC-EF-1912D2
SC-EF-1906D1

내화성능 90분 Type 내화성능 60분 Type 내화성능 30분 Type 내화성능 17분, 기본형

국내 유일EN 14470-1인증 획득!

대한민국 안전기술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우수제품지정
조달청 쇼핑몰 등록

국내 유일 CE 인증 우수연구개발제품
혁신제품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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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부터 안전한 보관

	 	 강력한 내화성능
	 	 	국내 유일의 가장 엄격한 유럽 규격에 따른 내화성능을	

진행하여,	화재 상황에서 내부 온도를	180K	이하로		
최대	90분 유지	

	 	 화재 반응 밀폐 시스템
	 	 	보관함 정면부 온도가	50℃에 도달 시 자동으로 도어가	

닫히고,	주위 온도가	70±10℃에 도달 시 배기구 및 환기구가	
자동으로 밀폐되어 화재 발생 시,	외부 열기의 내부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	

	 	 사용자 용도에 따른 적합한 모델 선택
	 	 	취급하는 위험물의 자연발화점,	화재 진압 가능	

예측시간 등을 고려한 모델 선택
	
	 	 내화학성 내장재
	 	 	내부에 폴리페놀수지가 코팅된 내장재를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내화학성이 우수

	 	 Under	Bench	형 높이 조절 가능	(SC3-90F/30F-08모델)
	 	 	후드 하단 설치 시,	작업 높이를 고려하여		

730	mm	/	820	mm	높이를 선택 가능

  견고하고 안전한 선반 구조

	 	 견고한 선반 구조
	 	 	선반당 최대	80	kg까지 수납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며,	

좌우 내부 벽면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

	 	 안전한 선반 설계
	 	 	안전한 수납을 위해	30	mm	깊이의 선반 형상으로	

보관물이 유출되더라도 안전하도록 설계

	 	 적합한 선반 선택
	 	 	기본 제공 선반은 에폭시 분체도장 재질로 내화학성이	

우수하며,	추가적으로	Stainless	Steel	선반 선택 가능	
(Option)

특허받은 안전한 배기 구조 시스템

외부 화염이 내부로 직접 유입되지 않으며

평상시 인화성 증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최적화된 배기구조 설계 시스템

(특허 등록   제 10-1605164호)

내화 성능 검증 완료!
시험 검증 항목	
	 30분/60분/90분 내화 성능 테스트
	 	EN	1363-1	규격에 따른 화재 시험 시,	변화(ΔT)가	180℃	이하로	
유지되는 시간을 내화성능으로 명기	(EN	14470-1)

미인증 일반 캐비닛

NFPA 인증 캐비닛

EN14470-1, CE인증
캐비닛

3분
폭발

10분
폭발

화재
발생

30분~90분
이후 폭발

인증에 따른 내화성능 비교 SC3-90F-1912D2-C	화재시험결과

실화재 상황에서 90분의 내화성능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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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및	도어의	열감지	자동	닫힘
(화재	발생	시)

내부	인화성	증기의	환기
(화재 미발생 시)

Vent	Outlet
Auto-Close	
Vent	Ouutlet

Auto-Close	
Door

Auto-Close	
Vent	Inlet

Vent	Inlet

	 	 편리한 시약	In	/	Out
	 	 	원하는 위치에서 도어를 멈출 수 있는		

도어 클로저 장착으로 인화성 시약을 넣고		
꺼내기 수월

	 	 자동 밀폐 환기구
	 	 	주변 화재시 주위 온도가	70±10℃에 도달하게 되면	

배기구 및 환기구가 자동으로 밀폐되도록 설계되어	
외부 열기의 내부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

	 	 접지를 통한 정전기 방지	(SC3	모델)
	 	 ·	인화성 증기가 발생될 수 있는 보관함 내부에서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
	 	 ·	보관함 내부 선반을 상단의 부스바와 연결하고		

외부 뒷면 상단에 위치한 볼트와 분전반을 연결	
(분전반과의 연결이 어려운 경우,	접지 플러그로 연결 가능	(option))

	 	 인화성 증기의 안전한 환기
	 	 	흡기구와 배기구를 통해 원활한 가스 배출이 가능하여,		

인화성 증기 누적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며		
실험자의 호흡기를 보호

	 	 실험실 안전 작업대와 함께 구성 가능
	 	 	흄후드 및 실험대 하부장으로 구성하여		

위험물 및 폐액 보관에 탁월

내부 연결

외부 연결 접지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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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4470-1 NFPA 30

내화성능
O O

EN 1363-1 기준 화재시험, 15분~90분 (15분/30분/60분/90분) NFPA 251 기준 내화시험, 10분 수준

인화성 증기 환기

O X

인화성 증기 환기를 권장함
환기 시 보관함 내부 음압형성 체크

환기를 권장하지 않음 
(NFPA 30 지정 수준의 용기 사용 권장)

환기를 통해 인화성 증기를 LEL (Lower Explosive Limit)�
농도 미만으로 유지 하고 냄새를 제거

환기구를 밀폐하며, 보관함 내부에 악취 발생. 
인화성 증기의 농도가 높아져 발화의 위험성 증가

화재 감지, 
자동 도어 및 환기구 닫힘

O X

화재 시험 시, 환기구를 
열어둔 상태에서 시험

화재 시험 시, 환기구를 막은 상태에서 시험. 
외부 환기 시설과 연결 시, 화재 안전에 대한 미고려

필터형 유해가스 배기장치	(Option)
별도의 덕트 연결 없이 보관함 내부의
인화성 가스를 카본필터로 필터링
(상세내용은	Page	265	참조)

유출액 저장통
	보관물 유출 발생 시 안전한 처리 및	
보관함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열쇠 잠금 장치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열쇠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제공

안전한 보관물 취급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선반 접근이 편리한 인체공학적 구조

적합한 선반 선택
	Stand형 보관함에 최대	80	kg까지 수납할 수	
있는 견고한	shelf가 기본	3개 제공되며,	
접근성을 높인	Drawer로 변경 가능(Option)

편리한 이동과 설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지게발 거치 공간	
안정된 설치를 위한 수평 조절발

EN	14470-1과	NFPA	30	국제규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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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Type 90)
Model SC3-90F-1912D2-C SC3-90F-1906D1-C SC3-90F-0812D2D-C SC3-90F-0806D1D-C

Internal volume (L) 763 357 244 110
Interior dimensions (W x D x H,mm) 968 x 484 x 1629 453 x 484 x 1629 496 x 396 x 622* 2ea 448 x 396 x 622

Exterior dimensions (W x D x H,mm) 1116 x 625 x 1952 601 x 625 x 1952 1200 x 560 x 730 �
(or 820)

600 x 560 x 730 �
(or 820)

Quantity of shelf (standard / max.)1) 3 / 5 3 / 5 - -
유출액 저장통2) Volume (L) 42 22 24*2ea 22
Max. load per shelf (kg) 80 80 40*2ea3) 403)

Weight (kg) 385 270 220 134
CE 인증 O O O O
Cat. No. AAAF390170 AAAF390140 AAAF390130 AAAF390120

제품 외관

제품 내부

   1) Epoxy powder coated 재질의 선반이 기본 제공되며, Stainless steel 재질로 변경, Drawer type으로 변경, 수량 추가 가능 (Option)
   2) �캐비닛 하단에는 Epoxy powder coated 재질의 유출액 저장통이 기본 제공되며 Stainless steel 재질로 변경 가능(Option)�

Drawer 모델 (0806D1D)의 경우, 유출액 저장통에 폐액통 전용 가이드 장착 가능 (Option)
   3) Drawer type은 Drawer에 대한 최대 적재량

Accessories (Type 90)
Accessory Description SC3-90F-1912D2-C SC3-90F-1906D1-C SC3-90F-0812D2D-C SC3-90F-0806D1D-C

Shelf

Epoxy powder coated steel �
(W x D x H, mm)

AAAF35014 	
(965 x 444 x 30)

AAAF35013 	
(451 x 444 x 30) - -

Stainless steel �
(W x D x H, mm)

AAAF35004 	
(965 x 444 x 30)

AAAF35003 	
(451 x 444 x 30) - -

Drawer

Epoxy powder coated steel �
(W x D x H, mm)

AAAF35313 	
(798 x 452 x 100)

AAAF35312 	
(350 x 452 x 100) - -

Stainless steel �
(W x D x H, mm)

AAAF35303 	
(798 x 452 x 100)

AAAF35302 	
(350 x 452 x 100) - -

Plinth (side) 480 x 340 x 350 - - AAAF15364 AAAF15364

Fume Extraction 
Module (EM-33) 348 x 498 x 343 (220V, 60Hz) AAAF1536 AAAF1536 AAAF1536 AAAF1536

Container Guard 403 x 350 x 141 - - - AAAF35454
   ※EM-33 호환 Filter 상세 내용은 265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SC2-30F-1912D2 SC2-30F-1312D2 SC2-30F-1306D1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30F-1312D2 SC2-30F-1306D1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30F-1312D2 SC2-30F-1306D1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30F-1312D2 SC2-30F-1306D1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12D2 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
SC2-30F-1912D2 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12D2 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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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Model A B C1) D (직경)

Tall
SC3-90F-1912D2-C 170 160 1135 76
SC3-90F-1906D1-C 170 160 1135 76

Under (Drawer)
SC3-90F-0812D2D-C 185 255 840 60
SC3-90F-0806D1D-C 165 255 840 60

   1) C는 Door 또는 Drawer를 열었을 때의 최대 Depth

(단위: mm)

Tall 윗면

A

B

D

C

B

D
C

Under 	
뒷면

Plinth + EM-33 
장착 모습 (뒷면)

Under (Drawer) 
윗면

Outlet

Inlet

EM-33

Plinth(side)

A

흄 후드,	High	performance 흄 후드,	Ductless 안전 폐액 보관 시스템

	 	0.3	m/s의 최소 면풍속 작동시에도	
ASHRAE110과	SEFA	1-2010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고효율 흄후드

	 Under	type	cabinet과 함께 구성

	 	덕트 연결이 필요 없는 필터 내장형	
후드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하고 국제	
규격에 따른 설계로 성능 기준 충족

	 Under	type	cabinet과 함께 구성

	 	정전기 및 누액 방지 장치와 내부 가스	
제거로 안전한 폐액 처리

	 	Under(drawer)	type	cabinet과 함께	
구성하여 이중 안전

제이오텍 안전제품과 함께 구성

자세히보기	 Page 244 자세히보기	 Page 248 자세히보기	 Page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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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y Description 	
(W x D x H, mm) SC2-60F-0812D2 SC2-60F-0809D2 SC2-60F-0806D1-CL

SC2-60F-0806D1-CR SC2-60F-0706D1-C

Plinth (side) 480 x 340 x 350 AAAF15364 AAAF15364 AAAF15364 AAAF15364
Fume Extraction 
Module (EM-33)

348 x 498 x 343
(220V, 60Hz) AAAF1536 AAAF1536 AAAF1536 AAAF1536

   ※EM-33 호환 Filter 상세 내용은 265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Specification (Type 60)

Accessories (Type 60)

Model SC2-60F-0812D2 SC2-60F-0809D2 SC2-60F-0806D1-CL
SC2-60F-0806D1-CR SC2-60F-0706D1-C

Internal volume (L) 195 142 89 76
Interior dimensions (W x D x H, mm) 1105 x 419 x 422 805 x 419 x 422 505 x 419 x 422 505 x 419 x 362
Exterior dimensions (W x D x H, mm) 1200 x 610 x 820 900 x 610 x 820 600 x 610 x 820 600 x 610 x 720
Max. load (kg) 80 80 80 80
유출액 저장통1) Volume (L) 15 11 7 7
CE 인증 - - O O
Weight (kg) 185 170 106 100

Cat. No. AAAF360330 AAAF360320 AAAF360310
AAAF360311 AAAF360110

제품 외관

제품 내부

   1) 캐비닛 하단에는 Epoxy powder coated 재질의 유출액 저장통이 기본 제공되며 Stainless steel 재질로 변경 가능(Option).SC2-30F-1912D2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30F-1312D2 SC2-30F-1306D1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30F-1312D2 SC2-30F-1306D1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CL CR

Dimension
Model A B C 1) D (직경)

Under 
(Door)

SC2-60F-0806D1-CR/CL 125 530 1070 102
SC2-60F-0706D1-C 125 480 1070 102
SC2-60F-0812D2 125 530 953 102
SC2-60F-0809D2 125 530 1103 102

Under 
(Drawer)

SC3-30F-0812D2D-C 160 235 840 60
SC3-30F-0806D1D-C 160 235 840 60

Tall
SC3-30F-1912D2-C 180 170 1095 76
SC3-30F-1906D2-C 180 170 1120 76

   1) C는 Door 또는 Drawer를 열였을 때의 최대 Depth

(단위: mm)

Under (Drawer) 윗면Under (Door) 윗면 Under 뒷면 Tall 윗면 Plinth + EM-33 장착 모습 (뒷면)

Outlet

Inlet

EM-33

Plinth(side)

A
A

B

B

D
D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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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Type 30)

Accessories (Type 30)
Accessory Description SC3-30F-1912D2-C SC3-30F-1906D1-C SC3-30F-0812D2D-C SC3-30F-0806D1D-C

Shelf

Epoxy powder coated steel
(W x D x H, mm)

AAAF35014
(965 x 444 x 30)

AAAF35013
(451 x 444 x 30) - -

Stainless steel
(W x D x H, mm)

AAAF35004
(965 x 444 x 30)

AAAF35003
(451 x 444 x 30) - -

Drawer

Epoxy powder coated steel
(W x D x H, mm)

AAAF35313
(798 x 452 x 100)

AAAF35312
(350 x 452 x 100) - -

Stainless steel
(W x D x H, mm)

AAAF35303
(798 x 452 x 100)

AAAF35302
(350 x 452 x 100) - -

Plinth (Side) 480 x 340 x 350 - - AAAF15364 AAAF15364

Fume 
Extraction 
Module 
(EM-33)

348 x 498 x 343
(220V, 60Hz) AAAF1536 AAAF1536 AAAF1536 AAAF1536

Container 
Guard 423 x 370 x 141 - - - AAAF35455

   ※EM-33 호환 Filter 상세 내용은 265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Model SC3-30F-1912D2-C SC3-30F-1906D1-C SC3-30F-0812D2D-C SC3-30F-0806D1D-C
Internal volume (L) 802 375 252 116
Interior dimensions (W x D x H,mm) 968 x 507 x 1635 453 x 507 x 1635 506 x 415 x 602 * 2ea 468 x 415  x 602
Exterior dimensions (W x D x H,mm) 1101 x 630 x 1951 586 x 630 x 1951 1200 x 560 x 730 (or 820) 600 x 560 x 730 (or 820)
Quantity of shelf (standard / max.)1) 3 / 5 3 / 5 - -
Max. load per shelf (kg) 80 80 40*2ea2) 402)

유출액 저장통3) Volume (L) 42 22 26*2ea 24
CE 인증 O O O O
Weight (kg) 330 220 200 120
Cat. No. AAAF330470 AAAF330440 AAAF330430 AAAF330420

제품 외관

제품 내부

   1) Epoxy powder coated 재질의 선반이 기본 제공되며, Stainless steel 재질로 변경, Drawer type으로 변경, 수량 추가 가능 (option)
   2) Drawer type은 Drawer에 대한 최대 적재량
   3) �캐비닛 하단에는 Epoxy powder coated 재질의 유출액 저장통이 기본 제공되며 Stainless steel 재질로 변경 가능 (Option) �

Drawer 모델 (0806D1D)의 경우, 유출액 저장통에 폐액통 전용 가이드 장착 가능 (Option)

SC2-30F-1912D2 SC2-30F-1312D2 SC2-30F-1306D1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30F-1312D2 SC2-30F-1306D1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30F-1312D2 SC2-30F-1306D1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30F-1312D2 SC2-30F-1306D1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30F-1912D2 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12D2 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12D2 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SC2-30F-1912D2 SC2-30F-1906D1-C

Type 30 Type 60

SC2-60F-0806D1-CSC2-60F-0809D2SC2-60F-0812D2 SC2-60F-0706D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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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C-EF-1912D2 SC-EF-1906D1
Internal volume (L) 1047 521
Interior dimensions (W x D x H, mm) 1198 x 500 x 1748 597 x 500 x 1748
Exterior dimensions (W x D x H, mm) 1253 x 593 x 2039 653 x 597 x 2039
Quantity of shelf (standard / max.)1) 3 / 5 3 / 5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400 400
Max. load per shelf (kg) 80 80
유출액 저장통2) Volume (L) 53 26
Weight (kg) 288 180
Cat. No. AAAF31517 AAAF31514

제품 외관

제품 내부

   1) Epoxy powder coated 재질의 선반이 기본 제공되며, Stainless Steel 재질로 변경, 수량 추가 가능 (option)
   2) 캐비닛 하단에는 Epoxy powder coated 재질의 유출액 저장통이 기본 제공되며 Stainless Steel 재질로 변경 가능 (option)

SC-EF-1912D2 SC-EF-1312D2 SC-EF-1306D1 SC-EF-0706D1SC-EF-1906D1
SC-EF-1912D2 SC-EF-1312D2 SC-EF-1306D1 SC-EF-0706D1SC-EF-1906D1

Specification (기본형)

Accessory Description (W x D x H, mm) SC-EF-1912D2 SC-EF-1906D1

Shelf

Epoxy powder coated steel (1194 x 460 x 48) AAAF35018 -
Epoxy powder coated steel (594 x 460 x 48) - AAAF35017
Stainless steel (1194 x 460 x 48) AAAF35008 -
Stainless steel (594 x 460 x 48) - AAAF35007

Tray PP (545 x 419 x 33) SCF0037 SCF0037
Fume Extraction Module (EM-33) 348 x 498 x 343 (220V, 60Hz) AAAF1536 AAAF1536

   ※ EM-33 호환 Filter 상세 내용은 265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Model Dimension (W x D x H, mm)
SC3-90F-1912D2-C 965 x 467 x 92
SC3-90F-1906D1-C 450 x 467 x 105
SC3-90F-0812D2D-C 463 x 354 x 146*2ea
SC3-90F-0806D1D-C 417 x 354 x 146
SC3-90F-0812D2S-C 1044 x 363 x 52
SC3-90F-0809D2S-C 729 x 363 x 52
SC3-90F-0806D1S-CL/CR 444 x 363 x 52
SC2-60F-0812D2 1103 x 419 x 35
SC2-60F-0809D1 803 x 419 x 35
SC2-60F-0806D1-CL/CR 503 x 419 x 35
SC2-60F-0706D1-C 503 x 419 x 35
SC3-30F-1912D2-C 965 x 467 x 92
SC3-30F-1906D1-C 450 x 467 x 105
SC3-30F-0812D2D-C 475 x 374 x 146*2ea
SC3-30F-0806D1D-C 437 x 374 x 146
SC-EF-1912D2 1194 x 484 x 92
SC-EF-1906D1 594 x 484 x 92

   ※ Epoxy powder coated steel과 Stainless steel 재질 중 택1

Accessories (기본형)

모델별 Bottom Collecting Sump 규격

SC-EF-1912D2 SC-EF-1312D2 SC-EF-1306D1 SC-EF-0706D1SC-EF-1906D1
SC-EF-1912D2 SC-EF-1312D2 SC-EF-1306D1 SC-EF-0706D1SC-EF-1906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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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폐액 보관 시스템
Safety Waste Disposal System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학약품과 폐액의 수거 및 보관에 용이

안전 깔때기 (SF)  

Carbon Filter (option)  

폐액통 (WT)  

SF-14C & WT-20C
with	Carbon	Filter	(Option)

SF-14P & WT-20P
with	Carbon	Filter	(Option)

대전 방지
M o d e l

  누액을 방지하는 안전한 장치
	   ●	 	주입구가 넓어 처리하기 편리한 폐액 처리 전용 안전 깔때기
	   ●	 	폐액통 교체 시기를 알기 쉽도록	80%	레벨바가 기본	

장착되어있고,	실험자의 필요에 따라	70%로 교체 가능		
(380	mm	높이의 폐액통 기준)

  성상에 따른 분리 배출이 편리
	   ●	 	성상에 따른 안전깔때기 뚜껑 색상을 다르게 하여		

폐액 처리 시 명확한 구분	(SF-14P	(Persian	green)	/	-14B	
(Blue)	/	-14Y	(Yellow)	/	-14R	(Red))

	   ●	 		안전깔때기 상단 및 폐액통에 안전 라벨을 부착하여		
성상이 다른 폐액의 혼합을 방지

  내부 가스와 압력 제거
	   ●	 	Hinge	방식 뚜껑을 닫아 내부 증기의 실험실 내 배출을 최소화
	   ●	 		전용 유해가스제거필터(카본필터)	장착으로		

정화된 공기 배출,	폐액통 유증기압 제거	(Option)
	   ●	 		타임스트립을 통한 필터 교체 주기 확인 편리

넓은 주입구 Level	indicator	(pop-up)

다양한 뚜껑 색상 용액에 따른 분류 라벨

Hinge-type	뚜껑 전용 카본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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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방지 모델

접지 플러그

인화성 물질 전용 보관함과 구성	

Description Dimension (ø x H, mm) Cat. No.

Carbon Filter 76 x 150 AAAM6051
Earth bonding plug (접지플러그) 52 x 70 AAAF35453

   ※ �안전깔때기, 폐액통, 카본 필터, 접지 플러그는 각각 구매 제품입니다.

Accessories

Model SF-14C SF-14P WT-20C WT-20P

Description 대전방지용 
폐액수거용 안전깔때기

일반용 
폐액수거용 안전깔때기 대전방지용 폐액통 일반용 폐액통

Dimension (W x D x H, mm) 160 x 142 x 270 160 x 142 x 270 220 x 300 x 380 220 x 300 x 380
주입구 (ø, mm) 135 135 45 45
뚜껑 사이즈 (ø, mm) 142 142 65 65
용량 (L) 1 1 22 22
Material PP PP HDPE HDPE
Cat. No. AAAM6001 AAAM6002 AAAM6011 AAAM6012

Specifications

285
135

58
0

380 40
0

330285
135

58
0

380 40
0

330

(Unit: mm)

Front	view Side	view

  정전기 방지
	   ●	 	특수 플라스틱 재질과 접지 케이블을 제공함으로		

인화성 액체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원천 차단		
(SF	모델)

	   ●	 	인화성 물질 전용 보관함(SC3-90F	Drawer	type)과 함께	
구성하면 접지선 정리가 간편	
자세히보기	 Page 271

	   ●	 	배전반에 연결이 어려울 경우,	접지 플러그(option)로 연결 가능

폐액 안전 깔때기 비교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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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배기형 직접배기형

산/염기 시약장, 소형
Acid Corrosive Cabinet, small

뛰어난 내화학성으로 강부식성 물질 보관에 적합한 소형 보관함

Specification
Model PCC-720

Material
Body PE (Polyethylene)
Door / Guide PP (Polypropylene)

Dimension

Exterior (W x D x H, mm) 720 x 472 x 535
Front opening (W x D, mm) 560 x 320
Duct hole (O.D., mm) 150
Net weight (kg) 12.5

Cat. No. AAAF61001

Model Cat.No.

Plinth for Fume Extraction Module AAAF15363
Brackets for Extraction Arm Hood (Φ75) AAAB6411
Fume Extraction Module, EM-33 AAAF1536

Accessories

PCC-720
with	Fume	Extraction	Module,	Plinth	(Option)

PCC-720

Fume Extraction 	
Module

Plinth

	 부식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보관 
	   ●	 		보관함 내부	No	Steel	구조로 내부 부식 방지
	   ●	 	내화학성이 뛰어난	Polyethylene	재질의 전체 사출과		

도어 및 경첩의	Polypropylene	구성으로 내구성과		
내부식성이 우수하여 강부식성 물질의 장기보관 가능

	   ●	 	소량의 부식성 시약 보관에 적합		
(1L	시약병 기준 최대	18개)

	 편리하고 안전한 환기 
	   ●	 		기존 시설물의	duct	연결 또는 전용 유해가스 제거장치		

(EM-33)	연결 사용
	   ●	 	전용 유해가스 제거장치에는 제이오텍의 검증된 전용 필터를		

최대	2종 장착하여	Fume을 안전하게 제거

부식성 물질 보관에 탁월

공간에 따라 배기형태 선택

EM-33과 장착 필터에 대한 상세페이지 Page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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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염기 물질 보관함
Corrosive Cabinet

내부식성	PP	Tray
보관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Spill	Tray

필터형 유해가스 배기장치	(Option)
별도의 덕트 연결 없이 보관함 내부의
유해 가스를 카본필터로 필터링	
(상세내용은	Page	265	참조)

열쇠 잠금 장치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열쇠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제공

산/염기 물질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

SC-C-1906D2
with		Shelves	2개,	Tray	4개	(기본제공),	
Fume	Extraction	Module	&	Filters	(Option)

SC-C-1912D4
with		Shelves	4개,	Tray	8개	(기본제공)

식별 픽토그램 스티커 제공
	탈부착이 가능한 산/염기 구분 스티커를	
제공하여,	보관물의 구분이 용이

안전한 보관물 취급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선반 접근이 편리한 인체공학적 구조

편리한 이동과 설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지게발 거치 공간	
안정된 설치를 위한 수평 조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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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보관

	 	 EN	14727	규격 테스트 완료
	 	 	국내에서 최초로 가장 엄격한 유럽 규격에 따른	

성능 및 내구성 관련	Laboratory	Cabinet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산/염기 물질 보관함

	 	 SEFA	규격	Chemical	테스트 완료	
	 	 	내부에 폴리페놀수지로 코팅된 내부식성 내장재,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선반 및 배출구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되어 산/염기 물질의 장기간 보관에 적합

	 	 견고한 철재 구조
	 	 	철재 프레임의 안정적 구조로 구조 변형이 없으며	

에폭시 도장으로 우수한 내화학성 외관

	 	 보관함 내부	No	Steel	구조	
	 	 	내부에 선반,	선반걸이,	볼트,	도어 캐치,	배출구 등	

Stainless	Steel	재질을 사용하지 않아 내부 부식 방지

	 	 공간 효율적 내부 구획
	 	 	내부의	Compartment	구조와 Shelf를 통해	하나의	시약장에	

여러 물성의 보관 물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관	
(SC-C-0706D1	제외)

  제이오텍 안전제품과 함께 구성

	 	 	흄후드,	High	performacnce	및 필터 내장형 흄후드의	
하부장으로 배치

	 	 산/염기 폐액 보관함을 안전하게 보관
독립된 가스 배출 경로로
보관물 특성에 따른 안전한 보관

내부 공간마다 오염된 공기의 배출구가 각각 설계되어		
보관실 내부에서 이종 가스 혼합이 없어,	보관 물질의		
특성에 따라 안전하게 분류하여 보관이 가능

(등록		제	10-1614122호)

  분리보관에 최적화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재
	 	 	분리 공간 수	(4개,	2개,	1개)에 따라	5가지 모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견고하고 안전한 선반 구조

	 	 견고한 선반 구조
	 	 	선반당 최대	80	kg까지 수납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며,	

좌우 내부 벽면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

	 	 안전한 선반 설계
	 	 	최소	30	mm	깊이의 선반	Tray는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보관물이 유출되더라도 안전하도록 설계된 구조이며,	
각 모델별로 해당	Tray는 기본 포함

  편리하고 안전한 환기 시스템

	 	 내부 구획별 환기구
	 	 	내부의	Compartment별로 환기구가 있는 구조로	

최대한의 배기를 실현하여 가스 농도 축적 방지

	 	 배기 시스템 연결	(Option)
	 	 	배기구는 배기 시스템과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어	

유해 가스의 외부 배출이 편리하도록 구성

흄후드, High performacnce 
자세히보기	

	 Page 244

필터내장형 흄후드 
자세히보기		
Page 248

안전 폐액 보관함	
자세히보기		
Page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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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y	(PP) 필터형 유해가스 배기장치	(Option) Plinth	(Side)	+	EM-33

Specification (Tall Type) 
Model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Internal volume (L) 852 (213 L x 4) 894 (447 L x 2) 426 (213 L x 2) 445
Interior dimensions (W x D x H,mm) 561 x 466 x 818 * 4ea 561 x 466 x 1712 * 2ea 561 x 466 x 818 * 2ea 558 x 466 x 1712 
Exterior dimensions (W x D x H,mm) 1229 x 555 x 1900 1229 x 555 x 1900 655 x 555 x 1900 655 x 555 x 1900
Quantity of shelf (standard / max.) 4 / 8 6 / 12 2 / 4 3 / 6
Quantity of tray (standard / max.) 8 / 12 8 / 14 4 / 6 4 / 7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120 100 130 100
Max. load per shelf (kg) 80 80 80 80
Weight (kg) 284 257 160 146
Cat. No. AAAF60043 AAAF60025 AAAF60023 AAAF60011

제품 외관

제품 내부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 �산/염기 등 부식성 물질의 보관 중 가연성 증기가 환기되지 않고 지체된 경우 제품의 내구성에 영향을 끼치거나 실내 공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건물의 환기시스템에 연결하거나 별도의 배기시스템과의 연결을 권장함

※ �시약장 상단에 배기구가 있어 강제 배기장치 또는 정화장치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

※ �Plinth는 상단 배기구 2개를 1개의 Fume Extraction Module로 배기하실 경우 필요합니다.
※ EM-33 호환 Filter 상세 내용은 265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Accessories

Accessories Description (W x D x H, mm)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Tray 545 x 419 x 33 (Polypropylene) SCF0037
(8개 기본포함)

SCF0037
(8개 기본포함)

SCF0037
(4개 기본포함)

SCF0037
(4개 기본포함)

Fume Extraction Module 	
(EM-33) 348 x 498 x 343 (220V, 60Hz) AAAF1536 AAAF1536 AAAF1536 AAAF1536

Plinth 852 x 479 x 51 AAAF15362 AAAF15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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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 A' B C D (직경)

Tall

SC-C-1912D4 315 315 75 1110 102
SC-C-1912D2 315 315 75 1110 102
SC-C-1906D2 325 - 75 1120 102
SC-C-1906D1 325 - 75 1120 102

Under

SC-C-0812D2 130 520 605 1190 102
SC-C-0809D2 130 370 605 940 102
SC-C-0806D1 130 - 605 1060 102
SC-C-0706D1 130 - 435 1060 102

Specification (Underbench Type)
Model SC-C-0812D2 SC-C-0809D2 SC-C-0806D1 SC-C-0706D1

Internal volume (L) 312 (156 L x 2) 226 (113 L x 2) 146 115
Interior dimensions (W x D x H,mm) 543 x 456 x 634 * 2ea 393 x 456 x 634 * 2ea 505 x 456 x 634 505 x 421 x 542 
Exterior dimensions (W x D x H,mm) 1200 x 548 x 820 900 x 548 x 820 600 x 548 x 820 600 x 510 x 650
Quantity of tray 2 2 1 1
Max. load per tray (kg) 80 80 80 80
Weight (kg) 110 92 65 52
Cat. No. AAAF60122 AAAF60121 AAAF60113 AAAF60012

제품 외관

제품 내부

   ※ �산/염기 등 부식성 물질의 보관 중 가연성 증기가 환기되지 않고 지체된 경우�
제품의 내구성에 영향을 끼치거나 실내 공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건물의 환기시스템에 연결하거나 별도의 배기시스템과의 연결을 권장함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SC-C-1912D4 SC-C-1912D2 SC-C-1906D2 SC-C-1906D1 SC-C-0706D1SC-C-0806D1SC-C-0812D2 SC-C-0809D2

Stand type Under type

Accessory Description (W x D x H, mm) SC-C-0812D2 SC-C-0809D2 SC-C-0806D1 SC-C-0706D1

Tray
PP (470 x 370 x 100) CBN0010 CBN0010 CBN0010
PVC (390 x 450 x 37) - SCF0100 - -

Fume Extraction Module (EM-33) 348 x 498 x 343 (220V, 60Hz) AAAF1536 AAAF1536 AAAF1536 AAAF1536
Plinth (side) 480 x 340 x 350 AAAF15364 AAAF15364 AAAF15364 AAAF15364

   ※ EM-33 호환 Filter 상세 내용은 265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Accessories

Dimension (단위: mm)

B

A A’

C

D

A A'

B
D

C

Tall 윗면

C

Under 윗면

A A’

B

D

A A'

B
D

Under 뒷면 Plinth + EM-33 장착 모습 (뒷면)

Outlet

Inlet

EM-33

Plinth(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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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내장형 시약장
Filtering Storage Cabinet

내부 카본 필터를 통해 시약장 내 유해가스를 제거함으로 	
실험자를 안전하게 보호

FSC-140
with	Drawer	Shelves	5개	(기본제공)

FSC-140 FSC-280

서랍식 선반으로 사용 편리
	내부 안쪽의 시료 취급이 편리하도록	
서랍식 구조의 선반이 기본 장착

밝기 조절	LED	램프
	LED	램프로 내부 관찰이 편리하며	
간편하게	5단계 밝기 조절 가능

유출액 저장통으로 안전
	보관물 유출 발생시 안전한 처리	
시약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열쇠 잠금 장치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열쇠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제공

최대	2개 필터 동시 장착
	기본 제공되는	Pre-filter를 제외하고	
2개 필터를 동시에 장착 가능

편리한 이동 및 설치 구조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구조이며	
안전하게 수평 설치 가능한 구조

•			유해 가스 제거 능력	/		
용량 시험	(SPS-KACA	002-132)	
고효율 유해 가스율 검증 완료	
복합 카본 필터 적용	(VOC,	산,	염기)

•			도어 내구성 테스트	(KS	G	2020	규격)	
40000회 개폐 시험 검증 완료	

유해 가스 제거 능력 / 용량 검증 및
도어 내구성 테스트 검증 완료

측정 모델 : SC2-60F-0706D1-C
측정 지점 : 보관함 좌, 우, 후측 및 천장과 도어

화재 시험조건 : EN 1363-1
시험 방법 : KS F 2257

보관함 좌ㆍ우측 전면, 좌ㆍ우측 후면, 도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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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쉬운 필터 교체다앙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 필터 포화도 점검

  밀폐형 시약 보관에 적합

	 	 외부 배기시스템 연결 불필요
	 	 	시약장 내부에 필터가 장착되어		

내부 공기 순환으로 유해가스를 제거		

	 	 공조에너지 절감	
	 	 	밀폐형 구조로서,	배기장치를 통한 실내 공기의		

외부 반출이 발생하지 않아 실내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율적인	Fan	속도 조절
	 	 	편리한	0~5단계	Fan	속도 조절 기능으로		

필터 수명 증가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

	 	 Turbo	모드로 쾌적한 사용	
	 	 	유해가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Door	개방 시 일시적으로	Fan	속도 최대화

  뛰어난 안전성

	 	 내부 온도 상승 경고 알림
	 	 	시약장 내부에서 온도 상승 발생 시		

High	Temp.	경고 알림 기능

	 	 공기 순환 감지 및 경고	
	 	 	Fan	동작에 대한 감지 기능으로		

내부 공기 흐름의 이상유무 알림

	 	 견고한 에폭시 분체 도장
	 	 	내화학성 및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장기간 사용에도 내구성 유지

	 	 외부 센서 연결 가능	
	 	 	외부 센서	(Option)와 연결할 수 있어서		

설정 한계값 초과시 경고 발생

  관리에 편리한 다양한 기능

	 	 Sleep	모드로 효율적 사용
	 	 	설정한 시간 (예를 들어 일과 시간)에만 작동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필터 수명 연장

	 	 다양한 정보 표시	
	 	 	VOC,	온도,	습도,	필터점검 알림 등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

	 	 용도 맞춤형 필터 구성
	 	 	보관하는 시약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필터	

구성을 지원	(상세 내용은	Page	285	참조)

	 	 편리한 필터 관리 구조
	 	 	시약장 전면부를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필터의 포화도 점검 및 교체가 매우 편리

	 	 Gas	Detector로 필터 포화도 점검
	 	 Complex	Carbon	Filter의 포화도를		
	 	 전용	Gas	Detector	(Option)로 간편하게 점검

	 	 필터 점검 알림 기능
	 	 	1~24개월 주기의 필터 점검 알림기능으로		

사용환경에 따른 필터 관리가 편리

	 	 필터 이력 관리 기능
	 	 	필터 사용 시간,	점검 이력 저장 등으로		

효율적인 필터 관리를 지원

	 	 필터 관리용 기록 시스템
	 	 	필터 점검 시간,	물질명 및 농도값을		

컨트롤러에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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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Model FSC-140 FSC-280

Internal volume (L) 604 1317
Capacity (L or quantity of 1 L bottle) 140 280
Airflow rate (m3/min) 0.67 1.34
Noise level (dB) < 50 < 55

Safety
Warning / Alarm High Temperature, Door Open, Fan Fail, Sensor Error

Check Filter, External Input Error

Protection Over Temperature Protection, Over Current Protection

Dimensions

External (WⅹDⅹH, mm) 930 x 636 x 1890 1868 x 636 x 1890
Internal (WⅹDⅹH, mm) 795 x 578 x 1315 1733 x 578 x 1315
Drawer (WⅹDⅹH, mm) 613 x 478 x 109 613 x 478 x 109
Spill tray (WⅹDⅹH, mm) 670 x 526 x 34 (1ea) 670 x 526 x 34 (2ea)

Weight (kg) 300 495
Quantity of drawer (standard / max.) 5 / 10 10 / 20
Max. load capacity per drawer (L or quantity of 1 L bottle) 28 28
Max. load per drawer (kg) 40 4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1P, A) 0.5 1.0
Cat. No. AAHF1122K AAHF1132K

제품 외관 제품 외관제품 내부 제품 내부

Model FSR2-650G FSR2-1400G
Internal volume (L) 660 1451
Exterior dimension (W x D x H, mm) 770 x 850 x 1955 1550 x 850 x 1955
Interior dimension (W x D x H, mm) 650 x 700 x 1450 1430 x 700 x 1450
Cat. No. AAAF1321 AAAF1322

필터 기능과 냉장 보관이 가능한	필터형 냉장 시약장은		
308	페이지	(실험/의료용 냉장고	Chapte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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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오텍 필터 시리즈
  ●	 		제이오텍 카본 필터는 표면적이 크고 미세공이		

더욱 발달된 무정형의 우수한 흡착제로서		
다단계의 첨착 공정을 통해서 제조

  ●	 		100%	첨착 필터로 제작되어 일반 필터에 비해		
필터링 효율이	2배 이상 우수함

  ●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을 동시에 수행하여		
매우 우수한 복합필터의 효율 특성

  ●	 				제이오텍 카본 필터의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Macropores	(직경	500Å	이상),	
Mesopores	(직경	20~500Å),	
Micropores	(직경	20Å	이하)까지	
수많은 세공 발달 확인

Accessories

Gas Detector & Tubes
  ●	 		현재 사용하는	Chemical에 대한	Complex	Carbon	Filter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터의 교환 시기 판단

Item Cat. No.

Gas Detector KITAGAWA AP-20 AAAB2531

Gas Detecting Tube

Benzene, GASTEC-121SP (0.5~10 ppm) EAA1550

Toluene, GASTEC-122L (1~100 ppm) EAA1551

Acetic acid, GASTEC-81L (0.125~25 ppm) EAA1552

Chloroform, GASTEC-137 (4~400 ppm) EAA1553

Formaldehyde, GASTEC-91LL (0.05~1 ppm) EAA1554

Ammonia, GASTEC-3L (0.5~60 ppm) EAA1555

Filter Description Cat. No.

Complex Carbon Acid, Ammonia, Aldehyde 등 �
광범위한 화학물질을 여과 AAAF1537

Acid HCl, HF, H2S, CH3COOH 등 �
산성 가스의 여과 AAAF1539

Formaldehyde Formaldehyde, �
Acete aldehyde 등의 여과 AAAF1541

Ammonia / Amines NH3, (CH3)3N 등 염기성 가스의 여과 AAAF1542

HEPA 독성 분진물과 기타 0.3 µm �
Particle을 99.99% 여과 FSC0083

   ※ 사용하는 Chemical에 따라 적합한 Filter를 선택하여 사용
   ※ 기본 제공되는 Pre-Filter는 일차적으로 Particle을 여과하여 다른 필터의 수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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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용기 보관함
Gas Cylinder Cabinet

고압 실린더의 안전한 보관

	 	 안정된 보관 환경
	 	 	철재로 견고하게 구성된	Cabinet으로	

외부 충격 방지 및 실린더 넘어짐 방지

	 	 가스 배관 연결	Hole
	 	 	Gas	Regulator	및 배관의 연결을 위해	

상부 공간에	Hole이 있는 구조

	 	 도어 잠금 장치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열쇠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제공

	 	 편리한 내부 관찰
	 	 	가스 밸브 확인,	잔량 확인을 위해	

도어 전면부에 투시창 제공

	 	 플라스틱 체인 제공
	 	 	실린더 고정을 위해 체인 기본 포함	

플라스틱 재질로 실린더/제품 긁힘 방지

	 	 편리한 실린더 교체
	 	 	중량의 실린더 교체에 편리한	

Folding	Ramp가 기본으로 포함

DS-GC-18107N2
with	Plastic	Chain,	Folding	Ramp		
(기본제공)

편리한 실린더 교체를 위한	Folding	Ramp	

Cylinder를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 체인	

Model DS-GC  (Height: 1800 mm)

Depth : 550 mm
Cat. No. AAAF1070 AAAF1071
Model DS-GC-18074N2 DS-GC-18107N2

Width 740 mm 1070 mm
Gas Cylinder (Ø230 mm) 보관 수량 2 3

Specification

DS-GC-18074N2
with	Plastic	Chain,	Folding	Ramp		
(기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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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수납장
Multiple Drawer Cabinet

견고하고 편리한 수납장

	 	 견고한 구조
	 	 	철재 본체와 세로	11단의 수납함으로	

견고하게 구성된 디자인

	 	 편리한 서랍식 선반
	 	 		안쪽의 보관물도 편리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레일이 적용된 서랍식 선반 구조

	 	 높이 조절 선반 구조
	 	 	선반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크기가 다양한 보관물을 동시에 수납 가능

	 	 견고한 선반 구조
	 	 	선반당 최대	40	kg까지 수납할 수 있으며,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내화학성 우수

	 	 선반 내부 칸막이 지원
	 	 	각 선반 내부에 조절 가능한 칸막이가 있어	

보관물 정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구조

DS-OR-18108N2
with	Drawers	(기본제공)

 DS-OR series (Height : 1800 mm)

Depth : 550 mm
Cat. No. AAAF1091 AAAF1093
Model DS-OR-18055N1 DS-OR-18108N2

Width 556 mm 1083 mm
Drawer 수 (standard/max.) 11 / 11 22 / 22

Specification

Cat. No. Description 사용되는 제품 모델
CBN0019 450 mm 폭 DS-OR- 18055N1, 18108N2

Tray	칸막이
Cat. No. 사용되는 제품 모델 Description

AAAF1508
DS-OR-

18055N1, 18108N2 Epoxy Painted Steel Drawer with Tray
AAAF1510 18055N1, 18108N2 Stainless Steel Drawer with Tray

Drawer	set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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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철재 보관함, Window
Multipurpose Cabinet, Window

보관물 확인이 용이한 전면 유리창 도어 구조

DS-OW-18108N2
with	Drawer	Set,	Partition,	Name	Plate	(기본제공)

  편리하고 견고한 구조

	 	 전면 유리창 도어
	 	 	내부 보관물의 확인이 편리한 전면 유리창 도어	

서랍별	Name	Plate	제공으로 보관물 정보 관리

	 	 견고한 철재 구조
	 	 	철재 프레임의 안정적 구조로 변형이 없으며	

에폭시 도장으로 우수한 내화학성 외관

	 	 도어 밀폐	&	고정
	 	 	도어 패킹과 상하부 자석 고정체를 적용하여	

유리창 도어의 안전하고 확실한 밀폐 및 고정

	 	 배기 시스템 연결
	 	 		설치 장소의 배기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Fume	Extraction	Module	(Option)	추가 가능

  사용자 편의성 향상

	 	 견고한 선반 구조
	 	 	선반당 최대	40	kg까지 수납할 수 있으며,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내화학성 우수

	 	 편리한 서랍식 선반
	 	 	안쪽의 보관물도 편리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레일이 적용된 서랍식 선반 구조

	 	 선반 내부	Partition	지원
	 	 	각 선반 내부에 조절 가능한	Partition이 있어	

보관물 정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구조	
(선반 한개 당 칸막이	4개 기본 포함)

필터형 유해가스 배기장치	(Option)
별도의 덕트 연결 없이 보관함 내부의
유해 가스를 카본필터로 필터링
(상세내용은	Page	2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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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잠금 장치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열쇠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제공

바닥 고정	Anchor
	Cabinet을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Anchor	(Option)로 안전사고 대비

서랍식 선반
	선반의 뒷쪽 공간에도 편리하게		
보관 가능

Specification
Model DS-OW-18055N1 DS-OW-18108N2

Exterior width (mm) 556 1083
Exterior depth (mm) 550 550
Exterior height (mm) 1800 1800
Quantity of drawer 6 12
Max. load per shelf (kg) 30 30
Quantity of name plate 6 12
Cat. No. AAAF1051 AAAF1053

Accessories

Description 칸막이 	
Cat. No.

Dimension (mm)

W H
Partition CBN0019 450 110

450	mm
110	mm

Partition	(Drawer당	4	개 기본제공품)
  ●	 		보관물 크기에 따라 조절 가능한 칸막이
  ●	 		내화학성이 우수한	PP(Polypropylene)	재질

Anchor
Cat. No. Description

CBN0036 Anchor

Description Cat. No.
Dimension (mm)

W H
Name plate AAAF1523 320 115

Name	Plate	(Tray	당	1개 기본제공품)
  ●	 		Cabinet	각각의 선반에 저장된 내용물 확인 용이
  ●	 		Tray	전면부 홈에 삽입하여 고정

B1

유해가스 배기장치
Cat. No. Description Model

AAAF1536 Extraction Module EM-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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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Note Model Page

자동 제습 • �습기에 민감한 물품 및 시료의 보관
• �자동 전자식 제습 장치로 편리한 사용 Auto-dry DC2

ADC
292
294

제습함

Cubic • �전면 도어에 부착된 습도계로 확인 편리
• �작은 시료 보관이 편리한 Drawer 선반 기본 포함

일반형 SDC 298

UV 차단형 SDC-U 298

데시케이터

Cubic • �전면 도어에 진공게이지로 진공도 확인 편리
• �높이 조절가능한 선반 및 공간 효율적 적재 구조

일반형 VDC 295

UV 차단형 VDC-U 295

Round • �투명하고 내구성 우수한 Polycarbonate 재질
• �최대 72시간동안 1 Torr의 진공 상태 유지

일반형 VDR 296

UV 차단형 VDR-U 296

Cylinder • �큰 부피의 시료 제습 보관에 편리한 구조
• �3-way 밸브가 기본 포함되어 가스 치환 편리

일반형 VDP 297

UV 차단형 VDP-U 297

진공
데시케이터

General Application
· 습기에 민감한 각종 시약, 샘플, 종자의 보관

· 각종 전자 기기, 카메라, 렌즈, 사진, 필름 문헌 등의 보관

291

2년 보증 무상 A/S시건장치를 통한 도어락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준수

일체형 금형으로 제작되어
Leak 최소화UV를 차단하여 사용자 안전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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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온습도 표시
	 	보관함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표시	

자동 제습 보관함
Dry Cabinet

습기에 민감한 물품 및 시료의 보관

높이	조절	가능	선반
선반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크기가	다양한	보관물을		
동시에	수납	가능

내부	관찰	편리
투명	아크릴	재질의	대형	투시창으로	
편리한	내부	관찰

도어	잠금	장치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열쇠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제공

간편한	이동	및	설치
편리한	제품	이동	및	설치를	위해	
이동/고정이	되는	캐스터	기본	장착 
(DC2-41(A) 모델)

 자동 전자식 제습 유닛
	 	보관함 내부의 설정 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건조제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아 유지보수 편리

 편리한 습도 설정 및 제어
	 	20~60%RH : 간편하게 1%RH씩 습도 설정이	

가능하며, 20%RH에 8시간 이내 도달

현재 온도 값 현재 습도 값 습도 설정

DC2-21L
with	Shelves	3개	(기본제공),	Shelf	1개	(Option)

DC2-41
with	Shelves	6개	(기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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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C2-11(A)2) DC2-21L(A)2) DC2-21S(A)2) DC2-41(A)2)

Control range1) 20~60%RH (1% scale) 20~60%RH (1% scale) 20~60%RH (1% scale) 20~60%RH (1% scale)
Internal volume (L) 120 240 240 480
Internal dimensions (W x D x H, mm) 470 x 530 x 485 470 x 530 x 970 940 x 530 x 485 940 x 530 x 970
Exterior dimensions (W x D x H, mm) 555 x 715 x 650 555 x 715 x 1195 1115 x 715 x 650 1115 x 715 x 1270
Quantity of door 1 2 2 4
Stackable type Yes No Yes No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4 4 / 8 4 / 8 8 / 16
Max. load per shelf (kg) 20 20 20 20
Weight (kg) 42 65 67 118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1P, A) 2 2 2 2

Cat. No.
Basic AAHF70125K AAHF70225K AAHF71225K AAHF70425K
Anti-electricity AAHF70135K AAHF70235K AAHF71235K AAHF70435K

   1) 제습유닛의 제습소자 건조 시 내부 습도 및 온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A모델은 정전기를 방지하는 대전방지 모델입니다.

Accessories
Model Dimension (W x D x H, mm) Cat. No.

Shelves
Epoxy powder coated steel 460 x 525 x 60 AAAF7521
Anti-static paint steel 460 x 525 x 60 AAAF7522

Drawer
Epoxy powder coated steel 420 x 500 x 100 AAAF7531
Anti-static paint steel 420 x 500 x 100 AAAF7541

Specification

제품 외관

제품 내부

Shelf Drawer

Model A (mm) B (mm)
DC2-11(A) 1094 1202
DC2-21L(A) 1094 1202
DC2-21S(A) 2200 1202
DC2-41(A) 220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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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제습 보관함, 소형
Auto Desiccator, compact

20~40%RH까지 제어 가능한 컴팩트한 제습 보관함

ADC-30

안쪽의 보관물 입출이 편리한 서랍식 
구조의 선반 기본 제공

전면 습도계 장착으로 	
쉽게 습도 확인

UV를 99% 차단하여 빛에 민감한 
시약 보관에 적합 (-U 모델) 

안정적인 적재로 공간 활용을 	
최대화

 별도 제습제가 필요없는 반영구적 자동 제습
	 	자동 제습 장치(Auto dry unit)가 내장되어 	

내부에 제습제를 넣지 않고 간편하게 관리

 견고한 일체형 구조
	 	일체형 금형으로 제작되어 Leak을 최소화하고	

기밀성이 우수

 다단 적재 사용
	 	제품 상단에 적재용 홈이 있고, 하단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4개의 발로 홈에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적재 가능

 편리한 온/습도 확인
	 	전면에 디지털 온/습도계가 장착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온/습도 확인이 가능

Specification

Model
Clear type ADC-30 ADC-45

UV protection ADC-30U ADC-45U
Internal volume (L) 35 50
Dehumidification range (%RH) 20~40 20~40

Drawers
Number of standard / Max. 2 / 4 3 / 6
Max. load per drawer (kg) 5 5

Dimension

Overall (W x D x H, mm) 360 x 421 x 483 360 x 421 x 603
Internal (W x D x H, mm) 322 x 367 x 302 322 x 367 x 422
Perforated shelves (W x D x H, mm) 279 x 354 x 3 279 x 354 x 3
Perforated drawer (W x D x H, mm) 379 x 346 x 45 379 x 346 x 45

Net weight (kg) 10.8 12.1
Dehumidifying performance at 25℃, 60%RH 5시간 이내 40%RH 도달
Recovery time at 25℃, 60%RH 0.5시간 이내 40%RH 도달 (문 30초 개방 시)
Electrical outlet 220V/50~60Hz

Cat. No.
Clear type AAAD6011 AAAD6021
UV protection AAAD6111 AAAD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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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데시케이터
Vacuum Desiccator

Specification

진공 상태에서 제습 보관을 위한 최적의 선택

 1 Torr, 72시간 유지
	 	최대	1	Torr	진공도를	72시간동안	유지	

진공	상태로	제습	보관해야	하는	시료에	적합

 견고한 일체형 구조
	 	일체형	금형으로	제작되어	Leak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인	고진공	상태에서도	휘어짐	없음

 투명한 관찰 환경
	 	본체의	재질이	PC	(Polycarbonate)로	

깨끗한	내부	관찰이	가능하며	견고함

안정적인 적재로 공간 활용을 최대화	진공 형성이나 가스 치환을 위한 	
편리한 3-way Valve

UV를 99%	차단하여	빛에	민감한	
시약 보관에 적합 (-U 모델)

선반 높이 조절로 다양한 높이의	
샘플들을 편리하게 보관

Cubic type

Model
Clear type VDC-11 VDC-21 VDC-31 VDC-41

UV protection VDC-11U VDC-21U VDC-31U VDC-41U
Internal volume (L) 11 23 35 45

Vacuum
Gauge range (Analog) (Mpa) 0 to -0.1 0 to -0.1 0 to -0.1 0 to -0.1 
Max. permissible vacuum (Body) (Mpa) 1.33 x 10-4 (1 Torr) 1.33 x 10-4 (1 Torr) 1.33 x 10-4 (1 Torr) 1.33 x 10-4 (1 Torr)

Dimension

Internal (W x D x H, mm) 248 x 254 x 238 346 x 365 x 246 355 x 375 x 345 355 x 374 x 445 
Overall (W x D x H, mm) 322 x 285 x 271 420 x 397 x 281 420 x 397 x 381 420 x 397 x 491 
Perforated shelf (W x D x H, mm) 202 x 204 x 6.5 289 x 304 x 11 289 x 304 x 11 289 x 304 x 11 
Desiccant tray (W x D x H, mm) 158 x 194 x 24 218 x 268 x 26 218 x 268 x 26 218 x 268 x 26 
Nozzle dia. (mm) 9.5 9.5 9.5 9.5
Net weight (kg) 4.2 8.2 10.8 12.2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4 2 / 4 3 / 5 3 / 6
Max. load per shelf (kg) 3 5 5 5

Cat. No.
Clear type AAAD4001 AAAD4021 AAAD4011 AAAD4031
UV protection AAAD4101 AAAD4121 AAAD4111 AAAD4131

VDC-11/21/31/41

Accessories Page 299 Desiccant Tray, Perforated Shelf, Vacuum Seal, 3-way Valve, Vacuum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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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데시케이터
Vacuum Desiccator

 1 Torr, 72시간 유지
	 	최대	1	Torr	진공도를	72시간동안	유지	

진공	상태로	제습	보관해야	하는	시료에	적합

 견고한 일체형 구조
	 	일체형	금형으로	제작되어	Leak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인	고진공	상태에서도	휘어짐	없음

 투명한 관찰 환경
	 	본체의	재질이	PC	(Polycarbonate)로	

깨끗한	내부	관찰이	가능하며	견고함

VDR-30G

VDR-20G

VDR-25G

상단에 압력계 장착으로 쉽게 	
압력을 확인 (-G/-UG 모델)

진공	형성이나	가스	치환을	위한		
편리한	3-way	Valve

UV를 99%	차단하여	빛에	민감한	시약		
보관에	적합	(-U	모델)

일반압력에서 사용 또는 이동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정하는 Locker

   1) 각 모델명의 마지막 글자가 G인 모델은 Vacuum Gauge가 포함된 모델을 의미함.
   2) 각 모델명의 마지막 글자가 U인 모델은 UV 차단 모델을 의미함.
   3) 괄호 속은 Vacuum Gauge 장착 모델에 대한 값
   4) 3-way Valve가 빠진 Ø값

Round type

Model1), 2)
Clear type VDR-20 (20G) VDR-25 (25G) VDR-30 (30G)

UV protection VDR-20U (20UG) VDR-25U (25UG) VDR-30U (30UG)
Internal volume (L) 6 10 20

Vacuum
Gauge range (Analog) (Mpa) 0 to -0.1 0 to -0.1 0 to -0.1 
Max. permissible vacuum (Body) (Mpa) 1.33 x 10-4 (1 Torr) 1.33 x 10-4 (1 Torr) 1.33 x 10-4 (1 Torr)

Dimension 

Overall (Ø x H, mm)3) 242 x 279 (242 x 354)4) 308 x 325 (308 x 400)4) 385 x 399 (385 x 475)4)

Desiccant tray 159 x 31 220 x 29 276 x 34
Nozzle dia. 9.5 9.5 9.5
Net weight (kg)3) 1.5 (1.7) 2.5 (2.6) 4.2 (4.3)

Shelves
Perforated shelf (Ø, mm) 192 250 310
Max. load per shelf (kg) 15 20 25

Cat. No. 

Clear type, without vacuum gauge  AAAD2011 AAAD2111 AAAD2211
Clear type, with vacuum gauge (G type) AAAD2021 AAAD2121 AAAD2221
UV protection, without vacuum gauge (U type) AAAD2031 AAAD2131 AAAD2231
UV protection, with vacuum gauge (UG type) AAAD2041 AAAD2141 AAAD2241

Specification

Accessories Page 299 Desiccant Tray, Perforated Shelf, Vacuum Seal, 3-way Valve, Vacuum Gauge, 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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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데시케이터
Vacuum Desiccator

Specification

Accessories Page 299 Perforated Shelf, Vacuum Seal, 3-way Valve, Vacuum Gauge, Locker

Model
Clear type VDP-25 (25G) VDP-30 (30G)

UV protection VDP-25U (25UG) VDP-30U (30UG)
Internal volume (L) 16 24.9

Vacuum
Gauge range (Analog) (Mpa) 0 to -0.1 0 to -0.1 
Max. permissible vacuum (Body) (Mpa) 1.33 x 10-4 (1 Torr) 1.33 x 10-4 (1 Torr)

Dimension

Internal (Ø x H, mm) 244 x 318 305 x 322
Overall (Ø x H, mm) 308 x 374 (308 x 449) 387 x 384 (387 x 459)
Nozzle dia. (mm) 9.5 9.5
Net weight (kg) 2.7 (2.8)  4.0 (4.1)

Quantity of Perforated shelves 2 / 5 (or 3)1) 2 / 5 (or 3)1)

Cat. No. 

Clear type, without vacuum gauge AAAD3011 AAAD3021
Clear type, with vacuum gauge (G type) AAAD3111 AAAD3121
UV protection, without vacuum gauge (U type) AAAD3211 AAAD3221
UV protection, with vacuum gauge (UG type) AAAD3311 AAAD3321

 1 Torr, 72시간 유지
	 	최대	1	Torr	진공도를	72시간동안	유지	

진공	상태로	제습	보관해야	하는	시료에	적합

 견고한 일체형 구조
	 	일체형	금형으로	제작되어	Leak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인	고진공	상태에서도	휘어짐	없음

 투명한 관찰 환경
	 	본체의	재질이	PC	(Polycarbonate)로	

깨끗한	내부	관찰이	가능하며	견고함

VDP-30G VDP-30UG

선반	기본	2개	제공으로	다양한	높이의	
샘플들을	편리하게	보관 

진공	형성이나	가스	치환을	위한		
편리한	3-way	Valve

UV를 99%	차단하여	빛에	민감한	시약	
보관에	적합	(-UG	모델)

일반압력에서 사용 또는 이동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정하는 Locker

Cylinder type

   ※ 각 모델명의 마지막 글자가 G인 모델은 Vacuum Gauge가 포함된 모델을 의미함.
   ※ 각 모델명의 마지막 글자가 U인 모델은 UV 차단 모델을 의미함.
   1)  Perforated shelf는 적재 방법에 따라 최대 5개 (간격 40 mm) 또는 3개 (간격 70 mm)까지 장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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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케이터
Desiccator

습도계, 다단 선반 구조로 편리한 제습 보관

 Hygrometer 포함
	 	내부	습도를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습도계가	장착되어	매우	편리

 높이 조절 선반
	 	보관물의	형상과	크기에	따라	

Shelf	/	Drawer의	높이	조절	가능

 투명한 관찰 환경
	 	본체의	재질이	PC	(Polycarbonate)로	

깨끗한	내부	관찰이	가능하며	견고함

 Desiccant Tray
	 	편리하게	Desiccant를	넣을	수	있는	

PP	재질의	전용	Tray를	기본	포함

 견고한 일체형 구조
	 	일체형	금형으로	제작되어	Leak를	최소화하며	

도어	부분에	실리콘	Seal로	밀폐성	우수
SDC-45

Specification

Model
Clear type SDC-30 SDC-45

UV protection type SDC-30U SDC-45U
Internal volume (L) 35 50

Dimension

Internal (W x D x H, mm) 322 x 367 x 302 322 x 367 x 422
Overall (W x D x H, mm) 360 x 410 x 326 360 x 410 x 446
Shelf (W x D x H, mm) 279 x 354 x 3 279 x 354 x 3
Drawer (W x D x H, mm) 279 x 346 x 45 279 x 346 x 45
Desiccant tray 218 x 268 x 26 218 x 268 x 26
Net weight (kg) 4.9 6.2

Drawers
Quantity (Standard / Max.) 2 / 4 3 / 6
Max. load per drawer (kg) 5 5

Cat. No.
Clear type AAAD5011 AAAD5021
UV protection type AAAD5111 AAAD5121

안쪽의 보관물 입출이 편리한 서랍식 
구조의 선반 기본 제공

전면 습도계 장착으로 쉽게 	
습도 확인

UV를 99% 차단하여 빛에 민감한 
시약 보관에 적합 (-U 모델) 

안정적인 적재로 공간 활용을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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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진공 데시케이터 & 데시케이터 구성

3-way	Valve	(VDR) Vacuum	Gauge

Perforated	Shelf	(VDC) Perforated	Shelf	(VDP)

3-way	Valve	(VDC)

Desiccant	Tray

Locker

Vacuum	Seal

Product Cat. No.
ADC VDC VDR VDP SDC

ADC-30 ADC-45 VDC-11 VDC-21 VDC-31 VDC-41 VDR-20 VDR-25 VDR-30 VDP-25 VDP-30 SDC-30 SDC-45

Desiccant 	
tray

VDC0037 - - ● - - - - - - - - - -
VDC0005 - - - ● ● ● - - - - - ● ●

AAAD1501 - - - - - - ● - - ● - - -
AAAD1502 - - - - - - - ● - - ● - -
AAAD1503 - - - - - - - - ● - - - -

Perforated 	
shelf

VDC0035 - - ● - - - - - - - - - -
VDC0003 - - - ● ● ● - - - - - - -

AAAD1511 - - - - - - ● - - - - - -
AAAD1512 - - - - - - - ● - - - - -
AAAD1513 - - - - - - - - ● - - - -
AAAD3511 - - - - - - - - - ● - - -
AAAD3512 - - - - - - - - - - ● - -

AAAD5531 ● ● - - - - - - - - - ● ●

Drawer AAAD5521 ● ● - - - - - - - - - ● ●

Vacuum seal

VDC0032 - - ● - - - - - - - - - -
VDC0033 - - - ● - - - - - - - - -
VDC0015 - - - - ● - - - - - - - -
VDC0034 - - - - - ● - - - - - - -
VDR0001 - - - - - - ● - - - - - -
VDR0002 - - - - - - - ● - ● - - -
VDR0055 - - - - - - - - ● - ● - -

Locker 
VDR0015 - - - - - - ● - - - - - -
VDR0016 - - - - - - - ● - ● - - -
VDR0017 - - - - - - - - ● - ● - -

3-way valve
AAAD4501 - - ● ● ● ● - - - - - - -
AAAD1521 - - - - - - ● ● ● - - - -
AAAD3501 - - - - - - - - - ● ● - -

Vacuum 	
Gauge

EDA4301 - - ● ● ● ● - - - - - - -
EDA4302 - - - - - - ● ● ● ● ● - -

   ※ 제품에 기본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구매 또는 교체하실 경우 해당 Cat. No.로 주문 가능합니다.

Accessory
Cat. No. Product Name Description

BEA00078603 Silicagel (1kg) 습도를 제거하는 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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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료용 냉장 & 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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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증 무상 A/S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환경적 영향 평가 시험을
합격한 친환경 제품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준수 

자동 제상을 통해
별도의 성에 제거가 불필요

내부 필터를 통해 유해가스를
정화하여 배출

기기의 이상 동작 시,
전화로 음성 메시지 경보 전달

시건장치를 통한 도어락

제이오텍 고유 기술에 의한
특허 등록

일정 이상 온도 오차 발생 시
경고 알람

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

전자식 잠금장치의 적용으로  
더 편리한 보안장치

Thermal line recorder 장착으로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ISO 13485에 따른
의료기기



Description Temp. Range (℃) Volume (L) Model Page

Laboratory

Medical

Refrigerator

• 해외규격에 의한 검증 완료
• 제상 제어로 온도 안정 2 ~ 10 73, 303, 660, 805, 1451 CLG

CLG3 306

• �냉장 기능 포함된 필터 시약장
• �안정된 온도 유지 및 �
이상시 알람 기능 포함

0~ 15 660, 1451 FSR2 308

• 온도범위에 따른 선택 모델
• 우수한 단열 및 밀폐 구조

-25 ~ -15 154, 303, 647 FMG3

310

-40 ~ -25 154, 303, 647 FCG3

Deep Freezer
• 독립된 2개의 냉각구조
• �실시간 알림기능의 BLACK 
BOX 시스템 (JABA 모델)

-60 ~ -90 276, 369, 484, 605, 730, 
832

JABA�
GUDERO 
Plus

312

-60 ~ -86 40, 80
GUDERO 
PLUS, 
POCKET 

312

-10 to -45 / �
-40 to -90 / �
-80 to -120

295, 492 / �
295, 492 / �
295

GUDERO 
PLUS, 
CHEST

312

Ice Maker •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
• �저소음, 고용량

- - IF300-150 313

Vaccine 
Refrigerator

• �백신의 안정적인 냉장 보관
• �의료기기 허가 (제3333호) �
완료

2 ~ 10 73, 660, 1451 VSR3 / 
VSR3-E 316

Pharmaceutical 
Refrigerator

• �약품의 안정적인 냉장 보관
• �KS P 6108 (약품 냉장고 �
조건 및 시험) 기준 설계

2 ~ 10 73, 660, 1451 PSR3 / 
PSR3-E 318

Vaccine  
Freezer

• �백신의 -40 ~ -15 냉동보관
• �KS P 6108 (약품 냉동고 �
조건 및 시험) 기준 설계 

-25 ~ -15 154, 303, 647 VMG3 320

-40 ~ -25 154, 303, 647 VCG3 320

General Application
실험실 냉장&냉동고: 화학 시료, 각종 시약, 배양액 저장, 온도에 민감한 재료, 효소, 냉동 전 예비 냉각

의료용 냉장&냉동고: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혈액 및 혈장의 저장, 의약품 및 백신의 저장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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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온도 제어 및 유지
	 	제이오텍의 전용 컨트롤러에 의해,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인 온도 유지

	 Complete Chamber Structure
	 	전체적인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열손실 최소화

	 청결한 사용 및 유지 보수
	 	Stainless Steel 재질의 내부 구조는	

청결한 유지 보수 및 내부식성 우수

	 높이 조절이 편리하며 견고한 선반 
	 	기본 제공되는 Wire 형상의 선반은	

간편한 높이 조절 및 내구성 우수

	 제약 안정성 냉장 저장 요건에 충족
	 	온도 Fluctuation과 Variation 안정으로	

ICH Guideline Q1A(R2)에 충족 (CLG 모델)

	 제이오텍의 제상 제어 기술 적용
	 	자동 제상 기능 또는 제상이 불필요한	

Dual 냉동 적용으로 온도 변화 최소화

	 이슬 맺힘이 없는 외관
	 	Door 및 외벽에 이슬 맺힘이 없는	

구조 설계로 깨끗한 사용 환경 제공

	 균일한 내부 온도 분포
	 	모델별로 최적화된 구조 디자인으로	

내부 온도 분포가 안정적으로 유지

KS P 6108 & DIN 13221에 의한 검증으로 신뢰성 향상
우수한 밀폐성과 제상 제어로 안정적 온도 제어

견고한 철판의 Drawer Shelf (Option) 통기성이 우수한 서랍식 Wire Shelf (Option) Key Lock Door 잠금 장치

Laboratory 냉장고·냉동고

Refrigerator & Freezer for Laboratory/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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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CLG3/FSR2)
	 	모바일 앱을 통해 장비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LC Connected 시스템 (Option)

	 Key Lock 포함된 Door 잠금 장치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구조로	

저장물의 안전한 보관 환경 제공

	 편리한 이동 및 설치
	 	이동 및 고정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으로	

편리하게 이동/설치 (150 모델 제외)

	 편의적 액세서리 선택 지원
	 	보관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선반을 비롯하여	

온도 기록계 등 다양한 액세서리 선택 지원

	 온도 이탈 알림 기능
	 	설정 온도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경고 발생 기능 	
(High & Low Temperature)

	 Controller Lock 기능
	 	컨트롤러 설정값의 변경 방지를 위한	

Lock 기능으로 임의적인 변경 등 오조작 방지

	 Self-protection 시스템
	 	Door 열림 경고 보호장치	

과전류 및 누전 발생 시 차단 장치

	 음성 경보 시스템 액세서리 지원 (Option)
	 	기기 이상 동작 시, 지정된 사용자들에게	

음성메시지를 전달하는 경보 시스템 	
(VSR3, PSR3 일부 기본 장착)

저장 용도에 따라 최적화된 선택 제공
안전한 보관을 위한 편의적 안전 기능

3.5 인치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 (CLG-150, 300, 850은 4.7인치 VFD 적용)

실시간 온도 기록을 통해 시료의 안전한 보관 �
(의료용 냉장고&냉동고)

모바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Option)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Refrigerator & Freezer for Laboratory/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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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냉장고
Laboratory Refrigerator

  구조 기능적 특징
	 		●	 		우수한	단열	및	밀폐	구조로	안정적	온도	제어
	 		●	 		외벽에	이슬	맺힘이	없는	구조로	청결한	사용
	 		●	 		내부는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	우수
	 		●	 		자석	패킹	Door	구조로	부드러운	여닫음
	 		●	 		이동/설치가	편리한	캐스터	장착	(70,	150	모델 제외)
	 		●	 		2단	적재로	공간	효율적	구성	(70,	150	모델)
	 		●	 		자동제상 기능을 통해 별도 제상이 불필요하여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제이오텍	전용	컨트롤러	장착으로	안정된	제어
	 		●	 		Clear	VFD	및	Touch	Key로	사용	편리 (CLG Only)
	 		●	 		설정온도와	실제온도를	동시에	표시
	 		●	 			높이	조절이	편리하고	견고한	선반	기본	제공
	 		●	 		내부에	형광등	기본	장착	(150	모델	제외)
	 		●	 		보관	상태	파악이	편리한	Glass	Door	모델
	 		●	 		Φ50 mm Cable Port로 외부기기 연결 편리 (Option), 

(70, 150 모델 제외)
	 		●	 	Drain 증발장치 적용으로 배수 관리가 불필요하여 편리 

(CLG3 Only)

3.5 인치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 (CLG-150, 300, 850은 4.7인치 VFD 적용)

Door	Key	Lock

CLG3-1400G 
with	Drawer	8개	(option)

CLG3-650SCLG3-70S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Drawer	Shelf	1개,	Recorder	(Option)

엄격한 해외 규격을 충족하는 우수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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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안전성
	 		●	 		온도 이탈 알림 기능 (High & Low Temperature)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CLG-150, 300, 850 모델)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잠금	장치
	 		●	 		장시간 Door 열림 시 알림 기능
	 		●	 		디지털 도어락 기능으로 보안을 더욱 강화	(CLG3 Only)
	 		●	 		전원,	도어 열림 등의 최근	12개 이벤트를 기록	(CLG3 Only)

  제약 안정성 냉장 저장 요건에 충족
	 		●	 		온도	Fluctuation과	Variation	안정	제어로	

ICH	Guideline	Q1A(R2)	요구조건에	충족
	 		●	 		장기	사용에도	안정된	온도	제어	구현
	 		●	 		밸리데이션	(IQ,	OQ,	PQ)	서비스	제공	(Option)

  편리한 사용을 위한 액세서리 제공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CLG3 Only)
	 		●	 		음성	경보	시스템은	기기	이상	동작 시,	

지정된	7대의 전화로	음성	메시지	전송	(Option)
	 		●	 		Drawer shelf와 Wire shelf (Slide) 장착으로	편리한	사용	(Option)
	 		●	 		다양한	온도	기록계	선택	추가	(Option)		

(Dot,	Chart,	Thermal	Line)

Specification
Model

Solid door CLG3-70S CLG-150S CLG-300S CLG3-650S CLG-850S CLG3-1400S
Glass door CLG3-70G CLG-150G CLG-300G CLG3-650G CLG-850G CLG3-1400G

Temperature range (℃) 2 to 10 2 to 10 2 to 10 2 to 10 2 to 10 2 to 10
Chamber volume (L) 73 156 303 660 805 1451
Dimension

Interior (W x D x H, mm) 418 x 440 x 400 550 x 580 x 490 550 x 550 x 1000 650 x 700 x 1450 750 x 740 x 1450 1430 x 700 x 1450
Exterior (W x D x H, mm) 530 x 600 x 725 683 x 791 x 870 670 x 770 x 1515 770 x 850 x 1955 870 x 965 x 1965 1550 x 850 x 1955
Net weight (kg) 67 100 130 210 260 350

Shelf
Quantity of wire shelf (standard/max.) 2 / 3 2 / 6 3 / 11 3 / 17 3 / 17 6 / 34
Quantity of wire shelf (slide) (max.) 3 4 7 11 11 22
Quantity of drawer shelf (slide) (max.) 2 3 5 8 8 16
Load per shelf (kg) 30 26 26 30 30 30
Fluorescent lamp 4.2W, 1ea - 18W, 1ea 18W, 1ea 32W, 1ea 32W, 1ea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 A 2.0 2.0 2.5 2.5 5.0 4.5

Cat. No.
Solid door AAAE1003 AAHE1001K AAHE1011K AAAE1023 AAHE1031K AAAE1043
Glass door AAAE1163 AAHE1101K AAHE1111K AAAE1123 AAHE1131K AAAE1143

Drawer	Shelf	(Option)

Wire	Shelf	(Slide)	(Option)

디지털 도어락	(CLG3-70	모델)

Accessories
Shelf, Drawer, Digital Drawer Lock, Recorder, Remote Alarm, Battery(Alarm), Stand with Caster, Electric Socket, LC GreenBox

Page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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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형 냉장시약장
Filtering Storage Refrigerator

강력한 탈취기능으로 시약장 내 유해가스 제거 및 균일한 온도 분포

FSR2-650G
with	Drawer	Shelves	4개,	Spill	Tray	1개	(기본제공)

시약장 하단부터 상단 필터까지 공기를 순환시킴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유해가스 제거 및 균일한 온도분포

유해가스 제거 능력 검증 완료

유해가스 제거능력 검증된	
(SPS-KACA002-132)		
복합 카본 필터 적용		
(VOC,	산,	염기)

측정 모델 : SC2-60F-0706D1-C
측정 지점 : 보관함 좌, 우, 후측 및 천장과 도어

화재 시험조건 : EN 1363-1
시험 방법 : KS F 2257

보관함 좌ㆍ우측 전면, 좌ㆍ우측 후면, 도어면

제이오텍 제품 기존 시중 제품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증된 제이오텍 유해가스제거필터
	 		●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에서 규격 (KTC)에 따라 	

시험 검증 완료 (Complex Carbon Filter)
	 		●	 		보관 시료의 특성에 따라 필터 선택 가능
	 		●	 		내화학성이 뛰어난 PP소재의 필터케이스 사용

  원격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으로 온도 및 유해가스 수준 확인 및 	
온도 설정 (LC GreenBox 구매 시)

	 		●	 		도어 열림, 냉동기 이상, 온도 상/하한 이탈 등의 	
장비 상태 알림을 통해 즉각 대응 가능

	 		●	 		온도를 10초 주기로 저장하여 최근 한달 데이터 확인 가능 	
(5년 기본 제공)

  사용 편의적 특징
	 		●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직관적 사용
	 		●	 		장비 내 최근 이벤트 12개를 저장하여 이력확인이 편리
	 		●	 		Glass door의 장착으로 보관 상태 확인 용이
	 		●	 		정전 발생 후 복전 시, 자동 재가동
	 		●	 		시료 접근성이 우수한 서랍식 선반 기본 장착
	 		●	 		선반 손잡이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손시려움 최소화 
	 		●	 		이동/설치가 편리한 이동식 캐스터 장착
	 		●	 		제조사가 제공하는 밸리데이션 서비스 	

(IQ/OQ/PQ 구매 시)
	 		●	 	Drain 증발장치 적용으로 배수 관리가 불필요하여 편리

조달청 벤처나라
혁신조달 상품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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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오텍 필터 시리즈
  ●	 		제이오텍 카본 필터는 표면적이 크고 미세공이		

더욱 발달된 무정형의 우수한 흡착제로서		
다단계의 첨착 공정을 통해서 제조

  ●	 		100%	첨착 필터로 제작되어 일반 필터에 비해		
필터링 효율이	2배 이상 우수함

  ●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을 동시에 수행하여		
매우 우수한 복합필터의 효율 특성

Filter Description Cat. No.

Complex Carbon Acid, Ammonia, Aldehyde 등 �
광범위한 화학물질을 여과 AAAB6354

Acid HCl, HF, H2S, CH3COOH 등 �
산성 가스의 여과 AAAB6356

Formaldehyde Formaldehyde, �
Acete aldehyde 등의 여과 AAAB6358

Ammonia / Amines NH3, (CH3)3N 등 염기성 가스의 여과 AAAB6359

HEPA 독성 분진물과 기타 0.3 µm �
Particle을 99.99% 여과 AAAF1545

   ※ 사용하는 Chemical에 따라 적합한 Filter를 선택하여 사용
   ※ 기본 제공되는 Pre-filter는 일차적으로 Particle을 여과하여 다른 필터의 수명 연장

Accessories

LC GreenBox
  ●	 		간단한 인터넷 연결로 기기의 동작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1대의	LC	GreenBox로 기기	4대까지 연결 가능

Model Description Dimension (W x D x H, mm) Cat. No.
JGW-4 LC GreenBox 156 x 94 x 34 AAAQ1011

서랍식 선반 추가 장착
Description Cat. No.

Drawer shelf (Slide) set AAAE1520

Model FSR2-650G FSR2-1400G

Temperature range (℃) 0 ~ 15 0 ~ 15

Volume
Capacity (1 L bottle *ea) 100 200
Internal volume (L) 660 1451

Dimensions

External (WⅹDⅹH, mm) 770 x 850 x 1955 1550 x 850 x 1955
Internal (WⅹDⅹH, mm) 650 x 700 x 1450 1430 x 700 x 1450
Drawer (WⅹDⅹH, mm) 580 x 560 x 110 580 x 560 x 110
Spill tray (WⅹDⅹH, mm) 595 x 560 x 33, 1ea 595 x 560 x 33, 2ea

Quantity of drawer (standard/max.) 4 / 8 8 / 16
Weight (kg) 220 440
Electrical data & Ordering No.

220V/60Hz/1P (A) 2.0 4.0
Cat. No. AAAF1321 AAAF1322

Specification

  ●	 				제이오텍 카본 필터의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Macropores	(직경	500Å	이상),	
Mesopores	(직경	20~500Å),	
Micropores	(직경	20Å	이하)까지	
수많은 세공 발달 확인

Accessories
Drawer, Recorder, Remote Alarm, Battery(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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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냉동고
Laboratory Freezer

직접 냉각 방식으로 안정된 온도 유지

  구조 기능적 특징
	 		●	 우수한	단열	및	밀폐	구조로	안정적	온도	제어
	 		●	 외벽에	이슬	맺힘이	없는	구조로	청결한	사용
	 		●	 내부는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	우수
	 		●	 자석	패킹	Door	구조로	부드러운	여닫음
	 		●	 이동/설치가	편리한	캐스터	장착	(150	모델	제외)
	 		●	 	2단	적재로	공간	효율적	구성	(150	모델)
	 		●	 	자동제상 기능을 통해 별도 제상이 	

불필요하여 편리

  제약 안정성 냉동 저장 요건에 충족
	 		●	 	온도 Fluctuation과 Variation 안정 제어로 	

ICH Guideline Q1A(R2) 장기보존 요구 조건에 충족 
(-20℃에서 ±5℃, 12개월 )

	 		●	 	밸리데이션 (IQ, OQ, PQ)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온도 제어 가능

  사용 편의적 특징
	 		●	 	조작이 쉬운 터치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편리한 사용
	 		●	 	장비 내 주요 이벤트 기록 저장으로 이력 확인 및 추적이 편리
	 		●	 	정전 후 다시 전기가 공급될 때, 자동으로 재가동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높이 조절이 편리하고 견고한 선반 기본 제공
	 		●	 	서랍식 선반으로 편리한 사용 (Option)
	 		●	 	다양한 온도 기록계 선택 추가 (Dot, Chart, Thermal Line) 

(Option)

  뛰어난 안전성
	 		●	 	온도	이탈	알림	기능	(High	&	Low	Temperature)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잠금	장치
	 		●	 	장시간 Door 열림 시 알림 기능

FCG3-150 FMG3-300 FMG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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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이상 알림으로 안전한 사용
	 		●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LC	GreenBox):		

설치 시,	모바일을 통한 제품 동작 상태 확인과 데이터 저장	
(option)

	 		●	 	Remote	alarm	system:	온도 이상 발생 시,		
등록된 휴대전화	7대로 자동 음성 메시지 전달하여		
빠른 대응으로 보관중인 의약품 피해 비용 최소화	(option)

  직접 냉각 방식의 냉동 시스템
	 		●	 	내부 시료 공간을 둘러싼 구조의 냉각 방식
	 		●	 	시료가 놓이는 내부의 전체 영역에서		

안정된 온도 분포도를 유지하는 구조
	 		●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효율적 운영 제공

Specification

Model
FCG3-150 FCG3-300 FCG3-650

FMG3-150 FMG3-300 FMG3-650

Temperature range (℃)
FCG3 -40 to -25 -40 to -25 -40 to -25
FMG3 -25 to -15 -25 to -15 -25 to -15

Chamber volume (L) 154 303 647
Dimension
Interior (W x D x H, mm) 550 x 570 x 490 550 x 550 x 1000 700 x 675 x 1370
Exterior (W x D x H, mm) 763 x 815 x 1055 765 x 760 x 1650 915 x 885 x 2020

Net weight (kg)
FCG3 123 155 238
FMG3 120 150 233

Shelf
Quantity of shelf (standard / max.) 2 / 6 3 / 11 3 / 17
Load per shelf (kg) 26 26 3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 A
FCG3 5.0 5.5 6.5
FMG3 4.5 4.8 5.5

Cat. No.
FCG3 AAAE2303 AAAE2313 AAAE2323
FMG3 AAAE2203 AAAE2213 AAAE2223

Accessories
Shelf, Drawer, Recorder, Remote Alarm, Battery(Alarm), Stand with Caster, LC Green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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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온 냉동고
Ultra Low Temperature Freezers, -90 ℃ 

사물인터넷 기술과의 혁신적 융합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제공 

GUDERO PLUS, CHEST JABA GUDERO PLUS GUDERO PLUS, 	
POCKET 

|  3      4  |DEEP FREEZER - JABA

        복잡한 절차, 서비스 지연         번거로운 과정없이 Non-Stop 처리!

2. 실시간 알람기능을 포함한 BLACK BOX 기능 탑재
 GLOBAL REAL TIME CARE SERVICE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원격 모니터링 기능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적용하여 제조사 상황실의 중앙

 서버를 통해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이상 발생시 조기 

 진단 및 저장, 관리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실 관제 시스템 데이터

 1. 온도: 냉동고 고내 온도

 2. Trend정보: 24시간 이내의 고내 온도정보(기간 중 최소/최대 온도제공)

 3. 경보 신호: 압축기 과열, 압축기 과전류, 기계 과열, 온도센서 이상 전원

                차단, 저전압, 냉동고 하한, 상한 경보, 도어 열림 경보

 *Event 요소

   압축기 과열 / 압축기 과전류 / 기계 과열 / 온도센서 이상 / 전원차단 /

   저전압 / 냉동고 상.하한 경보 / 도어 열림 경보

 신속한 문제해결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종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신속하게 장비를

 관리합니다.

 *App. OS: Android 2.3(Gingerbread) 이상, IOS 9.2 이상
사용자 스마트폰 상황실

현지 서비스센터

냉동고 문제 발생시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본사 상황실로 문제 발생

을 알리고, 상황실에선 해당 제품의 히스토리 확인 후 문제해결

조치 준비 완료와 함께 즉각 출동합니다!

< 이벤트 발생시 타사의 서비스 방식 >

단계 처리내역

1 이벤트(서비스) 발생/확인

2 서비스 신청

3 엔지니어 점검

4 서비스 처리 준비

5 엔지니어 재방문

6 이벤트 처리

< JABA 서비스 방식 >

단계 처리내역

1 이벤트 발생

2

3

4

5

6 이벤트 처리

Model JABA GUDERO PLUS GUDERO PLUS, POCKET GUDERO PLUS, CHEST

Temperature range (℃) -60 to -90 -60 to -90 -60 to -86 -10 to -45 / -40 to -90 / 
-80 to -120

Chamber volume (L) 276, 369, 484, 605, 730, 832 276, 369, 484, 605, 730, 832 40, 80 295, 492 / 295, 492 / 295
2" Boxes/Freezer 180, 240, 320, 400, 480, 600 180, 240, 320, 400, 480, 600 30, 60 216, 360 / 216, 360 / 216
Display Touch Screen Display LED Display LED Display LED Display

Sample inventory Standard - - -
Data history 43,000 시간 데이터 기록, 검색 - - -

Safety door lock device Standard Option Option Option
CO2/LN2 back-up	
(safety door lock device와 	
결합해서 구성)

Option Option Option Option

Dialing system Option Option Option Option
Black box terminal unit Option - - -

	 	 고장나도 걱정없는 독립냉각 시스템
	 	 ●			독립된 2개의 냉각구조로 	

하나의 컴프레셔가 고장나도 	
내부온도 -80℃로 유지 

	 	 ●			안정된 냉각 구조로 55 dB 이하의 
저소음 실현

	 	 	실시간 알림기능의		
BLACK	BOX	시스템	(JABA	모델)

	 	 ●			사물인터넷 적용하여 제조사 
상황실에서 제품의 상태 실시간 관리

	 	 ●			이상 발생 시, 조기 진단 및 저장, 
관리하여 신속히 대응

	 	 	샘플의 위치를 기록하는		
인벤토리 시스템

	 	 ●			도어를 열기전에 시료의 위치 파악 
	 	 ●			도어의 개폐 횟수 및 시간 축소로 	

냉기의 손실을 최소화시켜 에너지 절감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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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
Ice Maker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저소음, 고용량의 Flake Type 제빙기

Model IF300-150
Capacity (kg) 90
Ice production (kg/day) 120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600 x 300 x 500
Exterior (W x D x H, mm) 700 x 700 x 975
Net weight (kg) 114

Material Blower molded (HDPE)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 230V/50Hz

Specification

  구조 기능적 특징
	   ●	 	실험실에 적합한	Twin	Screw	Shaft	Mechanism으로		

생성된 박편	(Flake)은 견고한 입자 상태를 유지하여		
얼음 손실을 최소화

	   ●	 	-15℃에서 생산된 양질의 얼음을 고밀도 우레탄으로		
단열 처리된	Bin	Storage에 저장하여 오랜 시간 보관 가능

	   ●	 	내부	HDPE	성형처리로 부식 방지
	   ●	 	원터치 컨트롤 기능으로 편리한 사용

  뛰어난 안전성
	   ●	 		인입 전류에 대한 과부하 방지 안전장치
	   ●	 	급수 및 공급 수위 이상유무 확인장치
	   ●	 	냉동 시스템 과부하 안전장치

적정량의 얼음량 조절
내부 센서를 통해 제빙기 내부의 얼음량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과도한 생성을 방지

Twin	Screw	Shaft	Mechanism
이중 코어의 메커니즘으로		
빠르고 균일한 얼음 생성

고순도의 얼음 생성
공급되는 급수를 정제 필터로 불순물을 제거하여	
높은 순도



	 규격에 부합된 시험 완료
	 	약품 냉장고 및 냉동고 규격 충족	

신뢰성 우수한 제품 사양 및 성능 제공

	 국내/해외 규격에 따른 온도 분포 검증
	 	시료가 놓이는 전체 영역의 온도 측정	

보다 엄격한 기준에도 안정된 분포도

	 이슬 맺힘이 없는 외관
	 	Door 및 외벽에 이슬 맺힘이 없는	

구조 설계로 깨끗한 사용 환경 제공

	 제이오텍의 제상 제어 기술 적용
	 	자동 제상 기능을 통해 별도의	

제상이 불필요

	 온도 이탈 알림 기능
	 	설정 온도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경고 발생 기능 (High & Low Temperature)

	 온도 기록계 기본 포함
	 	Thermal line 형식의 recorder 기본 장착으로 	

체계적인 온도 기록

	 Key Lock 포함된 Door 잠금 장치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구조로	

저장물의 안전한 보관 환경 제공

	 최근 이벤트 12개 자동 저장
	 	온도 이탈, 도어 열림 등 최근 발생한 	

12개의 이벤트를 기록 관리

의료기기 제조 허가된 냉장고 & 냉동고
약품 보관 규격 충족 (KS P 6108)

냉장고·냉동고 Medical

Refrigerator & Freezer

314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시료가 놓이는 전체 영역에서 안정된 온도 분포 견고한 철판의 Drawer Shelf (Option)
(VSR3, PSR3 기본 장착)

 3.5인치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



	 음성 경보 시스템 기본 포함
	 	기기의 이상 동작 시, 지정된 사용자에게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보 시스템	
외장 배터리 장착으로 정전 시에도 작동	
최대 7개의 전화로 음성 메시지 전달

실시간 온도 기록이 가능한 레코더 장착으로 철저한 온도 관리
음성 경보 시스템 및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 포함

	 원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option)
	 	모바일 앱을 통해 장비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LC Connected 시스템

315제이오텍 온라인 LC몰

음성 경보 시스템에 전송

정전 등과 같은 
전원공급 중단 시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하강 시

시료의 온도 이상
감지 시

장시간 도어 
열림 시 

음성 경보 시스템

!

모바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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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R3-1400VSR3-650VSR3-70

백신 냉장고
Vaccine Refrigerator

백신의 안전한 냉장 보관을 위한 전용 냉장고

  온도 관리 철저
	 		●	 Thermal line 레코더 장착으로 체계적인 온도 기록
	 		●	 KS P 6108 및 DIN 13221 기준 온도 분포 검증
	 		●	 온도 이탈 알림 기능 (Temp. upper & lower)

  의료기기 신고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완료 (제 3333호)
	 		●	 	GMP 적합인정

레코더를 통한 온도 관리
감열식 프린트 방식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0.0

1.0

2.0

3.0

4.0

5.0

6.0

7.0

8.0

(℃)

0 10 20 30 40 50 60 (분)

전 영역에서 일정한 온도제어,	15채널	
(5℃에서	variation	±1℃/fluctuation	±2℃)

2020 년  11 월  10 일

한한국국의의료료기기기기안안전전정정보보원원장장  ((인인))

「의료기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수리합니다.

별첨

별첨

없음

A34050.02 (1)
(주)제이오텍·의약품냉장고,PSR3-650 등
동일제품군

별첨

해당없음

별첨

별첨

의료기기 제조 신고증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53 유성구

제조원 : 상동

제조(수입)업자 : (주)제이오텍,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53 유성구

제신 20-1648 호

(업 허가번호 : 제 3333 호)

모  양   및   구  조

구                 분

허    가    조    건

사용   시   주의사항

명                 칭

제조(수입)업자  정보

성                능

소        재      지

사    용    방    법

원       재       료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사    용    목    적

비                고

분류번호(등급)

 / 수입제조  / 품목류품목

유효기간 (2020.11.10 ~ 2025.11.09)

VSR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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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식 잠금장치의 적용으로 더 편리한 보안장치
	 		●	 	소형냉장고(VSR3-70/-70E)의 경우, 전자식 도어 잠금 장치 제공
	 		●	 	각 모델 별 1개의 전자식 서랍장치 선택 가능 	

(VSR3 모델은 기본 제공, VSR3-E 모델은 option)
	 		●	 	접근이 허가된 사용자는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한 손쉬운 잠금 해제
	 		●	 	장비 내 최근 이벤트를 저장하여 이력확인이 편리 	

(전원, 도어열림 등)

  온도 이상 알림으로 안전한 사용
	 		●	 	Remote alarm system: 온도 이상 발생 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자동 음성 메시지 전달하여 빠른 대응으로 
보관중인 의약품 피해 비용 절감 	
(VSR3 모델은 기본 제공, VSR3-E 모델은 option) 

	 		●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LC GreenBox): 설치 시,		
모바일을 통한 제품 동작 상태 확인과 데이터 저장	(전모델	option)

Specification

Accessories Shelf, Drawer, Recorder, Remote Alarm, Battery(Alarm), LC GreenBoxPage 322

도어 잠금 해제 비밀번호 설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option)

통기성이 우수한	wire	shelf	장착		
(VSR3-70E,	650E,	1400E	모델)

직관적인 터치 디스플레이		
(Full	color)

시약의 입출이 편리한	drawer	장착
(VSR3-70,	650,	1400	모델)

Model VSR3-70 VSR3-70E VSR3-650 VSR3-650E VSR3-1400 VSR3-1400E
Internal volume (L) 73 73 660 660 1451 1451

Temperature
Range (℃) (5℃ set point) 2 ~ 10 2 ~ 10 2 ~ 10 2 ~ 10 2 ~ 10 2 ~ 10
Variation at 5℃ (±℃) 1.0 1.0 1.0 1.0 1.0 1.0
Fluctuation at 5℃ (±℃) 2.0 2.0 2.0 2.0 2.0 2.0

Recorder O O O O O O
Digital door lock O O - - - -
Digital drawer lock O - O1) - O1) -
Quantity of wire shelf 2 2 - 3 - 6
Quantity of STS drawer 1 - 4 - 8 -
Remote alarm system O - O - O -
External dimension (W x D x H, mm) 530 x 600 x 725 530 x 600 x 725 770 x 850 x 1955 770 x 850 x 1955 1550 x 850 x 1955 1550 x 850 x 1955
Electrical data (220V/60Hz/1P) (A) 2.0 2.0 2.5 2.5 4.5 4.5
Cat. No. AAAE8003 AAAE8103 AAAE8023 AAAE8123 AAAE8043 AAAE8143

   1) 전체 drawer 중 1개는 전자식 잠금으로 허용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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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더를 통한 온도 관리
감열식 프린트 방식

약품 냉장고
Pharmaceutical Refrigerator

의약품의 안전한 냉장 보관을 위한 전용 냉장고

  온도 관리 철저
	 		●	 Thermal line 레코더 장착으로 체계적인 온도 기록
	 		●	 KS P 6108 및 DIN 13221 기준 온도 분포 검증
	 		●	 온도 이탈 알림 기능 (Temp. upper & lower)

  의료기기 신고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완료 (제 3333호)
	 		●	 	GMP 적합인정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0.0

1.0

2.0

3.0

4.0

5.0

6.0

7.0

(℃)

0 10 20 30 40 50 60 (분)

전 영역에서 일정한 온도제어,	도어 당	15	채널로 총	30	채널 측정	
(5℃에서	variation	±1℃/fluctuation	±2℃)

2020 년  11 월  10 일

한한국국의의료료기기기기안안전전정정보보원원장장  ((인인))

「의료기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수리합니다.

별첨

별첨

없음

A34050.02 (1)
(주)제이오텍·의약품냉장고,PSR3-650 등
동일제품군

별첨

해당없음

별첨

별첨

의료기기 제조 신고증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53 유성구

제조원 : 상동

제조(수입)업자 : (주)제이오텍,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53 유성구

제신 20-1648 호

(업 허가번호 : 제 3333 호)

모  양   및   구  조

구                 분

허    가    조    건

사용   시   주의사항

명                 칭

제조(수입)업자  정보

성                능

소        재      지

사    용    방    법

원       재       료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사    용    목    적

비                고

분류번호(등급)

 / 수입제조  / 품목류품목

유효기간 (2020.11.10 ~ 2025.11.09)

PSR3-1400

PSR3-1400PSR3-650PSR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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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식 잠금장치의 적용으로 더 편리한 보안장치
	 		●	 	소형냉장고(PSR3-70/-70E)의 경우, 전자식 도어 잠금 장치 제공
	 		●	 	각 모델 별 1개의 전자식 서랍장치 선택 가능 	

(PSR3 모델은 기본 제공, PSR3-E 모델은 option)
	 		●	 	접근이 허가된 사용자는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한 손쉬운 잠금 해제
	 		●	 	장비 내 최근 이벤트를 저장하여 이력확인이 편리 	

(전원, 도어열림 등)

  온도 이상 알림으로 안전한 사용
	 		●	 	Remote alarm system: 온도 이상 발생 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자동 음성 메시지 전달하여 빠른 대응으로 
보관중인 의약품 피해 비용 절감 	
(PSR3 모델은 기본 제공, PSR3-E 모델은 option)

	 		●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LC GreenBox): 설치 시,		
모바일을 통한 제품 동작 상태 확인과 데이터 저장	(전모델	option)

Accessories Shelf, Drawer, Recorder, Remote Alarm, Battery(Alarm), LC GreenBoxPage 322

도어 잠금 해제 비밀번호 설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option)

통기성이 우수한	wire	shelf	장착		
(PSR3-70E,	650E,	1400E	모델)

직관적인 터치 디스플레이		
(Full	color)

시약의 입출이 편리한	drawer	장착
(PSR3-70,	650,	1400	모델)

Model PSR3-70 PSR3-70E PSR3-650 PSR3-650E PSR3-1400 PSR3-1400E
Internal volume (L) 73 73 660 660 1451 1451

Temperature
Range(℃) (5℃ set point) 2 ~ 10 2 ~ 10 2 ~ 10 2 ~ 10 2 ~ 10 2 ~ 10
Variation at 5℃ (±℃) 1.0 1.0 1.0 1.0 1.0 1.0
Fluctuation at 5℃ (±℃) 2.0 2.0 2.0 2.0 2.0 2.0

Recorder O O O O O O
Digital door lock O O - - - -
Digital drawer lock O - O1) - O1) -
Quantity of wire shelf 2 2 - 3 - 6
Quantity of STS drawer 1 - 4 - 8 -
Remote alarm system O - O - O -
External dimension (W x D x H, mm) 530 x 600 x 725 530 x 600 x 725 770 x 850 x 1955 770 x 850 x 1955 1550 x 850 x 1955 1550 x 850 x 1955
Electrical data (220V/60Hz/1P) (A) 2.0 2.0 2.5 2.5 4.5 4.5
Cat. No. AAHE6301K AAAE6103 AAAE6023 AAAE6123 AAAE6043 AAAE6143

   1) 전체 drawer 중 1개는 전자식 잠금으로 허용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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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냉동고
Vaccine Freezer

상시 기록 레코더 장착으로 냉동 보관 백신의 안전한 보관

레코더를 통한 온도 관리
감열식 프린트 방식

  구조 기능적 특징
	 		●	 우수한	단열	및	밀폐	구조로	안정적	온도	제어
	 		●	 외벽에	이슬	맺힘이	없는	구조로	청결한	사용
	 		●	 내부는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	우수
	 		●	 자석	패킹	Door	구조로	부드러운	여닫음
	 		●	 이동/설치가	편리한	캐스터	장착	(150	모델	제외)
	 		●	 	2단	적재로	공간	효율적	구성	(150	모델)
	 		●	 	자동제상 기능을 통해 별도 제상이 	

불필요하여 편리

  제약 안정성 냉동 저장 요건에 충족
	 		●	 	온도 Fluctuation과 Variation 안정 제어로 	

ICH Guideline Q1A(R2) 장기보존 요구 조건에 충족 
(-20℃에서 ±5℃, 12개월 )

	 		●	 	밸리데이션 (IQ, OQ, PQ)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온도 제어 가능

  사용 편의적 특징
	 		●	 	Thermal line 방식의 온도 기록계 기본 장착, 	

Dot, chart type으로 교체 가능 (Option)
	 		●	 	조작이 쉬운 터치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편리한 사용
	 		●	 	장비 내 주요 최근 12개 이벤트 기록을 저장하여 	

이력 확인이 편리
	 		●	 	정전 후 다시 전기가 공급될 때, 자동으로 재가동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높이 조절이 편리하고 견고한 선반 기본 제공
	 		●	 	서랍식 선반으로 편리한 사용 (Option)

  뛰어난 안전성
	 		●	 	온도	이탈	알림	기능	(High	&	Low	Temperature)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잠금	장치
	 		●	 	장시간 Door 열림 시 알림 기능

VCG3-150 VMG3-300 VMG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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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321제이오텍 온라인 LC몰

  온도 이상 알림으로 안전한 사용
	 		●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LC	GreenBox):		

설치 시,	모바일을 통한 제품 동작 상태 확인과 데이터 저장	
(option)

	 		●	 	Remote	alarm	system:	온도 이상 발생 시,		
등록된 휴대전화	7대로 자동 음성 메시지 전달하여		
빠른 대응으로 보관중인 의약품 피해 비용 최소화	(option)

  직접 냉각 방식의 냉동 시스템
	 		●	 	내부 시료 공간을 둘러싼 구조의 냉각 방식
	 		●	 	시료가 놓이는 내부의 전체 영역에서		

안정된 온도 분포도를 유지하는 구조
	 		●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효율적 운영 제공

Specification

Model
VCG3-150 VCG3-300 VCG3-650

VMG3-150 VMG3-300 VMG3-650

Temperature range (℃)
VCG3 -40 to -25 -40 to -25 -40 to -25
VMG3 -25 to -15 -25 to -15 -25 to -15

Chamber volume (L) 154 303 647
Recorder O O O
Dimension
Interior (W x D x H, mm) 550 x 570 x 490 550 x 550 x 1000 700 x 675 x 1370
Exterior (W x D x H, mm) 763 x 815 x 1055 765 x 760 x 1650 915 x 885 x 2020

Net weight (kg)
VCG3 123 155 238
VMG3 120 150 233

Shelf
Quantity of shelf (standard / max.) 2/6 3/11 4/17
Load per shelf (kg) 26 26 3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 A
VCG3 5 5.5 6.5
VMG3 4.5 4.8 5.5

Cat. No.
VCG3 AAAE9303 AAAE9313 AAAE9323
VMG3 AAAE9203 AAAE9213 AAAE9223

Accessories
Shelf, Drawer, Recorder, Remote Alarm, Battery(Alarm), Stand with Caster, LC GreenBox

Page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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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Socket

ㆍ	AC 220V용 전원 공급
ㆍ	Cover 기본 포함

Recorder	with	Sensor	(Thermal	Line)

ㆍ	Graph / Digital 모드
ㆍ	감열식 온도 기록계
ㆍ	Double sensor로 하나의 센서에 

문제가 발생해도 지속적인 온도 기록

LC	GreenBox

ㆍ	간단한 인터넷 연결로 기기의 동작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ㆍ	1대의 LC GreenBox로 	
기기 4대까지 연결 가능

Remote	Alarm	with	Battery

ㆍ	기기 이상시, 등록된 7명의 
사용자에게 휴대전화로 알람

ㆍ	별도의 배터리 장착으로 정전 시에도, 
remote alarm을 발생시키고, 	
정전 시간을 recorder에 기록 

Recorder	with	Sensor	(Dot)

ㆍ최대 6 채널 지원
ㆍ	기록 범위 및 속도 설정 가능
ㆍPaper width: 1000 mm
ㆍ제품과 별개의 독립적 센서

Accessories

Wire	Shelf

ㆍ	통기성이 좋아 보관물 전체에	
균일한 온도 조건 제공

Drawer	Shelf	(Slide)

ㆍ	견고한 철판의 서랍식 구조로	
안쪽의 보관물 취급에 편리

Recorder	with	Sensor	(Chart)

ㆍ	Graph / Digital 모드
ㆍ	감열식 온도 기록계
ㆍ	단일 센서이며, 의료용 제품에 기본 

장착 (VSR3, PSR3, VCG3, VMG3)

Recorder	with	Sensor	(Chart)

ㆍ	24hr / 7-day 원형 온도 기록계
ㆍ간편한 기록지 교체
ㆍ제품과 별개의 독립적 센서

Wire	Shelf	(Slide)

ㆍ	통기성이 좋은 Wire 형태이며,	
동시에 서랍식으로 사용 편리

Alarm system

Recorder

Cat. No. Description Dimension (W x D x H, mm)
AAAQ1011 LC GreenBox 156 x 94 x 34

  ※ 적용 모델: CLG3 / FSR2 / VSR3 / PSR3 / FMG3 / FCG3 / VMG3 / VCG3

Cat. No. Description

AAAE15631 Recorder with Sensor (Thermal Line, Single sensor)
AAAE1503 Recorder with Sensor (Thermal Line, Double sensor)
AAAE1501 Recorder with Sensor (Chart)
AAAE1562 Recorder with Sensor (Dot)

Cat. No. Description

AAAE15511 Remote alarm system
AAAE15301 Battery

  ※ 전 모델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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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기본포함 별도 옵션

Wire Shelf Drawer Shelf 
(Slide)

Recorder 
(Thermal line,	
Single sensor)

Remote Alarm 
with Battery

Wire Shelf 
(Slide)

Drawer Shelf 
(Slide)

Electric 
Socket

Stand with 
Caster

CLG3-70 AAAE15081 N/A N/A N/A AAAE15091 AAAE151011) N/A N/A
CLG-150 AAAE1511 N/A N/A N/A AAAE1514 AAAE1517 N/A AAAE1542
CLG-300 AAAE1511 N/A N/A N/A AAAE1514 AAAE1517 AAAE1532 N/A
CLG3-650 AAAE15120 N/A N/A N/A N/A AAAE151042) AAAE1532 N/A
CLG-850 AAAE1513 N/A N/A N/A AAAE1516 AAAE1519 AAAE1532 N/A
CLG3-1400 AAAE15120 N/A N/A N/A N/A AAAE151042) AAAE1532 N/A
FSR2-650G N/A AAAE1520 N/A N/A N/A AAAE1520 N/A N/A
FSR2-1400G N/A AAAE1520 N/A N/A N/A AAAE1520 N/A N/A
FCG3/FMG3-150 AAAE1511 N/A N/A N/A AAAE1514 AAAE1517 N/A AAAE1542
FCG3/FMG3-300 AAAE1511 N/A N/A N/A AAAE1514 AAAE1517 N/A N/A
FCG3/FMG3-650 AAAE1512-1 N/A N/A N/A AAAE1515-1 AAAE1518-1 N/A N/A
VSR3-70 AAAE15081 AAAE151011) O O AAAE15091 AAAE151011) N/A N/A
VSR3-650 N/A AAAE151042) O O N/A AAAE151042) N/A N/A
VSR3-1400 N/A AAAE151042) O O N/A AAAE151042) N/A N/A
VSR3-70E AAAE15081 N/A O O AAAE15091 AAAE151011) N/A N/A
VSR3-650E AAAE15120 N/A O O N/A AAAE151042) N/A N/A
VSR3-1400E AAAE15120 N/A O O N/A AAAE151042) N/A N/A
PSR3-70 AAAE15081 AAAE151011) O O AAAE15091 AAAE151011) N/A N/A
PSR3-650 N/A AAAE151042) O O N/A AAAE151042) N/A N/A
PSR3-1400 N/A AAAE151042) O O N/A AAAE151042) N/A N/A
PSR3-70E AAAE15081 N/A O O AAAE15091 AAAE151011) N/A N/A
PSR3-650E AAAE15120 N/A O O N/A AAAE151042) N/A N/A
PSR3-1400E AAAE15120 N/A O O N/A AAAE151042) N/A N/A
VCG3/VMG3-150 AAAE1511 N/A O O AAAE1514 AAAE1517 N/A AAAE1542
VCG3/VMG3-300 AAAE1511 N/A O O AAAE1514 AAAE1517 N/A N/A
VCG3/VMG3-650 AAAE1512-1 N/A O O AAAE1515-1 AAAE1518-1 N/A N/A

   1) �CLG3-70, VSR3-70, PSR3-70에 장착되는 Drawer Shelf는 최상단에 장착하는 디지털 개폐형 (AAAE15101), 열쇠 개폐형 (AAAE15102)과 시건장치가 없는 일반형 
(AAAE15103)이 있음.

   2) �CLG3, VSR3, PSR3-650/1400에 장착되는 Drawer Shelf는 최상단에 장착하는 디지털 개폐형 (AAAE15104), 열쇠 개폐형 (AAAE15105)과 시건장치가 없는 일반형 
(AAAE1520)이 있음.

Cryo	Box

ㆍ	초저온에도 안정적인	PC	소재로 내구성 우수
ㆍ	Cover에 적혀있는 번호로 시료를 쉽게 구분
ㆍ	Cover와	Tray,	칸막이가 분리되어 청소가 간편
ㆍ	가압 멸균 가능	(Autoclavable)

Storage	Box

ㆍ	PP	(Polypropylene)	재질로 내화학성이 우수	
ㆍ	하단에 원형의 홈은	Tube를 안정적으로 장착
ㆍ	Cover	위의 번호와 알파벳으로 시료 구분 용이
ㆍ	가압 멸균 가능	(Autoclavable)

Model CRB-25 CRB-81S CRB-81T
Tube size (ml) 1.2 to 2.0 1.2 to 2.0 5
Max. mountable tube 25 (5 x 5) 81 (9 x 9) 91 (9 x 9)
Dimension 	
(W x D x H, mm) 77 x 77 x 53 132 x 132 x 54 132 x 132 x 96

Cat. No. AAAJ7001 AAAJ7002 AAAJ7003

Model SRB-100
Tube size (ml) 1.2 to 2.0
Max. mountable tube 100 (10 x 10)
Dimension 	
(W x D x H, mm) 140 x 140 x 53

Cat. No. AAAJ7011

CRB-81S

CRB-81T

CRB-25

Made by

Made by

Relate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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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Handling

Disposable Beaker
Made by

Disposable Beaker
with Magnetic Stirrer (MS-T)

	 가격 부담을 최소화한 경제형 비이커	
   ●  제이오텍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금형으로 

제작하여서 가격 부담을 최소화한 국산 제품

	 흘림없이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구조	
   ●   삼각형상의 독창적인 끝부분 (Spout) 구조는 

점성이 높은 용액도 흘림없이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구조로 Dripless Pour 실현

	 확장된 사용영역과 우수한 재질	
   ●  자석 교반기에 사용 가능한 평평한 바닥 형상
   ●   손에 쥐어도 쉽게 휘지 않아 사용 편리
   ●  내화학성이 우수한 PP (Polypropylene) 재질
   ●  Autoclavable, 121℃ 까지 사용 가능
   ●  50 ml, 100 ml, 250 ml, 500 ml의 4종류 구성

	 실사용자를 위한 편의적 디자인	
   ●  같은 용량의 비이커를 겹처서 보관 가능하며 

보관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Stackable Design
   ●  겹쳐져 있는 비이커를 빼기 쉬운 구조
   ●  반투명 재질로 측면에서 용액 상태 확인 편리
   ●  눈금이 각인된 형태로 장시간 사용에도 

눈금이 벗겨지지 않으며, 용량 확인 용이

50 ml 100 ml 250 ml 500 ml

흘림 없이 따를 수 있는 구조
삼각형상의 끝부분은 점성이 높은 용액도 
흘림없이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구조

자석 교반기에서 사용 가능
평평한 바닥 형상으로 마그네틱바를 넣고 
자석 교반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구조

겹쳐서 보관 가능한 구조
같은 용량의 비이커를 겹쳐서 보관 가능하며 
빠지기 쉽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조

Cat. No. 품명 용량 (ml) 눈금간격 (ml) 크기 (Ø x H, mm)

PER0023 Disposable beaker, 50 ml 50 5 45 x 55

PER0024 Disposable beaker, 100 ml 100 5 56 x 69

PER0025 Disposable beaker, 250 ml 250 10 77 x 92

PER0026 Disposable beaker, 500 ml 500 20 96 x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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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Beaker (투명, 반투명)
Made by

Plastic Beaker (PMP)

	 사용 용도에 따른 재질 선택 가능
   ●  내화학성이 우수한 Polymethylpentene (PMP)  

투명 재질과 Polypropylene (PP) 반투명 재질의 
2가지 시리즈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

   ●  PMP : 135℃ / PP : 121℃ Autoclavable

	 흘림없이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구조
   ●  끝부분이 뾰족한 구조로 점성이 높은 용액도 

깔끔하게 따를 수 있는 Dripless Pour 실현

	 확장된 사용영역과 우수한 재질
   ●   자석 교반기에 사용 가능한 평평한 바닥 형상
   ●   쉽게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  손에 쥐어도 쉽게 휘지 않아 사용 편리
   ●  ISO 7056 표준에 적합한 플라스틱 비이커
   ●  우수한 내화학성으로 반복 사용 가능
   ●  100 ml 부터 2000 ml의 5종류의 다양한 용량 구성

	 실사용자를 위한 편의적 디자인
   ●  같은 용량의 비이커를 겹처서 보관 가능하며 

보관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Stackable Design
   ●  겹쳐져 있는 비이커를 빼기 쉬운 구조
   ●  눈금이 각인된 형태로 장시간 사용에도 

눈금이 벗겨지지 않으며, 용량 확인 용이

흘림 없이 따를 수 있는 구조
뾰족한 끝부분으로 점성이 높은 용액도 
흘림없이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구조

각인된 눈금 형태
눈금이 각인된 형태로 장시간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으며 용량 확인이 용이

겹쳐서 보관 가능한 구조
같은 용량의 비이커를 겹쳐서 보관 가능하며 
빠지기 쉽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조

PP 비이커 (반투명)PMP 비이커 (투명)

Cat. No. 용량 (ml) 눈금간격 (ml) 크기 (Ø x H, mm)
PER0027 100 5 61 x 72
PER0028 250 10 81 x 95
PER0029 500 20 101 x 119
PER0030 1000 50 125 x 148
PER0031 2000 100 157 x 186

PP	비이커	(반투명)
Cat. No. 용량 (ml) 눈금간격 (ml) 크기 (Ø x H, mm)
PER0032 100 5 61 x 72
PER0033 250 10 81 x 95
PER0034 500 20 101 x 119
PER0035 1000 50 125 x 148
PER0036 2000 100 157 x 186

PMP	비이커	(투명)

제품의 상세 모델 확인 및 구매는 Disposable B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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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 Beaker (PMP)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손잡이가 있는 비이커
   ●  손잡이가 있어 취급 시 편리하며 대용량도 

한손만으로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
   ●  손잡이 안쪽 부분이 둥글어 손에 쥐었을 때의 

손 아픔을 최소화

	 흘림없이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구조
   ●  끝부분이 뾰족한 구조로 점성이 높은 용액도 

깔끔하게 따를 수 있는 Dripless Pour 실현

	 확장된 사용영역과 우수한 재질
   ●  자석 교반기에 사용 가능한 평평한 바닥 형상
   ●  비이커 벽면과 바닥 두께가 모두 일정하여 

쉽게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  ISO 7056 표준에 적합한 플라스틱 비이커
   ●  우수한 내화학성으로 반복 사용 가능
   ●  500 ml, 1000 ml, 2000 ml 용량 구성

	 실사용자를 위한 편의적 디자인
   ●  같은 용량의 비이커를 겹처서 보관 가능하며 

보관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Stackable Design
   ●  겹쳐져 있는 비이커를 빼기 쉬운 구조
   ●  눈금이 각인된 형태로 장시간 사용에도 

눈금이 벗겨지지 않으며, 용량 확인 용이

Cat. No. 용량 (ml) 눈금간격 (ml) 크기 (W x Ø x H, mm)
PER0041 500 10 147 x 95 x 134
PER0037 1000 20 183 x 121 x 166
PER0038 2000 50 221 x 149 x 212

PP	비이커	(반투명)
Cat. No. 용량 (ml) 눈금간격 (ml) 크기 (W x Ø x H, mm)
PER0042 500 10 147 x 95 x 134
PER0039 1000 20 183 x 121 x 166
PER0040 2000 50 221 x 149 x 212

PMP	비이커	(투명)

Wash Bottle

Wash	Bottle	공통 특징
ㆍ 가볍게 눌러도 용액이 쉽게 분사되어 편리
ㆍ 내화학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 

(Bottle: LDPE, Cap & Tube: PP)
ㆍ 광구형으로 용액 보충 등 사용 편리
ㆍ 이중 나사선 구조로 용기와 캡의 밀폐성 증가
ㆍ 노즐 팁 교체형으로 유지보수에 효과적
ㆍ 용량확인용 눈금이 각인되어 편리
ㆍ 식별용 안전 라벨 기본 제공

Automatic	Gas-vent	Type
ㆍ 용기 내부의 증기압 자동 배출 구조로 

액체가 외부로 흘러 떨어지는 불편 해소

Model WB-N25 WB-N50 WB-G25 WB-G50
Description Wash Bottle Automatic Gas-Vent Wash Bottle
용량 (ml) 250 500 250 500
Cat. No. AAAM2501 AAAM5001 AAAM2511 AAAM5011

Handle Beaker (투명, 반투명)
Made by

Made by

Liquid Handling

둥근 손잡이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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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y

	 증류수통 (하구병), HDPE 재질 
   ●  내화학성이 뛰어나 각종 용액의 저장 및 분주에 적합 
   ●  Leakproof ; 장시간 사용에도 누수가 없는 Spigot
   ●  Spigot 손잡이의 회전 각도에 따라 분주 용량 조절 가능 
   ●  Spigot은 회전 가능하며, Adapter로 Tubing 연결 사용
   ●  Adapter는 Tubing ID 6.35~7.94 mm 사용 가능
   ●  Cap은 Silicone Gasket으로 되어 있어 밀폐성이 우수 
   ●  전면에 눈금이 있어 용량 확인이 쉬움
   ●  용액 저장을 위한 공간 효율적 디자인
   ●   DBR-20 모델은 Shaker Heavy Duty Holder에  

적용 가능 Page 123

   ●  항온항습기에 증류수 직수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함께 구성하여 증류수 저장 수통으로  
장착 가능 Page 369  

Model DBR-10 DBR-20 DBC-05 DBC-10
Description Round Type Rectangular Type
Volume (L) 10 20 5 10
Dimension (W x D x H, mm) 225 x 277 x 399 260 x 317 x 539 114 x 387 x 305 204 x 387 x 317
Cat. No. AAAJ3021 AAAJ3031 AAAJ3111 AAAJ3121

Rectangular Type

제품의 상세 모델 확인 및 구매는

Round Type

Adapter

Made by

Handle B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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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ㆍ PP (Polypropylene) 재질로  
내화학성이 우수 

ㆍ 하단에 원형의 홈은 Tube를  
안정적으로 장착

ㆍ Cover 위의 번호와  
알파벳으로 시료 구분 용이

ㆍ 가압 멸균 가능 (Autoclavable)
ㆍ 사용 온도 범위: -20℃ ~ 121℃

Centrifuge Tube Rack, PC
ㆍ PC (Polycarbonate) 재질로 내화학성이 뛰어남
ㆍ 30 ml Centrifuge Tube Rack
ㆍ 가압 멸균 가능 (Autoclavable)

Tube size (ml) 30

Max. mountable tube 6

Dimension (W x D x H, mm) 263 x 55 x 55

Cat. No. AAAJ2111

Model SRB-100
Tube size (ml) 1.2 to 2.0
Max. mountable tube 100 (10 x 10)
Dimension (W x D x H,mm) 140 x 140 x 53
Cat. No. AAAJ7011

ㆍ 단독 사용 및 Microplate Shaker에서 사용 가능 Page 127  
(50ml Conical Tube Rack, 6 holes은 제외)

Model 15ml Conical Tube Rack 50ml Conical Tube Rack
Material ABS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ABS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PC (Polycarbonate)
Dimension (W x D x H, mm) 269 x 85 x 72 269 x 85 x 72 263 x 55 x 55
Max. mountable tube 30 (3 x 10) 12 (2 x 6) 6
Autoclavable - - O
Cat. No. CPS0011 CPS0012 AAAJ2211

Conical Tube Rack

ㆍ PC (Polycarbonate) 재질로 내화학성이 뛰어남
ㆍ 양면으로 다른 사이즈 튜브 사용 가능 

(한면은 1.5 ml/2.0 ml Micro Tube,  
다른면은 0.2 ml / 0.5 ml Micro Tube)

ㆍ 단독 사용 및 Microplate Shaker에서 사용 가능 Page 127

ㆍ 가압 멸균 가능 (Autoclavable)

Micro Tube Rack, PC

Model
 1.5/2.0ml Micro Tube Rack 
 0.2/0.5ml Micro Tube Rack

Dimension (W x D x H, mm) 269 x 90 x 50 (cover포함)
Max. mountable tube 80 (5 x 16), each side 
Cat. No. AAAJ2311

Storage Box
Made by

Made by

Made by

Mad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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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상세 모델 확인 및 구매는 Tubing Connector

Cryo Box
ㆍ 초저온에도 안정적인 PC 소재로 내구성 및 내화학성 우수
ㆍ Cover에 적혀있는 번호로 시료를 쉽게 구분
ㆍ Cover와 Tray, 칸막이가 분리되어 청소가 간편 (CRB-25 제외)
ㆍ 가압 멸균 가능 (Autoclavable)
ㆍ냉동고 및 액체 질소 탱크에 사용
ㆍ사용 온도 범위: -196 ~ 121℃

CRB-81S

CRB-81T

CRB-25

Made by

ㆍ 일반적인 실험기구 (Flask, Beaker 등)의 밀봉에 사용
ㆍ 신축성이 좋아 비정형화된 용기의 밀봉이 가능
ㆍ 반수성 재질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며,  

가스 투과성이 있어 배양 실험에 적당

Parafilm

Cat. No. Description

BALPM9961 PM996, Parafilm MⓇ,  
10 x 380 (W x L, cm)

Cat. No. Dimension (W x D x H, mm)

BHS234524 119 x 168 x 175

Arcylic	Dispenser	for	Parafilm
ㆍ 내구성이 큰 투명 아크릴 케이스로 제작
ㆍ 필름의 잔여량을 볼 수 있고,  

칼날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

Model CRB-25 CRB-81S CRB-81T
Tube size (ml) 1.2 to 2.0 1.2 to 2.0 5
Max. mountable tube 25 (5 x 5) 81 (9 x 9) 91 (9 x 9)
Dimension (W x D x H, mm) 77 x 77 x 53 132 x 132 x 54 132 x 132 x 96
Cat. No. AAAJ7001 AAAJ7002 AAAJ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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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ce Rack
ㆍ 열전도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재질의 Block
ㆍ Ice 위에서 사용시 시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ㆍ 알루미늄 블록으로 열 전도도가 매우 우수

Storage

Model On-Ice Rack On-Ice Rack (96W)
Dimension (W x D x H, mm) 157 x 152 x 21 157 x 152 x 20
Max. mountable tube 1.5 ml tube 50ea,0.2 ml tube 64ea 1.5 ml tube 30ea, 96 well plate 1ea
Cat. No. AAAJ2011 AAAJ2021 

Flask Support
ㆍ 둥근 플라스크의 안전한 보관 및 취급
ㆍ 다양한 형태와 여러 개를 동시에 편리하게 취급 
ㆍ PP 재질로 내화학성 및 내열성 우수 (-30 to 120℃)
ㆍ 이동에 편리한 측면 손잡이

Model FT 010 13 FT 010 34 FT 025 12 FT 025 23 FT 050 12 FT 100 12 FT 200 12
Capacity (ml) 100 100 250 250 500 1000 2000
Row x column 1 x 3 3 x 4 1 x 2 2 x 3 1 x 2 1 x 2 1 x 2
Hole 
(dia. x H, mm) 71 x 91 70 x 91 98 x 122 98 x 122 121 x 128 148 x 156 183 x 188

Dimension 
(W x D x H, mm) 310 x 100 x 100 384 x 265 x 98 280 x 125 x 130 389 x 239 x 130 360 x 146 x 135 415 x 192 x 165 503 x 223 x 199

Cat. No. AAA23706 AAA23701 AAA23707 AAA23702 AAA23703 AAA23704 AAA23705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크를 
동시 보관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측면 손잡이로 편리한 이동 Name Tag과 Number로 
샘플 구분 용이

Made by

Mad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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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No. Capacity (L)
AAAD5011 (Clear) 35
AAAD5111 (UV protection) 35
AAAD5021 (Clear) 50
AAAD5121 (UV protection) 50

Desiccator

Vacuum	Desiccator,	Cubic
ㆍ 최대 1 Torr 진공도를 72시간 유지
ㆍ 견고하고 투명한 Polycarbonate 재질
ㆍ 진공 게이지 기본 포함
ㆍ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선반 구조
ㆍ 공간 효율을 위한 다단 적재 구조

Cat. No. Capacity (L) 
AAAD4001 11
AAAD4021 23
AAAD4011 35
AAAD4031 45

Desiccator
ㆍ Hygrometer 포함
ㆍ 투명한 PC 재질로 내부 관찰 편리
ㆍ Shelf와 Drawer를 모두 제공
ㆍ Desiccant Tray가 기본 포함
ㆍ 빛에 민감함 시료를 위한  

UV 차단 모델

Made by자세히 보기  page 298

Model PMH-720 POH-720
Exterior (W x D x H, mm) 720 x 450 x 560  720 x 472 x 535
Front opening (W x D, mm) 560 x 300  560 x 300  
Duct hole (O.D., mm) 150 150
Weight (kg) 12 12
Cat. No. AAAB5011 AAAB5021

Hood

Molded	Fume	Hood
ㆍ 가볍고 이동이 편리한 탁상형 소형 후드
ㆍ Polyethylene 재질로 내화학성 우수
ㆍ 높이 조절되는 투명한 Sash Door
ㆍ 배기 장치와 연결 가능한 상부 Hole
ㆍ 일체형 금형 제품으로 누설 부분 없음

Made by자세히 보기  page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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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ing Connector
ㆍ Polypropylene 재질로 내화학성 우수
ㆍ 121℃, Autoclavable
ㆍ Tube 빠짐 방지 구조로 사용 편리
ㆍ T-shape, Y-shape, Cross Type, Straight Type
ㆍ 3.2 mm부터 12.7 mm까지 다양한 크기

Connection

O.D. (mm) O.D. (inch)
Cat. No.

T-shape Y-shape Cross Straight
3.2 1/8 CJA9042 CJA9057 CJA9048 N/A
4.0 5/32 CJA9041 CJA9058 CJA9047 N/A
4.7 3/16 CJA9044 CJA9046 CJA9050 CJA9051
6.0 1/4 CJA9043 CJA9045 CJA9049 CJA9054
8.0 5/16 CJA9055 CJA9059 CJA9061 N/A
9.5 3/8 CJA9036 CJA9037 CJA9062 CJA9052
12.7 1/2 CJA9056 CJA9060 CJA9063 CJA9053

Jeio Tech
Premium

Consumables

Made by

Filter Adapter

Filter	Adapter
ㆍ 진공 펌프로 진공 여과 시 Filtering Funnel과  

Filtering Flask 사이에 끼워서 사용 Page 196

ㆍ 실리콘 재질로 밀폐성과 밀착성 매우 우수
ㆍ 다양한 크기의 Flask에 범용으로 사용 가능

Cat. No. Description

AAA72200 Filter Adapter (5ea/pk)

AAA72210 Filter Adapter (10ea/pk)

Made by

63 mm

40 mm

30 mm

20 mm
6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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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Clamp

Cat. No. Description
BEA1000001 Utility Clamp 3 Prong
BEA1000002 Utility Clamp Plat (2P)
BEA1000011 3 Prong Clamp (80 mm grip)
BEA1000012 3 Prong Clamp (60 mm grip)

Cat. No. Description

BEA1000013 3 Prong Clamp (20 mm grip)

BEA1000014 2 Prong Clamp (60 mm grip)

BEA0570181 Fixing Clamp

Fixing ClampUtility Clamp Plat 3 Prong Clamp 2 Prong ClampUtility Clamp 3 Prong

Clamp

Model C-20 C-10 C-7 C-5

Max. Ø (mm) 27 17 12 12

Cat. No. AAA37511 AAA37512 AAA37513 AAA37514

Clamp	Holder
ㆍ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및 플라스틱 재질로 가볍고  

견고한 고정이 가능
ㆍ C-20, C-10은 Overhead Stirrer 사용에 적합
ㆍ C-10, C-7, C-5는 Hotplate & Magnetic Stirrer 사용에 적합
ㆍ5/8 인치 직경 Support Rod에 적용

C-20 C-10

C-7 C-5

Made by

Support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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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Product

Hand Shield

피부 보호 크림
ㆍ 유해화학물질, 오일, 산,  

알칼리 등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각종 피부 질환 방지

ㆍ 최대 4시간 이상의 지속력

Fire Safety

Cleaning

와이프올*	L25
ㆍ 국내 최초 6겹 와이퍼로  

작업 효율 증대
ㆍ 헝겊에 비해 물은 3배,  

기름은 3.5배 이상 흡수
ㆍ 특수 엠보싱이 처리되어  

사용촉감이 부드러움

Cat. No. Description 규격 (mm)

BYK41112 소형, 200매/카톤, 60카톤/케이스 107 x 210

BYK41117 중형, 200매/카톤, 30카톤/케이스 215 x 210

BYK41118 대형, 150매/카톤, 15카톤/케이스 430 x 410

Cat. No. Description 규격 (mm)

BYK41311  소형, 50매/밴드, 24밴드/케이스 300 x 260

BYK41306  중형, 200매/카톤, 4카톤/케이스 270 x 430

BYK41303  대형, 100매/카톤, 6카톤/케이스 360 x 430

킴테크사이언스*	와이퍼
ㆍ 정밀 실험기구, 초자기구 청결에 적합
ㆍ 먼지 발생이 거의 없어  

실험실용으로 적합한 와이퍼
ㆍ 부드럽고 마모성이 없어  

초정밀 기구 표면 손상 방지

Glove

나이트릴 장갑
ㆍ 화학약품으로부터 손을 안전하게 보호
ㆍ 손끝마디에 미끄러짐 방지 처리가 되어 안전
ㆍ 좌우 구분 없이 양손 사용이 가능
ㆍ 포장단위 : 100 pcs/carton

내화학 장갑
ㆍ 소매 길이가 길고, 두꺼운 재질로 내화학성 우수
ㆍ 냉, 열에 대한 보호력 우수
ㆍ 천연고무/네오프렌 재질선택
ㆍ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남  

(EN388 최고 등급)

Cat. No. Size

BYK44134 Medium

BYK44136 Large

Cat. No. Description

BYK44171 천연 고무, length-440 mm, thick- 1.1 mm, 대형

BYK44175 네오프렌, length-380 mm, thick- 0.78 mm, 중형

Cat. No. Description
BEA02608815 피부보호크림 파우치 (10 ea)

BEA02608816 피부보호크림 튜브형 (30 ml)
BEA02608817 피부보호크림 튜브형 (150 ml)
BEA02608818 피부보호크림 펌핑형 (500 ml)
BEA02608819 피부보호크림 디스펜서 (800 ml)
BEA02608821 피부보호크림 리필용 (800 ml)

소방포
ㆍ 화재시 물이나 소화기를 대신하는  

소화용 덮개
ㆍ 탈출 시 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 덮개
ㆍ 유효기간이 없고, 재사용이  

가능하여 반영구적 사용

Cat. No. 규격 (mm)
BAQFB1841S 1000 x 1000
BAQFB1841M 1200 x 1800
BAQFB1841L 1800 x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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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폐액 보관 시스템
Made by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학약품과 폐액의 수거 및 보관에 용이

Description Dimension (ø x H, mm) Cat. No.
Carbon Filter 76 x 150 AAAM6051
Earth bonding plug (접지플러그) 52 x 70 AAAF35453

   ※안전 깔때기, 폐액통, 카본 필터, 접지 플러그는 각각 구매 제품입니다.

Accessories

SF-14C & WT-20C
with Carbon Filter (Option)

SF-14P & WT-20P
with Carbon Filter (Option)

Model SF-14C SF-14P WT-20C WT-20P

Description 대전방지용 
폐액수거용 안전깔때기

일반용 
폐액수거용 안전깔때기 대전방지용 폐액통 일반용 폐액통

Dimension (W x D x H,mm) 160 x 142 x 270 160 x 142 x 270 220 x 300 x 380 220 x 300 x 380
주입구 (ø, mm) 135 135 45 45
뚜껑 사이즈(ø, mm) 142 142 65 65
용량 (L) 1 1 22 22
Cat. No. AAAM6001 AAAM6002 AAAM6011 AAAM6012

	 	 누액을 방지하는 안전한 장치
 ㆍ 주입구가 넓어 처리하기 편리한 폐액 처리 전용 안전 깔때기
 ㆍ 폐액통 교체 시기를 알기 쉽도록 80% 레벨바가 기본 

장착되어있고, 실험자의 필요에 따라 70%로 교체 가능  
(380 mm 높이의 폐액통 기준)

	 	 성상에 따른 분리 배출이 편리
 ㆍ 성상에 따른 안전깔때기 뚜껑 색상을 다르게 하여  

폐액 처리 시 명확한 구분
 ㆍ 안전깔때기 상단 및 폐액통에 안전 라벨을 부착하여  

성상이 다른 폐액의 혼합을 방지 (SF-14P(Persian green), 
-14R(Red), -14B(Blue), -14Y(Yellow))

	 	 내부 가스와 압력 제거
 ㆍ Hinge 방식 뚜껑을 닫아 내부 증기의 실험실 내  

배출을 최소화
 ㆍ 전용 유해가스제거필터(카본필터) 장착으로  

정화된 공기 배출, 폐액통 유증기압 제거 (Option)
 ㆍ 타임 스트립을 통한 필터 교체 주기 확인 편리

	 	 정전기 방지
 ㆍ 특수 플라스틱 재질과 접지 케이블을 제공함으로  

인화성 액체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원천 차단  
(SF 모델)

 ㆍ 인화성 물질 전용 보관함(SC3-90F Drawer type)과  
함께 구성하면 접지선 정리가 간편 (271 페이지)

 ㆍ 배전반에 연결이 어려울 경우,  
접지 플러그(Option)로 연결 가능

Level indicator (pop-up) 용액에 따른 분류 라벨

자세히 보기  page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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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뢰성
시험장비
Environmental Test Equipment

339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항온항습기

340

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2년 보증 무상 A/S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습도/속도/시간 등 제어

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

환경적 영향 평가 시험을
합격한 친환경 제품

정확한 수위를 파악하는 지표

산업자원부의 평가에서
디자인 우수제품으로 인정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기능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고장 시, 
Backup 으로 차단할 수 있는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UV Light 장착 수위가 낮아지면 알람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탁상형 • Compact한 소형 항온항습기
• 지속적 기술 혁신형 모델

-40 ~ 150 20 ~ 95 25, 65, 100 TH3-KE 344

-20 ~ 150 20 ~ 95 25, 65, 100 TH3-ME 344

0 ~ 120 30 ~ 95 25, 65, 100 TH3-PE 344

소형

Walk-in • 대형 Room 크기의 Walk-in Chamber로 최적화된 온습도 분포도 구현
• 설치 공간과 사용자 요구에 따라 제어부 위치를 최적화하여 사용 편리 370룸챔버형

Customized • 사용자 요구에 최적화된 주문형 항온항습기의 설계 및 제작
• 앞선 기술력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맞춤형 기기 공급 371주문제작형

초저온형
(-70℃)

• 광범위한 온습도 제어 영역
• 차별화된 구조 메커니즘 -70 ~ 150 25 ~ 95 189, 302, 408 TH-KH 348

저온형
(-40℃)

• 검증된 신뢰성과 재현성
• 최적화된 제어 시스템 -40 ~ 150 25 ~ 95 189, 302, 408, 800, 1000, 

1450 TH-G 348

저온저습용 • 안정된 저온저습 제어
• 최상위 안전 기능 포함 -40 ~ 150 15 ~ 95 189, 302, 408 TH-I 348

Slim 
Design

• Width가 최소화된 형상
• 이동 설치에 편리한 구조 -40 ~ 150 25 ~ 95 189, 302, 408 TH-GA 348

상온형 • �장기간 연속 사용에도�
안정된 온습도 제어 구현 -5 ~ 100 10 ~ 95 180, 314, 419, 770, 997, 

1540 TH-TG 354

Dual 챔버 • 2개 챔버로 공간 효율적
• 독립적인 온습도 제어 -5 ~ 100 20 ~ 90 150 x 2, 288 x 2, 384 x 2 TH-DG 358

경제형 • 편의성을 높인 전용 컨트롤러
• 물 공급 라인 개선 0 ~ 90 35 ~ 85 201, 398 TH3-E 362

의약품
안정성 시험

• ICH Q1A(R2), Q1B(Option2)
• 전용 Lamp 제어 시스템 -5 ~ 85 20 ~ 85 300, 760 TH-ICH 365

중대형

  Description Temperature
Range (℃)

Humidity
Range 
(%RH)

   Volume (L) Model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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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pplication
항온항습기: 신뢰성, 내구성, 기후, 동결 저항성, 품질 보증, 내열성 테스트	

의약품 안정성 시험 챔버: ICH 가이드라인 Q1A (R2)와 Q1B (Option2)에 따르는 의약품 안정성 시험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안정된 온습도 분포도
     	특화된 내부 순환팬/모터 시스템 구조로	

검증된 재현성 및 높은 신뢰성 구현

	 ��Innovative External Humidifier
     	차별화된 외부 가습 시스템 적용으로	

안정된 습도 제어 및 내부 청결 유지

	 Complete Chamber Structure
     	Door 부분의 2중 Packing을 비롯하여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하여 안정적 제어

	 최소화된 물 소모량
     	장기간 고습 시험에도 물 보충 최소화	

효율적인 물 공급 및 재순환 시스템

	 Color Touch로 직관적 조작
     	기기 조작 및 운전 상태 파악이 편리한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포함

	 강력한 프로그램 운전 기능
     	최대 100 Pattern & 2000 Segments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전 환경을 제공

  정교한 맞춤형 제어
     	6영역으로 세분화된 PID Zone으로	

보다 정밀한 제어를 안정적으로 구현

	 다기능 전용 소프트웨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제어 가능	

기기 조작 및 데이터 처리 기능 지원

검증된 신뢰성과 재현성
지속적 기술 혁신형 모델

Powerful & Useful Control
최적화된 정밀 제어 실현

기기 동작 LED 표시로 편리한 시험 상태 파악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온습도 제어 전용 Controller (TH3 모델)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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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

동작 중 정지 시



	 편리한 시험 상태 파악
     	LED 램프 및 투시창으로 내부 관찰 편리	

기기 동작 LED 표시로 원거리에서도 파악

	 Key Lock 포함된 Door 잠금 장치
     	Door 밀폐성이 좋은 손잡이 형태로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구조

	 원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TH3) (Option)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장비 운용 상태의 모니터링 및 제어

	 편리한 이동 및 설치
     	이동 및 고정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으로	

편리하게 이동/설치가 가능한 구조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일반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Self-protection 시스템
     	가습조 물 부족, Door 열림 경고 등 보호장치	

과전류 및 누전 발생 시 차단 장치

	 냉동 시스템 보호 장치
     	냉동기 과부하 및 과열 온도 보호 장치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발생 시 자동 정지

간편하고 유용한 기능으로
극대화된 사용 편리성

최상위 등급의 안전 시스템 적용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구조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Door 손잡이 & 잠금장치 Ø50 mm Cable Port와 실리콘 마개 기본 제공열선이 내장된 투시창 & LED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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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 소형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Tabletop

사용자 중심의 전용 컨트롤러 적용으로
더욱 편리해진 소형 항온항습기

  최적화된 모델 구성
	   ●	 	온도 및 온습도 제어 영역에 따라	

3가지 시리즈로 구성 (KE, ME, PE)	
TH3-KE ; -40 ~ 150℃	
TH3-ME ; -20 ~ 150℃	
TH3-PE ; 0 ~ 120℃

	   ●	 	시험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표준형 항온항습기

	   ●	 		편리한 사용과 이동 설치가 용이한	
전용 Stand (Option)

	   ●	 	시험기록 유지를 위한 Recorder (Option)

  구조 기능적 특징
	   ●	 	소형화에	최적화된	구조	디자인으로	

검증된	재현성	및	높은	신뢰성	구현
	   ●	 	Compact	디자인으로	Foot	Space	최소화 및		

내부 공간 최대화
	   ●	 	일반적인	1-door	실험실에 진입 설치 가능
	   ●	 	차별화된	외부	가습	시스템	적용으로	

안정된	습도	제어	능력	향상	실현	및	
시험공간의	청결한	유지	보수	편리

	   ●	 	전체적인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하여	
장기간	반복적인	시험	사용에도	
안정된	온습도	재현	능력	우수

	   ●	 		Door	부분은	이중	밀폐	구조로	기밀성이 우수

TH3-ME 
with	Wire	Shelves	2개,	Φ50	Cable	Port	(기본제공),	Stand	(Option)

항온항습기, 소형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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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편의적 특징
	   ●	 	5.6 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으로 

몇번의 터치만으로 손쉽게 조작
	   ●	 	운전 상황을 그래프로 확인 가능
	   ●	 	수위 확인 기능을 통해 	

정확한 시기에 물 보충 가능
	   ●	 	물 주입구는 Easy Cap으로 사용 편리
	   ●	 	효율적인 물 공급 및 재순환 시스템으로 	

장시간 고습 시험에도 물 보충 최소화
	   ●	 		기기 전면에서 조작 및 상태 파악
	   ●	 	열선이 내장된 투시창과	LED	램프가		

기본 포함되어 내부 관찰이 편리
	   ●	 	기기 동작 상황을	LED	색깔로 표시하여		

원거리에서도 편리한 기기 상태 파악
	   ●	 	기본 포함된 Cable Port (Φ50)와 실리콘 마개로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다기능 제어 시스템
	   ●	 		프로그램의 저장 및 문서화
	   ●	 	프로그램 정보를 저장하고, 설정값을 Back up
	   ●	 	RS-232 Port (기본)와 RS-485 Port (선택) 지원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온/습도 Auto-tuning 및 온도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	 	9영역으로 세분화된 PID Zone으로 	

보다 정밀한 제어를 안정적으로 구현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유용한	그래프	표시로	확인	편리
	   ●	 	데이터를 Excel과 텍스트 파일로 저장

운전상태	LED	및 내부 투시창

열선이 내장된 투시창 & LED 램프

Lab	Companion	앱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2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2000개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5.6인치)

동작 중 정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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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기기를 최고 온도로 사용해도	
표면 온도가 60℃ 이하로 안전

	   ●	 	가습조	물	부족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 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TH3-ME/KE TH3-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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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H3-KE-025 TH3-KE-065 TH3-KE-100 TH3-ME-025TH3-ME-065TH3-ME-100 TH3-PE-025 TH3-PE-065 TH3-PE-100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25 65 100 25 65 100 25 65 100
Width (mm) 350 400 500 350 400 500 350 400 500
Depth (mm) 220 330 380 220 330 380 220 330 380
Height (mm) 350 495 530 350 495 530 350 495 53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7 2 / 10 2 / 10 2 / 7 2 / 10 2 / 10 2 / 7 2 / 10 2 / 10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20 20 20 20 20 20 20 20 20
Max. load per shelf (kg) 25 25 25 25 25 25 25 25 25
Permitted total load (kg) 65 65 65 65 65 65 65 65 65
Cable port (Ø, mm) 50 50 50 50 50 50 50 50 50
Water tank capacity (L) 8 12 12 8 12 12 8 12 12

Weight (kg) 110 140 150 80 110 130 80 110 130
Temperature data
Range without humidity (℃) -40 to 150 -40 to 150 -40 to 150 -20 to 150 -20 to 150 -20 to 150 0 to 120 0 to 120 0 to 120
Fluctuation (±℃)2) 0.3 0.3 0.3 0.3 0.3 0.3 0.3 0.3 0.3
Variation (±℃)3) 0.5 0.5 0.5 0.5 0.5 0.5 0.5 0.5 0.5
Heating time (min) 60 60 60 50 50 50 40 40 40
Cooling time (min) 70 70 70 55 55 55 35 35 35

Humidity data (※ 온습도 제어 범위 그래프 참조)
Range (%RH) 20 to 95 20 to 95 20 to 95 20 to 95 20 to 95 20 to 95 30 to 95 30 to 95 30 to 95
Fluctuation (±%RH)1) 1.0 1.0 1.0 1.0 1.0 1.0 1.0 1.0 1.0
Variation (±%RH)1) 3.0 3.0 3.0 3.0 3.0 3.0 3.0 3.0 3.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1P (A) 12.5 14.5 16.5 8 10 14.4 7.5 9.8 11

Cat. No. AAH824131K AAH824231K AAH824331K AAH821132K AAH821232K AAH821332K AAH822132K AAH822232K AAH822332K

   ※ 상기 사양은 DIN 12880, IEC 60068 규격에 근거.
   ※ 장비 사용 주변 조건은 18 ~ 30℃ (권장 20℃), 85%RH 이하, 해발 2000 m 이하.
   ※ DI water 조건은 pH 6.2 ~ 7.2, electrical conductivity가 20 µs/cm 이하.
   1) 설정값이 25℃, 60%RH인 조건에서의 값
   2) Heating time 조건값: TH3-KE (-40℃ to 100℃), TH3-ME (-20℃ to 100℃), TH3-PE (0℃ to 100℃)
   3) Cooling time 조건값: TH3-KE (20℃ to -40℃), TH3-ME (20℃ to -20℃), TH3-PE (20℃ to 0℃)

Model TH3-KE-025 TH3-KE-065 TH3-KE-100 TH3-ME-025 TH3-ME-065 TH3-ME-100 TH3-PE-025 TH3-PE-065 TH3-PE-100
W (mm) 550 600 700 550 600 700 550 600 700
D (mm) 880 1050 1110 880 1050 1110 880 1050 1110
H (mm) 915 1060 1100 915 1060 1100 915 1060 1100
A (mm) 211 276 276 211 276 276 211 276 276
B (mm) 495 580 580 495 580 580 495 580 580
E (mm)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F (mm) 230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Dimension

Specification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Signal Lamp, Recorder, Water Purifier, Direct Water System, Stand, LC GreenBox

Page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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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 저온형 (-70 ~ 150℃ / -40 ~ 150℃)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Low Temp.

검증된 신뢰성과 재현성의 표준 항온항습기

  최적화된 모델 구성
	   ●	 			온도/온습도	제어영역,	특화	기능에	따라	

최적화된	다양한	선택	시리즈	모델	제공
	   ●	 			TH-KH�Series�(-70�~�150℃)�

광범위한	온도	제어	영역	제공	모델
	   ●	 ��TH-G�Series�(-40�~�150℃)�

대표적	모델로	검증된	신뢰성	모델
	   ●	 			TH-I�Series�(-40�~�150℃)	

안정된	저온	저습	영역	제어	모델
	   ●	 			TH-GA�Series�(-40�~�150℃)�

Slim	Design으로	이동/설치	편리

  구조 기능적 특징
	   ●	 		차별화된	외부	가습	시스템	적용으로	

안정된	습도	제어	능력	향상	실현	및	
시험공간의	청결한	유지	보수	편리

	   ●	 		전체적인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하여	
장기간	반복적인	시험	사용에도	
안정된	온습도	재현	능력	우수

	   ●	 			용량별	최적화된	구조	디자인으로	
검증된	재현성	및	높은	신뢰성	구현

	   ●	 			Door	부분은	2중	밀폐	구조로	
보다	기밀성이	유지되는	구조

	   ●	 			Door	하중	시험 (SEFA	규격)을	만족하여	
장기간	반복	사용에도	내구성	검증	완료

TH-G-180
with	Wire	Shelves	2개,	Φ50	Cable	Port	(기본제공),		
Recorder	(Option)

TH-GA-180
with	Wire	Shelves	2개,	Φ50	Cable	Port	(기본제공),		
Recorder	(Option)

ㆍ�TH-KH� 초저온형	(-70℃)
ㆍ�TH-G� 저온형	(-40℃)
ㆍ�TH-I	 저온저습용
ㆍ�TH-GA	 Slim	Design



348 349

Hum
idity & Tem

perature 
Cham

ber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사용 편의적 특징
	   ●	 			효율적인	물	공급	및	재순환	시스템으로	

장기간	고습	시험에도	물	보충	최소화
	   ●	 			서랍식	Water	Tank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면부에서	물	보충이	편리한	구조	(TH-GA	제외)
	   ●	 		기기	동작중에도	물	보충할	수	있는	구조
	   ●	 			상시적인	물	보충이	필요없는	

직수	연결	장치 (Option)
	   ●	 			열선이	내장된	투시창과	LED	램프가	

기본	포함되어	내부	관찰이	편리
	   ●	 			양쪽	Latch	구조로	Door를	개폐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손잡이
	   ●	 			Cable	Port	(Φ50)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TH-GA는 기기의 폭이 슬림한 형태로	

사무실 출입문 통과가 가능한 크기이며,	
Cable	Port를	좌우 양쪽으로 추가 가능

  다기능 제어 시스템
	   ●	 			5.7	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으로	직관적	조작	및	운전	상태	파악	편리
	   ●	 		프로그램 정보를 저장하고 설정값을 Back Up
	   ●	 			온도	및	습도	Auto-tuning	기능	포함
	   ●	 		온도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지원
	   ●	 			6영역으로	세분화된	PID	Zone으로	

보다	정밀한	제어를	안정적으로	구현
	   ●	 		RS-232 Port (기본)와 RS-485 Port (선택) 지원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유용한	그래프	표시로	확인	편리

서랍식	Water	Tank

Door	손잡이	&	잠금장치

Cable	Port

열선이 내장된 투시창	&	LED	램프

Controller	(5.7인치) 온습도 그래프

Description No.
Pattern 12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12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2000개 (12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1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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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기기를	최고	온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표면	온도가	60℃	이하로	안전

	   ●	 				가습조	물	부족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시	자동	정지

Temperature ℃

TH-ICH

TH-KH TH-G-180 / 300 / 408 TH-G-800 / 1000 / 1500

TH-I TH-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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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H-KH-180 TH-KH-300 TH-KH-408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89 302 408
Width (mm) 500 600 600
Depth (mm) 630 630 850
Height (mm) 600 800 80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9 2 / 10 2 / 10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60 60 60
Max. load per shelf (kg) 20 25 25
Permitted total load (kg) 50 65 65
Cable port (Ø, mm) 50 50 50
Water tank capacity (L) 15 15 15

Weight (kg) 320 385 410
Temperature data
Range without humidity (℃) -70 to 150 -70 to 150 -70 to 150
Fluctuation (±℃)1) 0.3 0.3 0.3
Variation (±℃)1) 0.5 0.5 0.5
Heating time (-70℃ to 120℃) (min) 70 70 70
Cooling time (20℃ to -70℃) (min) 80 80 80

Humidity data (※ 온습도 제어 범위 그래프 참조)
Range (%RH) 25 to 95 25 to 95 25 to 95
Fluctuation (±%RH)1) 0.4 0.4 0.4 
Variation (±%RH)1) 3.0 3.0 3.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2)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220V/60Hz/3P (A) 17.2 17.3 17.3 
Cat. No. AAA80521 AAA80531 AAA80551
380V/60Hz/3P (A) 10.1 10.2 10.2 

Cat. No. AAA80524 AAA80534 AAA80554

   ※ 상기 사양은 DIN 12880, IEC 60068 규격에 근거.
   ※ 장비 사용 주변 조건은 18~30℃ (권장 20℃), 85%RH 이하, 해발 2000미터 이하.
   ※ DI Water 조건은 pH 6.2~7.2, electrical conductivity가 20 ㎲/cm 이하.
   1) 설정값이 25℃, 60%RH인 조건에서의 값.
   2)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Model TH-KH-180 TH-KH-300 TH-KH-408

W (mm) 1050 1150 1150
D (mm) 1615 1615 1835
H (mm) 1560 1760 1760
A (mm) 550 550 670
B (mm) 1225 1325 1325
E (mm) 200 200 200
F (mm) 330 330 330

Dimension

H

D

A

B

W
E

F

Specification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Signal Lamp, Recorder, Water Purifier, Direct Water System, Inner Glass Door

Page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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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H-G-180 TH-G-300 TH-G-408 TH-G-800 TH-G-1000 TH-G-1500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89 302 408 800 1000 1450
Width (mm) 500 600 600 1000 1000 1100
Depth (mm) 630 630 850 800 1000 1000
Height (mm) 600 800 800 1000 1000 145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9 2 / 10 2 / 10 2 / 14 2 / 14 3 / 18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40 40 40 40 40 40
Max. load per shelf (kg) 20 25 25 40 40 40
Permitted total load (kg) 50 65 65 100 100 100
Cable port (Ø, mm) 50 50 50 50 50 50
Water tank capacity (L) 15 15 15 15 15 15

Weight (kg) 320 385 410 620 680 860
Temperature data
Range without humidity (℃) -40 to 150 -40 to 150 -40 to 150 -40 to 150 -40 to 150 -40 to 150
Fluctuation (±℃)1) 0.3 0.3 0.3 0.3 0.3 0.3
Variation (±℃)1) 0.5 0.5 0.5 0.5 0.5 0.5
Heating time (-40℃ to 120℃) (min) 60 60 60 70 70 90
Cooling time (20℃ to -40℃) (min) 60 60 60 75 75 90

Humidity data (※ 온습도 제어 범위 그래프 참조)
Range (%RH) 25 to 95 25 to 95 25 to 95 25 to 95 25 to 95 25 to 95
Fluctuation (±%RH)1) 0.4 0.4 0.4 1.0 1.0 2.0 
Variation (±%RH)1) 3.0 3.0 3.0 3.0 3.0 3.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2) 공업용 
(3pin/4pin)

공업용 
(3pin/4pin)

공업용
(3pin/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220V/60Hz/1P (A) 26.3 26.7 26.7 - - -
Cat. No. AAH80011K AAH80021K AAH80031K - - -
220V/60Hz/3P (A) 15.3 15.6 15.6 20.6 20.6 26.3 

Cat. No. AAA80012 AAA80022 AAA80032 AAA80042 AAA80052 AAA80072
380V/60Hz/3P (A) 9.1 9.2 9.2 12.2 12.2 15.5 

Cat. No. AAH80018K AAH80028K AAH80038K AAH80048K AAH80058K AAH80078K

   ※ 상기 사양은 DIN 12880, IEC 60068 규격에 근거.
   ※ 장비 사용 주변 조건은 18~30℃ (권장 20℃), 85%RH 이하, 해발 2000미터 이하.
   ※ DI Water 조건은 pH 6.2~7.2, Electrical conductivity가 20 ㎲/cm 이하.
   1) 설정값이 40℃, 75%RH인 조건에서의 값.
   2)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Model TH-G-180 TH-G-300 TH-G-408 TH-G-800 TH-G-1000 TH-G-1500

W (mm) 1003 1103 1103 1503 1503 1503
D (mm) 1139 1139 1359 1319 1519 2065
H (mm) 1468 1668 1668 1968 1968 2007
A (mm) 412 432 532 509 609 482
B (mm) 1110 1246 1246 1465 1495 1500
E (mm) 200 200 200 270 270 270
F (mm) 330 330 330 330 330 330

Dimension

Specification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Signal Lamp, Recorder, Water Purifier, Direct Water System, Inner Glass Door

Page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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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H-I-180 TH-I-300 TH-I-408 TH-GA-180 TH-GA-300 TH-GA-408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89 302 408 189 302 408
Width (mm) 500 600 600 500 600 600
Depth (mm) 630 630 850 630 630 850
Height (mm) 600 800 800 600 800 80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9 2 / 10 2 / 10 2 / 9 2 / 10 2 / 10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40 40 40 40 40 40
Max. load per shelf (kg) 20 25 25 20 25 25
Permitted total load (kg) 50 65 65 50 65 65
Cable port (Ø, mm) 50 50 50 50 50 50
Water tank capacity (L) 15 15 15 15 15 15

Weight (kg) 320 385 410 280 340 370
Temperature data
Range without humidity (℃) -40 to 150 -40 to 150 -40 to 150 -40 to 150 -40 to 150 -40 to 150
Fluctuation (±℃) 0.31) 0.31) 0.31) 0.32) 0.32) 0.32)

Variation (±℃) 0.51) 0.51) 0.51) 0.52) 0.52) 0.52)

Heating time (-40℃ to 120℃) (min) 60 60 60 60 60 60
Cooling time (20℃ to -40℃) (min) 60 60 60 60 60 60

Humidity data (※ 온습도 제어 범위 그래프 참조)
Range (%RH) 15 to 95 15 to 95 15 to 95 25 to 95 25 to 95 25 to 95
Fluctuation (±%RH) 0.41) 0.41) 0.41) 0.42) 0.42) 0.42)

Variation (±%RH) 3.01) 3.01) 3.01) 3.02) 3.02) 3.02)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3) 공업용 
(3pin/4pin)

공업용 
(3pin/4pin)

공업용 
(3pin/4pin)

공업용 
(3pin/4pin)

공업용 
(3pin/4pin)

공업용 
(3pin/4pin)

220V/60Hz/1P (A) 26.3 26.7 26.7 26.3 26.7 26.7
Cat. No. AAH80111K AAH80121K AAH80131K AAA84011 AAA84021 AAA84031
380V/60Hz/3P (A) 9.1 9.2 9.2 9.1 9.2 9.2 

Cat. No. AAH80118K AAH80128K AAH80138K AAA84017 AAA84027 AAA84037

   ※ 상기 사양은 DIN 12880, IEC 60068 규격에 근거.
   ※ 장비 사용 주변 조건은 18~30℃ (권장 20℃), 85%RH 이하, 해발 2000미터 이하.
   ※ DI Water 조건은 pH 6.2~7.2, Electrical conductivity가 20 ㎲/cm 이하.
   1) 설정값이 40℃, 75%RH인 조건에서의 값.
   2) 설정값이 25℃, 60%RH인 조건에서의 값.
   3)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Model TH-I-180 TH-I-300 TH-I-408

W (mm) 1003 1103 1103
D (mm) 1139 1139 1359
H (mm) 1468 1668 1668
A (mm) 412 432 532
B (mm) 1110 1246 1246
E (mm) 200 200 200
F (mm) 330 330 330

Model TH-GA-180 TH-GA-300 TH-GA-408

W (mm) 705 805 805
D (mm) 1212 1212 1432
H (mm) 1645 1845 1845
A (mm) 415 415 515
B (mm) 1110 1160 1160
E (mm) 200 200 200
F (mm) 330 330 330

Dimension

Specification

TH-I

TH-GA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Signal Lamp, Recorder, Water Purifier, Direct Water System, Inner Glass Door

Page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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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 상온형 (-5 ~ 100℃)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Room Temp.

장기간 온습도 시험에도 안정적인 제어

  장기간 시험에 최적화
	   ●	 				탁월한	제상	제어	기술로	장기간	시험에도	

안정적인	온습도	제어	능력	검증	완료
	   ●	 			저온	시험이	없는	경우에	권장	사용
	   ●	 				용량에	따라	최대	1500	L까지	6가지	모델
	   ●	 				ICH	Guideline	Q1A(R2)	안정성	시험	충족
	   ●	 			시험기록	유지를	위한	Recorder	(Option)
	   ●	 			장기	시험중에	편리한	내부	관찰	및	

시험중인	시료	접근을	위한	옵션	가능	
(Inner	Glass	Door	&	Hand-in	Port)

	   ●	 				Validation	(IQ,	OQ,	PQ)	제공	(Option)

  구조 기능적 특징
	   ●	 			최소한의	냉동	성능만으로도	최적의	

온습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기기	동작 시	전력량을	효율적으로	절감

	   ●	 			전체적인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하여	
장기간	반복적인	시험	사용에도	
안정된	온습도	재현	능력	우수

	   ●	 			용량별로	최적화된	구조	디자인으로	
검증된	재현성	및	높은	신뢰성	구현

	   ●	 			Door	부분은	2중	밀폐	구조로	
보다	기밀성이	유지되는	구조

TH-TG-180
with	Wire	Shelves	2개Φ50	Cable	Port	(기본제공),	
Recorder	(Option)

TH-TG-1500
with	Wire	Shelves	2개,	Φ50	Cable	Port	(기본제공),	
Recorder,	Signal	Lamp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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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편의적 특징
	   ●	 			대형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으로 편리하게 조작
	   ●	 			효율적인	물	공급	및	재순환	시스템으로	

장기간	고습	시험에도	물	보충	최소화
	   ●	 			서랍식	Water	Tank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면부에서	물	보충이	편리한	구조
	   ●	 			기기	동작중에도	물	보충할	수	있는	구조
	   ●	 				기기	전면에서	편리하게	물	수위	확인
	   ●	 			상시적인	물	보충이	필요없는	

직수	연결	장치 (Option)
	   ●	 			열선이	내장된	투시창과	LED	램프가	

기본	포함되어	내부	관찰이	편리
	   ●	 		양쪽	Latch	구조로	Door를	손쉽게	개폐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구조
	   ●	 			Cable Port (Φ50)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다기능 제어 시스템
	   ●	 		프로그램 정보를 저장하고 설정값을 Back Up
	   ●	 				온도	및	습도	Auto-tuning	기능	포함
	   ●	 				온도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지원
	   ●	 				9영역으로	세분화된	PID	Zone으로	

보다	정밀한	제어를	안정적으로	구현
	   ●	 				RS-232	Port	(기본)와	RS-485	Port	(선택)	지원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유용한	그래프	표시로	확인	편리     

서랍식	Water	Tank

Cable	Port

열선이 내장된 투시창	&	LED	램프

Controller

Door	손잡이	&	잠금장치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2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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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기기를	최고	온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표면	온도가	60℃	이하로	안전

	   ●	 			가습조	물	부족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시	자동	정지

TH-TG-180	/	300	/	408 TH-TG-800	/	10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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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H-TG-180 TH-TG-300 TH-TG-408 TH-TG-800 TH-TG-1000 TH-TG-1500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80 314 419 770 997 1540
Width (mm) 500 748 748 748 748 1100
Depth (mm) 600 600 800 920 1190 1000
Height (mm) 600 700 700 1120 1120 140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7 2 / 8 2 / 8 2 / 17 2 / 17 2 / 17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60 60 60 60 60 60
 Max. load per shelf (kg) 20 25 25 40 40 40
Permitted total load (kg) 50 65 65 100 100 100
Cable port (Ø, mm) 50 50 50 50 50 50
Water tank capacity (L) 15 15 15 15 15 15

Weight (kg) 220 250 280 360 410 480
Temperature data
Range without humidity (℃) -5 to 100 -5 to 100 -5 to 100 -5 to 100 -5 to 100 -5 to 100
Fluctuation (±℃)1) 0.3 0.3 0.3 0.3 0.3 0.3
Variation (±℃)1) 0.5 0.5 0.5 0.5 0.5 0.5
Heating time (-5℃ to 100℃) (min) 50 50 50 55 55 55
Cooling time (100℃ to -5℃) (min) 120 120 120 145 145 145

Humidity data (※ 온습도 제어 범위 그래프 참조)
Range (%RH) 10 to 95 10 to 95 10 to 95 25 to 95 25 to 95 25 to 95
Fluctuation (±%RH)1) 2.0 2.0 2.0 2.0 2.0 2.0
Variation (±%RH)1) 3.0 3.0 3.0 3.0 3.0 3.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2)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220V/60Hz/1P (A) 12.3 14.5 14.5 15.5 15.5 25.0 

Cat. No. AAHC2002K AAHC2012K AAHC2022K AAHC2032K AAHC2042K AAHC2051K

   ※ 상기 사양은 DIN 12880, IEC 60068 규격에 근거.
   ※ 장비 사용 주변 조건은 18~30℃ (권장 20℃), 85%RH 이하, 해발 2000미터 이하.
   ※ DI Water 조건은 pH 6.2~7.2, Electrical conductivity가 20 ㎲/cm 이하.
   1) 설정값이 40℃, 60%RH인 조건에서의 값.
   2)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Model TH-TG-180 TH-TG-300 TH-TG-408 TH-TG-800 TH-TG-1000 TH-TG-1500

W (mm) 952 1201 1201 1201 1201 1554
D (mm) 907 907 1107 1228 1498 1872
H (mm) 1503 1525 1525 1993 1993 1935
A (mm) 321 366 366 385 520 447
B (mm) 1004 1016 1016 1335 1335 1384

Dimension

A A

D D WW

B B

HH

TH-TG-180, 300, 408 TH-TG-800, 1000, 1500

Specification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Signal Lamp, Recorder, Water Purifier, Direct Water System, Inner Glass Door

Page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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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 Dual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Dual

상하 2개 챔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공간 효율 모델

  장기간 시험에 최적화
	   ●	 			상하로	나뉘어진	Dual	Chamber	형태로	

각	챔버는	독립적으로	온습도를	제어
	   ●	 			다양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적합
	   ●	 				탁월한	제상	제어	기술로	장기간	시험에도	

안정적인	온습도	제어	능력	검증	완료
	   ●	 			저온	시험이	없는	경우에	권장	사용
	   ●	 			용량에	따라	3가지	모델	선택	제공
	   ●	 				ICH	Guideline	Q1A(R2)	안정성	시험	충족
	   ●	 			시험기록	유지를	위한	Recorder	(Option)
	   ●	 			Validation	(IQ,	OQ,	PQ)	제공	(Option)

  구조 기능적 특징
	   ●	 				최소한의 냉동 성능만으로도 최적의	

온습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기기 동작 시 전력량을 효율적으로 절감

	   ●	 				전체적인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하여	
장기간 반복적인 시험 사용에도	
안정된 온습도 재현 능력 우수

	   ●	 			용량별로 최적화된 구조 디자인으로	
검증된 재현성 및 높은 신뢰성 구현

	   ●	 			Door 부분은 2중 밀폐 구조로	
보다 기밀성이 유지되는 구조

TH-DG-150
with	Wire	Shelves	2개,	Φ50	Cable	Port	(기본제공),	
Recorder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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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편의적 특징
	   ●	 			컬러 LCD 터치 스크린으로 편리한 조작
	   ●	 			효율적인	물	공급	및	재순환	시스템으로	

장기간	고습	시험에도	물	보충	최소화
	   ●	 			물 주입구는 Easy Cap으로 사용 편리
	   ●	 			기기 동작중에도 물 보충할 수 있는 구조
	   ●	 			상시적인 물 보충이 필요 없는	

직수 연결 장치 (Option)
	   ●	 			열선이 내장된 투시창과 LED 램프가	

기본 포함되어 내부 관찰이 편리
	   ●	 			양쪽	Latch	구조로	Door를 손쉽게 개폐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구조
	   ●	 			Cable Port (Φ50)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다기능 제어 시스템
	   ●	 			온도 및 습도 Auto-tuning 기능 포함
	   ●	 			온도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지원
	   ●	 			9영역으로 세분화된 PID Zone으로	

보다 정밀한 제어를 안정적으로 구현
	   ●	 			RS-232 Port (기본)와 RS-485 Port (선택) 지원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유용한 그래프 표시로 확인 편리

Cable	Port

Door	손잡이	&	잠금장치

Controller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2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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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기기를	최고	온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표면	온도가	60℃	이하로	안전

	   ●	 				가습조	물	부족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	이상 시	자동	정지

TH-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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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H-DG-150 TH-DG-300 TH-DG-400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50 x 2 288 x 2 384 x 2
Width (mm)2) 600 800 800
Depth (mm)2) 500 600 800
Height (mm)2) 500 600 60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2) 2 / 7 2 / 8 2 / 8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60 60 60
Max. load per shelf (kg) 25 25 25
Permitted total load (kg)2) 75 75 75
Cable port (Ø, mm)2) 50 50 50
Water tank capacity (L) 20 24 24

Weight (kg) 420 516 560
Temperature data
Range without humidity (℃) -5 to 100 -5 to 100 -5 to 100
Fluctuation (±℃)1) 0.3 0.3 0.3
Variation (±℃)1) 0.5 0.5 0.5
Heating time (-5℃ to 100℃) (min) 85 85 85
Cooling time (100℃ to -5℃) (min) 100 100 100

Humidity data (※ 온습도 제어 범위 그래프 참조)
Range (%RH) 15 to 90 15 to 90 15 to 90
Fluctuation (±%RH)1) 0.8 0.8 0.8 
Variation (±%RH)1) 3.0 3.0 3.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3)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220V/60Hz/1P (A) 13.6 x 2 17.5 x 2 17.5 x 2

Cat. No. AAHC6002K AAHC6012K AAHC6022K

   ※ 상기 사양은 DIN 12880, IEC 60068 규격에 근거.
   ※ 장비 사용 주변 조건은 18~30℃ (권장 20℃), 85%RH 이하, 해발 2000미터 이하.
   ※ DI Water 조건은 pH 6.2~7.2, Electrical conductivity가 20 ㎲/cm 이하.
   1) 설정값이 40℃, 75%RH인 조건에서의 값.
   2) 각 챔버의 데이터.
   3)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Model TH-DG-150 TH-DG-300 TH-DG-400
W (mm) 1055 1255 1255
D (mm) 1320 1470 1670
H (mm) 1725 1925 1925
A (mm) 710 760 760
B (mm) 1450 1600 1600
C (mm) 345 385 485
E (mm) 330 330 330
F (mm) 200 200 200

Dimension

D W

H

A

B

C

E

F

Specification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Signal Lamp, Recorder, Water Purifier, Direct Water System, Inner Glass Door

Page 368



362 363

항온항습기, 경제형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Economy

생산품의 내구성, 신뢰성 시험을 위한 합리적인 온/습도 범위

  실속있는 온/습도 제어
	   ●	 		상온 시험에 적합한 온/습도 범위 	

(제약분야, 의약품 안정성 시험 등)
	   ●	 		최적상태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전력 소비 절감

  차별화된 시스템
	   ●	 		5.6 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으로 

몇번의 터치만으로 손쉽게 조작
	   ●	 		운전 상황을 그래프로 확인 가능
	   ●	 �직수라인과 전기회로 단순화로 고장 발생을 최소화
	   ●	 		수위 확인 기능을 통해 정확한 시기에 물 보충 가능

  구조 기능적 특징
	   ●	 		전체적인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하여 	

장기간 반복적인 시험 사용에도 	
안정된 온습도 재현 능력 우수

	   ●	 		Door 부분은 2중 밀폐 구조로	
보다 기밀성이 유지되는 구조

	   ●	 		챔버 내부 공기를 최적의 속도로	
순환시켜 안정적인 온습도 유지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기기를	최고	온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표면	온도가	60℃	이하로	안전

	   ●	 				가습조	물	부족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	이상 시	자동	정지

TH3-E-200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TH3-E-200, 400TH3-E-2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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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편의적 특징
	   ●	 	효율적인 물 공급 및 재순환 시스템으로	

장기간 고습 시험에도 물 보충 최소화
	   ●	 	상시적인 물 보충이 필요 없는 	

직수 연결 장치 (Option)
	   ●	 	열선이 내장된 투시창과 LED램프가	

기본 포함되어 내부 관찰이 편리
	   ●	 	Door를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Cable Port (Φ50)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다기능 제어 시스템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온/습도 Auto-tuning 및 온도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	 	9영역으로 세분화된 PID Zone으로 	

보다 정밀한 제어를 안정적으로 구현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	 	유용한	그래프	표시로	확인	편리

열선이 내장된 투시창 & LED 램프

대형	LCD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	(5.6	인치)

Lab	Companion	앱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2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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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H3-E-200 TH3-E-400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201 398
Width (mm) 500 600
Depth (mm) 670 830
Height (mm) 600 80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9 2/10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40 40
Max. load per shelf (kg) 20 25
Permitted total load (kg) 50 65
Cable port (Ø, mm) 50 50
Water tank capacity (L) 20 20

Weight (kg) 200 270
Temperature data
Range without humidity (℃) 0 to 90 0 to 90
Fluctuation (±℃)1) 0.5 0.5
Variation (±℃)1) 0.8 0.8
Heating time (0℃ to 90℃) (min) 80 80
Cooling time (90℃ to 0℃) (min) 90 90

Humidity data (※ 온습도 제어 범위 그래프 참조)
Range (%RH) 35 to 85 35 to 85
Fluctuation (±%RH)1) 1.0 1.0
Variation (±%RH)1) 3.0 3.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2)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220V/60Hz/1P (A) 16 17

Cat. No. AAH841102K AAH841112K

   ※ 상기 사양은 DIN 12880, IEC 60068 규격에 근거.
   ※ 장비 사용 주변 조건은 18~30℃ (권장 20℃), 85%RH 이하, 해발 2000미터 이하.
   ※ DI Water 조건은 pH 6.2~7.2, Electrical conductivity가 20 ㎲/cm 이하.
   1) 설정값이 40℃, 75%RH인 조건에서의 값.
   2)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Specification

Model TH3-E-200 TH3-E-400
W (mm) 655 755
H (mm) 1495 1695
D (mm) 1162 1322
A (mm) 375 455
B (mm) 985 1135

Dimension

WD

H

B

A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Signal Lamp, Recorder, Water Purifier, Direct Water System, Inner Glass Door, LC GreenBox

Page 368



364 365

Hum
idity & Tem

perature 
Cham

ber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의약품 안정성 시험 챔버
Pharmaceutical Stability Test Chamber

ICH Guideline Q1A(R2) & Q1B(Option 2) 시험에 충족

  안정성 테스트 (ICH Guideline Q1A (R2))
	   ●	 		유용한 그래프 표시로 데이터 분석 편리
	   ●	 	탁월한 제상 제어 기술로 장기간 시험에도		

안정적인 온습도 제어 능력 검증 완료
	   ●	 	서랍식	Water	Tank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면부에서 물 보충이 편리한 구조
	   ●	 	기기 동작 중에도 물 보충할 수 있는 구조
	   ●	 	상시적인 물보충이 필요 없는		

직수 연결 장치	(Option)
	   ●	 	시험기록 유지를 위한	Recorder	(Option)
	   ●	 	Inner	Glass	Door로 장기 시험중에 편리한 내부		관찰	

및 시험중인 시료 접근	(Option)

  광안정성 테스트
	   ●	 			Cool	White	형광 램프와	UV-A	램프 내장
	   ●	 	Visible	Light	센서와	UV	센서를 기본 포함
	   ●	 	광 누적 조사량 설정/제어 전용 컨트롤러
	   ●	 	램프별 사용 시간 표시로 관리 편리

  구조 기능적 특징
	   ●	 		최소한의	냉동	성능만으로도	최적의	

온습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기기	동작 시	전력량을	효율적으로	절감

	   ●	 		전체적인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하여	
장기간	반복적인	시험	사용에도	
안정된	온습도	재현	능력	우수

	   ●	 	용량별로	최적화된	구조	디자인으로	
검증된	재현성	및	높은	신뢰성	구현

	   ●	 	Door	부분은	2중	밀폐	구조로	
보다	기밀성이	유지되는	구조

TH-ICH-800
with	Wire	Shelves	2개,	Φ50	Cable	Port	(기본제공),	
Recorder	(Option)

TH-ICH-300
with	Wire	Shelves	2개,	Φ50	Cable	Port	(기본제공),	
Recorder	(Option)

T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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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편의적 특징
	   ●	 		5.7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으로 편리하게 조작
	   ●	 		Door를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	 		Cable Port (Φ50)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다기능 제어 시스템
	   ●	 			Fix	제어 및	Program	제어 선택 가능
	   ●	 		가동시간 (Process Time) 표시 기능
	   ●	 		온도 및 습도 Auto-tuning 기능 포함
	   ●	 		온도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지원
	   ●	 		9영역으로 세분화된 PID Zone으로 	

보다 정밀한 제어를 안정적으로 구현
	   ●	 		RS-232 Port (기본)와 RS-485 Port (선택) 지원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기기를	최고	온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표면	온도가	60℃	이하로	안전

	   ●	 		가습조	물	부족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	이상 시	자동	정지

Cool	White	형광 램프와	UVA	램프 내장

UV	/	VIS	Sensor

Lamp	Controller

서랍식	Water	Tank

Controller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2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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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H-ICH-300 TH-ICH-800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300 760
Width (mm) 750 750
Depth (mm) 650 880
Height (mm) 650 116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8 2 / 17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60 60
Max. load per shelf (kg) 25 40
Permitted total load (kg) 75 100
Cable port (Ø, mm) 50 50
Water tank capacity (L) 15 15

Weight (kg) 280 400
Temperature data
Range without humidity (℃) -5 to 85 -5 to 85
Fluctuation (±℃)1) 0.3 0.3
Variation (±℃)1) 0.5 0.7
Heating time (20℃ to 85℃) (min) 25 30
Cooling time (20℃ to -5℃) (min) 35 40

Humidity data (※ 온습도 제어 범위 그래프 참조)
Range (%RH) 20 to 85 20 to 85
Fluctuation (±%RH)1) 3.0 3.0 
Variation (±%RH)1) 5.0 5.0 

Light data (ICH Q1B option 2)
Cool white (Lux) 6000 6500
Ultraviolet-A (W/m2) 4.5 5.0 
Uniformity of Visible light (±%) 10 15
Uniformity of Ultraviolet-A light (±%) 15 15
Typical time 1.2 million Lux-hr (hr) 200 184
Typical time 200 W-hr/m2 (hr) 50 4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2)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220V/60Hz/1P (A) 15.4 24.5 

Cat. No. AAHC1002K AAHC1012K

   ※ 상기 사양은 DIN 12880, IEC 60068 규격에 근거.
   ※ 장비 사용 주변 조건은 18~30℃ (권장 20℃), 85%RH 이하, 해발 2000미터 이하.
   ※ DI Water 조건은 pH 6.2~7.2, Electrical conductivity가 20 ㎲/cm 이하.
   1) 설정값이 40℃, 60%RH인 조건에서의 값.
   2)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Model TH-ICH-300 TH-ICH-800
W (mm) 1130 1220
D (mm) 985 1215
H (mm) 1520 1955
A (mm) 460 545
B (mm) 905 1185

Dimension

D W

A

H

B

Specification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Signal Lamp, Recorder, Water Purifier, Direct Water System, Inner Glass Door

Page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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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Inner	Glass	Door

ㆍ	온습도 변화를 최소화하며	
내부 시료를 관찰

ㆍ	Hand-in Port는 기본제공 	
(구매 시 선택 가능)

Water	Purifier

ㆍ	Particle Filter & Carbon Filter로 
구성된 Water Purifier

ㆍ	견고한 철재 박스로 외관 구성

Stand	(1	Stage)

ㆍ	소형 기기를 위한 전용 스탠드
ㆍ	하단부 서랍 및 적재 공간 제공
ㆍ	이동/고정용 캐스터 기본 장착

Stand	(2	Stage)

ㆍ		소형 기기 2대를 상하로 적재
ㆍ		최소화된 설치 공간에서	

각각 다른 온습도 시험 가능

Recorder	(Paper)

ㆍ	최대 6 channel 지원
ㆍ	기록 범위 및 속도 설정 가능
ㆍ	Paper Width : 100 mm

Recorder	(Digital)

ㆍ		Paperless (5.7인치 LCD Display) 
ㆍ	최대 6 Channel 지원
ㆍ	내부/외부 메모리에 Data 저장

Cable	Port

ㆍ	ø50 mm의 Cable Port에 마개와 
실리콘 마개가 모두 기본 제공

ㆍ	ø50 mm, ø80 mm 추가 가능

Signal	Lamp

ㆍ	원거리에서도 기기 상태 파악
ㆍ	Run / Stand-by / Error를	

각각의 색깔로 표시

Perforated	Shelf

ㆍ	고하중	시료에	적합
ㆍ	Stainless	Steel	재질로	

유지	보수	편리

Wire	Shelf

ㆍ	통기성이	우수한	구조
ㆍ	Stainless	Steel	재질
ㆍ		기기에	기본	2개	포함

Direct	Water	System

ㆍ	원수 배관을 직접 장비에 
연결하는 직수 공급 장치

ㆍ	별도의 물공급이 불필요하여 
장기 시험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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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able Port
(ø50)

Cable Port
(ø80)

Wire
Shelf

Perforated
Shelf

Signal
Lamp

Recorder
(Paper)

Recorder
(Digital)

Water
Purifier

Direct 
Water

System
Inner 

Glass Door
Stand

(1 stage)
Stand

(2 stage)

TH3-KE-025 AAA8T612 N/A RTD0679 AAA80602-6 AAA80550 AAA8T504 AAA8T506 AAA8T625 AAA80620 N/A AAA80631 AAA80634
TH3-KE-065 AAA8T612 AAA8T611 RTD0680 AAA80602-7 AAA80550 AAA8T504 AAA8T506 AAA8T625 AAA80620 N/A AAA80632 AAA80635
TH3-KE-100 AAA8T612 AAA8T611 RTD0681 AAA80602-8 AAA80550 AAA8T504 AAA8T506 AAA8T625 AAA80620 N/A AAA80633 N/A
TH3-ME-025 AAA8T612 N/A RTD0679 AAA80602-6 AAA80550 AAA8T504 AAA8T506 AAA8T625 AAA80620 N/A AAA80631 AAA80634
TH3-ME-065 AAA8T612 AAA8T611 RTD0680 AAA80602-7 AAA80550 AAA8T504 AAA8T506 AAA8T625 AAA80620 N/A AAA80632 AAA80635
TH3-ME-100 AAA8T612 AAA8T611 RTD0681 AAA80602-8 AAA80550 AAA8T504 AAA8T506 AAA8T625 AAA80620 N/A AAA80633 N/A
TH3-PE-025 AAA8T612 N/A RTD0679 AAA80602-6 AAA80550 AAA8T504 AAA8T506 AAA8T625 AAA80620 N/A AAA80631 AAA80634
TH3-PE-065 AAA8T612 AAA8T611 RTD0680 AAA80602-7 AAA80550 AAA8T504 AAA8T506 AAA8T625 AAA80620 N/A AAA80632 AAA80635
TH3-PE-100 AAA8T612 AAA8T611 RTD0681 AAA80602-8 AAA80550 AAA8T504 AAA8T506 AAA8T625 AAA80620 N/A AAA80633 N/A
TH-KH-180 AAA8T610 AAA8T6111 EDA8212 AAA80602-1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2 N/A N/A
TH-KH-300 AAA8T610 AAA8T6111 EDA8213 AAA80602-2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1 N/A N/A
TH-KH-408 AAA8T610 AAA8T6111 EDA8214 AAA80602-3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1 N/A N/A
TH-G-180 AAA8T610 AAA8T611 EDA8212 AAA80602-1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2 N/A N/A
TH-G-300 AAA8T610 AAA8T611 EDA8213 AAA80602-2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1 N/A N/A
TH-G-408 AAA8T610 AAA8T611 EDA8214 AAA80602-3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1 N/A N/A
TH-G-800 AAA8T610 AAA8T611 EDA8215 AAA80602-4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0 N/A N/A
TH-G-1000 AAA8T610 AAA8T611 EDA8216 AAA80602-5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0 N/A N/A
TH-G-1500 AAA8T610 AAA8T611 EDA8216 AAA80602-5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N/A N/A N/A
TH-I-180 AAA8T610 AAA8T611 EDA8212 AAA80602-1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2 N/A N/A
TH-I-300 AAA8T610 AAA8T611 EDA8213 AAA80602-2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1 N/A N/A
TH-I-408 AAA8T610 AAA8T611 EDA8214 AAA80602-3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1 N/A N/A
TH-GA-180 AAA8T610 AAA8T611 EDA8212 AAA80602-1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2 N/A N/A
TH-GA-300 AAA8T610 AAA8T611 EDA8213 AAA80602-2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1 N/A N/A
TH-GA-408 AAA8T610 AAA8T611 EDA8214 AAA80602-3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1 N/A N/A
TH-TG-180 AAA8T610 AAA8T611 RTD1302 AAA80604-11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C2501 N/A N/A
TH-TG-300 AAA8T610 AAA8T611 RTD1303 AAA80604-12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C2502 N/A N/A
TH-TG-408 AAA8T610 AAA8T611 RTD1300 AAA80604-13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C2502 N/A N/A
TH-TG-800 AAA8T610 AAA8T611 RTD1304 AAA80604-14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C2503 N/A N/A
TH-TG-1000 AAA8T610 AAA8T611 RTD1301 AAA80604-15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C2503 N/A N/A
TH-TG-1500 AAA8T610 AAA8T611 RTD1305 AAA80604-16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N/A N/A N/A
TH-DG-150 AAA8T610 AAA8T611 EDA8251 AAAC6501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C6511 N/A N/A
TH-DG-300 AAA8T610 AAA8T611 RTD1280 AAAC6502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C6512 N/A N/A
TH-DG-400 AAA8T610 AAA8T611 EDA8250 AAAC6503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C6513 N/A N/A
TH3-E-200 AAA8T610 AAA8T611 EDA8212 AAA80602-1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2 N/A N/A
TH3-E-400 AAA8T610 AAA8T611 EDA8214 AAA80602-3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1 N/A N/A
TH-ICH-300 AAA8T610 AAA8T611 RTD1196 AAA80604-2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4 N/A N/A
TH-ICH-800 AAA8T610 AAA8T611 RTD1198 AAA80604-4 AAA80550 AAA8T500 AAA8T505 AAA8T625 AAA80620 AAA81555 N/A N/A

ㆍ	기기의 동작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ㆍ	1대의 LC GreenBox로 기기 4대까지 연결 가능

LC GreenBox (TH3 모델 적용 가능)

Description Dimension (W x D x H, mm) Cat. No.
Mobile Monitoring System 156 x 94 x 34 AAAQ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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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 룸챔버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Walk-in

최적화된 구조와 시스템 구성의 대형 Room Chamber

  구조 기능적 특징
	   ●	 			전체적인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하여	

장기간	반복적인	시험	사용에도	
안정되고	탁월한	온습도	재현	능력

	   ●	 			구조물	패널의	내구성이	우수하여	
구조물	변형을	최소화한	구조

	   ●	 			최적의	배수	시스템	설계를	적용하여	
누수	및	물	고임이	없는	청결한	형태

	   ●	 			강화된	도어	구조물로	장기간	사용에도	
우수한	내구성	및	도어	밀폐성	유지

  사용 편의적 특징
	   ●	 			내부	용량,	온도/온습도	범위,	냉동	형태,	

시험체	지그,	편의	장치,	안전	기능,	
제어	시스템,	설치	장소	조건	등을	
사용자와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설계	및	제작	진행

	   ●	 			모듈형	제어	시스템	구조로	설계되어	
고객	요청에	따라	위치	지정	가능

	   ●	 				과열	온도,	문	열림,	물	부족	등의	
기본적인	일반적	안전	장치	이외에도	
연기,	불꽃	등의	추가	안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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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 주문제작형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Customized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고객 맞춤형 주문 제작

청정 항온항습기
HEPA	필터가	내장된	Clean	항온항습기

 전문 기술 상담
적합한 환경 신뢰성 시험 수행을 위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전문 상담 제공

 최적화된 제안
최적의 온도 및 온습도 챔버 구성을	
고객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제안 

 합리적인 고객 맞춤
시험 조건, 사용 패턴, 사용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챔버 제공

대형 항온항습기
고객	용도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크기의	항온항습기

전문 상담 연락처

SP 사업부 본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53
	 Tel.	042-933-4296	(201)
	 E-mail.	sp@jeiotech.com

SP 사업부 서울지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1005호,	1006호
	 Tel.	02-2627-3808
	 E-mail.	twyoon@jeiotech.com



온도 시험 챔버
Heating & Cooling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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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규정 및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만족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2년 보증 무상 A/S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습도/속도/시간 등 제어

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

환경적 영향 평가 시험을
합격한 친환경 제품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기능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고장 시, 
Backup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과열 온도 차단 기능



초저온형
(-70℃)

• 해외규격에 따른 검증완료
• 편의적 안전장치 구성 -70 ~ 180 수평기류식 125, 253, 420, 720, 1000 KBD 380

저온형, 수평
(-40℃)

• 27 Points 온도 검증 완료
• 고하중 시료 적재 가능 -40 ~ 180 수평기류식 125, 253, 420, 720, 1000 KMV 384

저온형, 수직
(-40℃)

• 수직기류식 모델 시리즈
• 통기성 우수한 선반 제공 -40 ~ 180 수직기류식 125, 253, 420, 720, 990 JMV 388

저온형
(-25℃)

• 우수한 내구성 및 성능
• 2중 과열 온도 차단 장치 -25 ~ 100 수평기류식 125, 250, 400, 700, 1000 PBV 392

상온형 • 안정된 온도 제어 능력
• 다양한 맞춤형 옵션 제공 -5 ~ 100 수평기류식 125, 250, 400, 700, 1000 PMV 396

Description Temp. 
Range (℃) Airflow Volume (L) Model Page

탁상형 • Compact 디자인 구성
• 우수한 단열 및 밀폐 구조

-40 ~ 150 수직기류식 25, 65, 100 TC3-KE 376

-20 ~ 150 수직기류식 25, 65, 100 TC3-ME 376

Compact 
Design

• 공간절약형 수직형 구조
• Dual 모델 (2-in-1) 포함

-20 ~ 100 수평기류식 150, 255, 485, 150 x 2 LCH 400

0 ~ 100 수평기류식 150, 255, 485, 150 x 2 LCH-G 400

General Application
신뢰성, 기후/동결 내구성, 품질 보증, 열내구성 테스트

· 전기 및 전자부품, 센서	 	 · 반도체, PCB, LCD&LED

· 기계/군용/항공 장비	 	 · 화학/석유 산업

· 건설 자재/ 플라스틱/ 섬유 산업	 · 자동차 산업

· 도금 등의 금속 산업	 	 · 제약

소형

중대형

일반형

※ �상기 내용 및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적용된 기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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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해외 규격에 따른 검증 완료
	 	DIN 12880 및 IEC 60068규격에 따른 	

27 Points 온도 검증을 완료하여 높은 신뢰성 제공

  Complete Chamber Structure
	 	Door 부분의 2중 Packing을 비롯하여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하여 안정적 제어

  안정적이고 균일한 Airflow 형성
	 	내부 공간에 균일한 Airflow를 형성하여 	

시험체에 일정한 온도 전달 및 신뢰성 향상

  높이 조절이 편리한 견고한 선반
	 	기본 제공되는 Wire Shelf 2개는	

간편한 높이 조절 및 내구성 우수

  온도 제어 전용 컨트롤러
	 	온도 Auto-tuning 기능 포함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지원

  강력한 프로그램 운전 기능
	 	최대 100 Pattern & 6000 Segment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전 환경을 제공

  정교한 맞춤형 제어
	 	세분화된 PID Zone별 Auto-tuning으로	

보다 정밀한 제어를 안정적으로 구현

  다기능 전용 소프트웨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제어 가능	

기기 조작 및 데이터 처리 기능 지원

검증된 신뢰성과 재현성
지속적 기술 혁신형 모델

Powerful & Useful Control
최적화된 정밀 제어 실현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온도 제어 전용 Controller (TC3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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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 Cooling Chamber

온도 시험 챔버

기기 동작 LED 표시로 편리한 시험 상태 파악
동작 중 정지 시



온도 측정 지점

(27 Points)

  편리한 시험 상태 파악
	 	LED 램프 및 투시창으로 내부 관찰 편리	

기기 동작 LED 표시로 원거리에서도 파악

  Key Lock 포함된 Door 잠금 장치
	 	Door 밀폐성이 좋은 손잡이 형태로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구조

  원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TC3) (Option)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장비 운용 상태의 모니터링 및 제어

  편리한 이동 및 설치
	 	이동 및 고정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으로	

편리하게 이동/설치가 가능한 구조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일반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Self-protection 시스템
	 	Door 열림 경고 등 보호장치	

과전류 및 누전 발생 시 차단 장치

  냉동 시스템 보호 장치
	 	냉동기 과부하 및 과열 온도 보호 장치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발생 시 자동 정지

간편하고 유용한 기능으로
극대화된 사용 편리성

최상위 안전 시스템 적용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구조

※상기 내용 중 일부는 특정 모델에 한함

Viewing Window 기본 포함27 Points 온도 검증 완료 하단에 서랍과 적재공간이 있는 전용 Stand 
(Option) (TC3-K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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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시험 챔버, 소형
Heating & Cooling Chamber, Tabletop

지속적 기술 혁신의 Compact한 소형 온도 시험 챔버

  최적화된 모델 구성
	   ●	 	온도	제어	범위	및	크기에	따라	

2가지	시리즈로	구성	(KE,	ME)	
TC3-KE�;�-40�~�150℃�
TC3-ME�;�-20�~�150℃

	   ●	 	시험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표준형	온도	시험	챔버

	   ●	 	편리한	사용과	이동	설치가	용이한	
전용	Stand	(Option)

	   ●	 		시험기록	유지를	위한	Recorder	(Option)

  구조 기능적 특징
	   ●	 	소형화에	최적화된	구조	디자인으로	

검증된	재현성	및	높은	신뢰성	구현
	   ●	 		Compact	디자인으로	Foot	Space	최소화 및		

내부 공간 최대화
	   ●	 		일반적인	1-door	실험실에 진입 설치 가능
	   ●	 		전체적인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하여	

장기간	반복적인	시험	사용에도	
안정된	온도	재현	능력	우수

	   ●	 		Door	부분은	2중	밀폐	구조로		
보다	기밀성이	유지되는	구조

TC3-ME

ㆍ	TC3-KE	(-40℃)
ㆍ	TC3-ME	(-20℃)

TC3-KE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Stand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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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상태 LED 및 내부 투시창

  사용 편의적 특징
	   ●	 		5.6 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으로 편리하게 조작
	   ●	 		열선이	내장된	투시창과	LED	램프가	

기본	포함되어	내부	관찰이	편리
	   ●	 		기기	동작	상황을	LED	색깔로	표시하여	

원거리에서도	편리한	기기	상태	파악
	   ●	 		Cable	Port	(Φ50)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Door를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손잡이
	   ●	 		기기	전면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Stainless	Steel	재질의	내부	챔버로	

청결한	유지	보수	및	내부식성	우수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이동/고정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

  다기능 제어 시스템
	   ●	 			온도	Calibration으로	신뢰성	높은	제어	지원
	   ●	 	세분화된	PID	Zone별	Auto-tuning으로	

보다	정밀한	제어를	안정적으로	구현
	   ●	 RS-232	Port	(기본)와	RS-485	Port	(선택)	지원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유용한	그래프	표시로	확인	편리

Viewing	Window

Door	손잡이	&	잠금장치

Cable	Port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2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2000개

동작 중 정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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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시	자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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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C3-KE-025 TC3-KE-065 TC3-KE-100 TC3-ME-025 TC3-ME-065 TC3-ME-100
Temperature data
Range (℃) -40 to 150 -40 to 150 -40 to 150 -20 to 150 -20 to 150 -20 to 150
Fluctuation (±℃)1) 0.3 0.3 0.3 0.3 0.3 0.3
Variation (±℃)2) 0.5 0.5 0.5 0.5 0.5 0.5
Heating time3) 60 60 60 50 50 50
Cooling time4) 70 70 70 55 55 55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25 65 100 25 65 100
Width (mm) 350 400 500 350 400 500
Depth (mm) 220 330 380 220 330 380
Height (mm) 350 495 530 350 495 53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7 2/10 2/10 2/7 2/10 2/10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20 20 20 20 20 20
Max. load per shelf (kg) 25 25 25 25 25 25
Permitted total load (kg) 65 65 65 65 65 65
Cable port (Ø, mm) 50 50 50 50 50 50
Weight (kg) 105±10 130±10 140±10 75±10 100±10 120±1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1P (A) 8.9 10.0 11.0 5.7 6.8 9.0

Cat. No. AAH861131K AAH861231K AAH861331K AAH860132K AAH860232K AAH860332K

   ※ 상기 사양은 DIN 12880, IEC 60068 규격에 근거.
   ※ 장비 사용 주변 조건은 18~30℃ (권장 20℃), 85%RH 이하, 해발 2000미터 이하.
   ※ DI Water 조건은 pH 6.2~7.2, Electical Conductivity가 20 ㎲/cm 이하.
   1) 설정값이 100℃인 조건에서의 값
   2) 설정값이 25℃인 조건에서의 값
   3) TC3-KE : -40℃ to 100℃, TC3-ME : -20℃ to 100℃
   4) TC3-KE : 20℃ to -40℃, TC3-ME : 20℃ to -20℃

WD

H

B

E

F

A

Model TC3-KE-025 TC3-KE-065 TC3-KE-100 TC3-ME-025 TC3-ME-065 TC3-ME-100
W (mm) 550 600 700 550 600 700
D (mm) 880 1050 1110 880 1050 1110
H (mm) 915 1060 1100 915 1060 1100
A (mm) 211 276 276 211 276 276
B (mm) 495 580 580 495 580 580
E (mm) 170 170 170 170 170 170
F (mm) 229 229 229 229 229 229

Specification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Signal Lamp, Recorder, Stand, LC GreenBox

Page 402

Dimension



380 381

온도 시험 챔버, 초저온형 (-70℃)
Heating & Cooling Chamber, Ultra Low Temp.

-70 ~ 180℃의 광범위한 온도 제어 범위

  엄격한 해외 규격에 따른 온도 검증 완료
	   ●	 			DIN	12880	및	IEC	60068-3-5에	따른	

온도	검증으로	신뢰성	및	재현성	우수
	   ●	 			대표적	온도	지점별	Fluctuation과	

Gradient를	Specification으로	제공
	   ●	 			Heating	/	Cooling	Time	데이터	제공으로	

시험	용도에	적합한	모델	선택	지원
	   ●	 			규격에	따른	Recovery	Time	시험으로	

실제	사용에	유용한	데이터	제공

  구조 기능적 특징
	   ●	 		밀폐	및	단열이	우수한	챔버	구조로	

장기간	안정된	시험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	 		기기가	최대	온도로	동작하더라도	
기기의	표면온도가	51℃를	넘지	않아	
사용자	안전	(EN	563	규격)

	   ●	 			특화된	Door	밀폐	구조로	구성되어	
DIN	58371	(Door	기밀성	지침)을	만족

	   ●	 			Door	하중	시험 (SEFA	규격)을	만족하여	
장기간	반복	사용에도	내구성	검증	완료	

	   ●	 		Door	구조는	2	Points	걸림	구조로	
적은	힘으로	보다	안정적인	밀폐	형성

온도 측정 

(27 

Chamber

Front

Evaporator

Heater

Heater

Chamber

Evaporator
Heater

Damper

Chamber

온도 측정 

(27 

Chamber

Front

Evaporator

Heater

Heater

Chamber

Evaporator
Heater

Damper

Chamber

KBD-040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Recorder,	Signal	Lamp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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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된 전용 컨트롤 시스템
	   ●	 			3.5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
	   ●	 		직관적인	화면구성으로	쉽고	편리하게	조작	
	   ●	 		그래프	표시	기능으로	동작확인	편리
	   ●	 		4구간	PID	제어로	정밀한	온도	제어	
	   ●	 		RS-232	Port	(기본)와	RS-485	Port	(선택)	지원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PC	제어용	소프트웨어	기본	포함
	   ●	 		데이터의	저장,	보고서	작성 시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양쪽	Latch	구조로	Door를	손쉽게	개폐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손잡이
	   ●	 		기기	전면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Stainless	Steel	재질의	내부	챔버로	

청결한	유지	보수	및	내부식성	우수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이동/고정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
	   ●	 		고하중 시료를 위한 Perforated Shelf (Option)
	   ●	 		Cable	Port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Cable	Port	추가,	공기	순환	속도,	Gas	Purge,	

Signal	Lamp	등	다양한	Option 제공	가능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	전면부에	비상	정지	버튼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전기 연결 시,	역상이나 결상 오류를 알려서		

사용자가 신속한 조치 가능
	   ●	 		전기	계장판	접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시	자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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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Fluctuation Recovery Time after Door Opening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6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6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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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Model KBD-012 KBD-025 KBD-040 KBD-070 KBD-100

Temperature data
Range (℃) -70 to 180 -70 to 180 -70 to 180 -70 to 180 -70 to 180

Fluctuation (±℃)1), 2) 

at -70℃ 0.2 0.2 0.2 0.2 0.2
at -50℃ 0.2 0.2 0.2 0.2 0.2
at -25℃ 0.2 0.2 0.2 0.2 0.2
at -10℃ 0.2 0.2 0.3 0.2 0.2
at 25℃ 0.2 0.2 0.2 0.2 0.2
at 70℃ 0.2 0.2 0.2 0.2 0.2
at 100℃ 0.2 0.2 0.3 0.2 0.2
at 150℃ 0.2 0.3 0.2 0.2 0.2
at 180℃ 0.3 0.3 0.2 0.2 0.2

Gradient (±℃)1)  
at -70℃ 0.3 0.3 0.3 0.2 0.2
at -50℃ 0.4 0.5 0.4 0.3 0.3
at -25℃ 0.4 0.4 0.4 0.3 0.3
at -10℃ 0.5 0.4 0.5 0.4 0.4
at 25℃ 0.5 0.4 0.4 0.4 0.4
at 70℃ 0.6 0.7 0.6 0.7 0.7
at 100℃ 1.0 1.0 1.0 0.9 0.9
at 150℃ 1.0 1.1 1.0 0.8 0.8
at 180℃ 1.2 1.2 1.1 1.0 1.0 

Heating time (min)2) 

from -70℃ to 25℃ 26 28 30 30 31
from -50℃ to 25℃ 23 23 24 25 27
from -25℃ to 25℃ 15 15 16 17 18
from -10℃ to 25℃ 11 10 11 13 13
from 25℃ to 70℃ 13 13 14 14 16
from 25℃ to 100℃ 26 25 25 26 27
from 25℃ to 150℃ 41 40 38 42 44
from 25℃ to 180℃ 54 53 55 56 58
from -50℃ to 180℃ 69 68 68 72 75
from -50℃ to 120℃ 55 56 56 61 62
from -25℃ to 120℃ 47 48 48 53 55
from -50℃ to 5℃ 18 17 18 21 21
from -70℃ to 5℃ 25 25 25 28 28
from 5℃ to 125℃ 43 42 45 47 48
from 125℃ to 180℃ 18 17 18 22 23

Cooling time (min)2)

from 25℃ to -70℃ 75 75 77 74 73
from 25℃ to -40℃ 33 33 32 30 32
from 25℃ to -25℃ 22 22 20 20 21
from 25℃ to -10℃ 17 17 14 13 15
from 70℃ to 25℃ 23 20 23 20 22
from 100℃ to 25℃ 34 35 35 32 31
from 120℃ to -50℃ 83 80 81 80 80
from 5℃ to -40℃ 23 23 23 23 23
from 5℃ to -70℃ 67 72 72 70 70

Recovery time after door was opened for 30sec.(min.)2)

at -70℃ 12 12 13 9 10
at -50℃ 8 8 8 6 6
at -25℃ 6 6 6 5 5
at -10℃ 5 5 6 5 5
at 70℃ 6 6 6 6 6
at 100℃ 5 5 5 6 6
at 150℃ 7 7 10 10 10
at 180℃ 7 8 10 10 10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3)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3P, A) 16 20 32 50 50

Cat. No. AAAKC1111 AAAKC2111 AAAKC3111 AAAKC4111 AAAKC5111
Electrical requirement (380V/60Hz/3P, A) 10 12 18 29 29

Cat. No. AAHKC1114K AAHKC2114K AAHKC3114K AAHKC4114K AAHKC5114K

   1) According to IEC 60068-3-5
   2) According to DIN 12880
   3)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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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 Cooling 
Cham

ber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Dimension
Model KBD-012 KBD-025 KBD-040 KBD-070 KBD-100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25 253 420 720 1000
Width (mm) 500 600 750 900 1000
Depth (mm) 500 650 700 800 910
Height (mm) 500 650 800 1000 110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6 2 / 9 2 / 11 2 / 15 2 / 16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30 30 30 30 30
Max. load per shelf (kg) 15 20 30 40 45
Permitted total load (kg) 50 70 90 120 150
Cable port (Φ, mm) 50 50 80 80 80

Exterior dimensions
Width (mm), W 1114 1240 1424 1575 1675
Depth / with handle (mm), D/D' 1327 / 1360 1492 / 1525 1567 / 1600 1777 / 1810 1887 / 1920
Height (mm), H 1208 1308 1509 1819 1919
Weight (kg) 170 260 320 390 440

KB series

W

H

D

D’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Signal Lamp, Recorder, Gas Purge System

Page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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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시험 챔버, 저온형 (-40℃), (수평기류)
Heating & Cooling Chamber, Low Temp., Horizontal Air Flow

수평기류식 Airflow 및 -40 ~ 180℃ 온도 범위

  엄격한 해외 규격에 따른 온도 검증 완료
	   ●	 		DIN	12880	및	IEC	60068-3-5에	따른	

온도	검증으로	신뢰성	및	재현성	우수
	   ●	 			대표적	온도	지점별	Fluctuation과	

Gradient를	Specification으로	제공
	   ●	 		Heating	/	Cooling	Time	데이터	제공으로	

시험	용도에	적합한	모델	선택	지원
	   ●	 		규격에	따른	Recovery	Time	시험으로	

실제	사용에	유용한	데이터	제공

  구조 기능적 특징
	   ●	 		밀폐	및	단열이	우수한	챔버	구조로	

장기간	안정된	시험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	 			기기가	최대	온도로	동작하더라도	
기기의	표면온도가	51℃를	넘지	않아	
사용자	안전	(EN	563	규격)

	   ●	 		특화된	Door	밀폐	구조로	구성되어	
DIN	58371	(Door	기밀성	지침)을	만족

	   ●	 			Door	하중	시험 (SEFA	규격)을	만족하여	
장기간	반복	사용에도	내구성	검증	완료	

	   ●	 			Door	구조는	2	Points	걸림	구조로	
적은	힘으로	보다	안정적인	밀폐	형성

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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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 Cooling 
Cham

ber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KMV-07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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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된 전용 컨트롤 시스템
	   ●	 		3.5	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
	   ●	 		직관적인	화면구성으로	쉽고	편리하게	조작	
	   ●	 		그래프	표시	기능으로	동작확인	편리
	   ●	 		4구간	PID	제어로	정밀한	온도	제어	
	   ●	 		RS-232	Port	(기본)와	RS-485	Port	(선택)	지원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PC	제어용	소프트웨어	기본	포함
	   ●	 		데이터의	저장,	보고서	작성 시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양쪽	Latch	구조로	Door를	손쉽게	개폐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손잡이
	   ●	 		기기	전면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Stainless	Steel	재질의	내부	챔버로	

청결한	유지	보수	및	내부식성	우수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이동/고정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
	   ●	 		고하중 시료를 위한 Perforated Shelf (Option)
	   ●	 		Cable	Port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Cable	Port	추가,	공기	순환	속도,	Gas	Purge,	

Signal	Lamp	등	다양한	Option	제공	가능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	전면부에	비상	정지	버튼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전기 연결 시,	역상이나 결상 오류를 알려서		

사용자가 신속한 조치 가능
	   ●	 			전기	계장판	접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시	자동	정지

Temperature Fluctuation Recovery Time after Door Opening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2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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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Model KMV-012 KMV-025 KMV-040 KMV-070 KMV-100

Temperature data
Range (℃) -40 to 180 -40 to 180 -40 to 180 -40 to 180 -40 to 180

Fluctuation (±℃)1), 2) 

at -40℃ 0.5 0.5 0.3 0.2 0.3
at -25℃ 0.3 0.3 0.3 0.2 0.2
at -10℃ 0.3 0.3 0.2 0.3 0.3
at 25℃ 0.2 0.2 0.5 0.4 0.2
at 70℃ 0.3 0.3 0.4 0.3 0.2
at 100℃ 0.3 0.3 0.3 0.3 0.3
at 150℃ 0.2 0.2 0.3 0.2 0.2
at 180℃ 0.4 0.4 0.3 0.3 0.2

Gradient (±℃)1)  

at -40℃ 0.5 0.5 1.2 0.6 0.3
at -25℃ 0.6 0.6 1.2 0.7 0.4
at -10℃ 0.7 0.7 1.2 0.8 0.4
at 25℃ 0.7 0.7 1.1 0.8 0.5
at 70℃ 0.8 0.8 1.7 0.9 0.7
at 100℃ 1.0 1.0 1.9 1.1 0.8
at 150℃ 1.0 1.0 2.3 0.5 0.7
at 180℃ 1.4 1.4 2.3 0.8 0.8

Heating time (min)2) 
from -40℃ to 25℃ 23 23 23 20 23
from -25℃ to 25℃ 20 20 19 20 18
from -10℃ to 25℃ 14 14 17 15 14
from 25℃ to 70℃ 17 17 21 19 21
from 25℃ to 100℃ 31 31 29 44 44
from 25℃ to 150℃ 61 61 48 82 90
from 25℃ to 180℃ 65 65 55 100 76
from -40℃ to 180℃ 92 92 79 102 203
from -25℃ to 120℃ 68 68 66 67 99
from -40℃ to 5℃ 15 15 13 10 19
from 5℃ to 125℃ 53 53 54 80 171
from 125℃ to 180℃ 24 24 12 12 13

Cooling time (min)2) 

from 25℃ to -40℃ 41 41 37 38 44
from 25℃ to -25℃ 20 20 20 17 20
from 25℃ to -10℃ 13 13 15 10 15
from 70℃ to 25℃ 16 16 16 13 15
from 100℃ to 25℃ 25 25 25 18 27
from 150℃ to 25℃ 81 81 110 103 290
from 180℃ to 25℃ 152 152 173 177 310
from 180℃ to -40℃ 180 180 221 212 361
from 120℃ to -25℃ 43 43 46 48 48
from 180℃ to 125℃ 113 113 150 153 292
from 125℃ to 5℃ 33 33 36 27 31
from 5℃ to -40℃ 34 34 35 32 38

Recovery time after door was opened for 30sec (min.)2)

at -40℃ 8 8 6.5 7 6
at -25℃ 3.5 3.5 7.5 6 7
at -10℃ 2.5 2.5 6.5 6.5 6.5
at 25℃ 4 4 5.5 4.5 5
at 70℃ 4 4 5.5 5 8
at 100℃ 4 4 6.5 6 6
at 150℃ 4 4 4.5 4.3 3.5
at 180℃ 11.5 11.5 6 5 4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3)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1P, A) 20.0 27.2 - - -

Cat. No. AAHK9011K AAHK9021K - - -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3P, A) - - 21.6 31.1 33.5

Cat. No. - - AAAK90311 AAAK90411 AAAK90511
Electrical requirement (380V/60Hz/3P, A) - - 12.5 18.0 19.4

Cat. No. - - AAHK9038K AAHK9048K AAHK9058K

   1) According to IEC 60068-3-5
   2) According to DIN 12880
   3)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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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 Cooling 
Cham

ber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Dimension
Model KMV-012 KMV-025 KMV-040 KMV-070 KMV-100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25 253 420 720 1000
Width (mm) 500 600 750 900 1000
Depth (mm) 500 650 700 800 910
Height (mm) 500 650 800 1000 110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6 2 / 9 2 / 11 2 / 15 2 / 16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30 30 30 30 30
Max. load per shelf (kg) 15 20 30 40 45
Permitted total load (kg) 50 70 90 120 150
Cable port (Φ, mm) 50 50 80 80 80

Exterior dimensions
Width (mm), W 1070 1170 1370 1495 1595
Depth / with handle (mm), D/D' 740 / 775 890 / 925 940 / 975 1595 / 1625 1695 / 1725
Height (mm), H 1385 1585 1780 1650 1800
Weight (kg) 170 260 320 390 440

KB series

W

H

D

D’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Viewing Window, Signal Lamp, Recorder, Fan Speed Adjuster, Gas Purge System, Hour Meter

Page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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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시험 챔버, 저온형 (-40℃), (수직기류)
Heating & Cooling Chamber, Low Temp., Vertical Air Flow

수직기류식 Airflow 및 -40 ~ 180℃ 온도 범위

  엄격한 해외 규격에 따른 온도 검증 완료
	   ●	 				DIN	12880	및	IEC	60068-3-5에	따른	

온도	검증으로	신뢰성	및	재현성	우수
	   ●	 			대표적	온도	지점별	Fluctuation과	

Gradient를	Specification으로	제공
	   ●	 				Heating	/	Cooling	Time	데이터	제공으로	

시험	용도에	적합한	모델	선택	지원
	   ●	 				규격에	따른	Recovery	Time	시험으로	

실제	사용에	유용한	데이터	제공

  구조 기능적 특징
	   ●	 				밀폐	및	단열이	우수한	챔버	구조로	

장기간	안정된	시험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	 				기기가	최대	온도로	동작하더라도	
기기의	표면온도가	51℃를	넘지	않아	
사용자	안전	(EN	563	규격)

	   ●	 				특화된	Door	밀폐	구조로	구성되어	
DIN	58371	(Door	기밀성	지침)을	만족

	   ●	 				Door	하중	시험 (SEFA	규격)을	만족하여	
장기간	반복	사용에도	내구성	검증	완료	

	   ●	 			Door	구조는	2	Points	걸림	구조로	
적은	힘으로	보다	안정적인	밀폐	형성

온도 측정 

(27 

Chamber

Front

Evaporator

Heater

Heater

Chamber

Evaporator
Heater

Damper

Chamber

온도 측정 

(27 

Chamber

Front

Evaporator

Heater

Heater

Chamber

Evaporator
Heater

Damper

Chamber

JMV-070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Recorder,	Signal	Lamp	(Option)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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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V-04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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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된 전용 컨트롤 시스템
	   ●	 			3.5	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
	   ●	 			직관적인	화면구성으로	쉽고	편리하게	조작	
	   ●	 			그래프	표시	기능으로	동작확인	편리
	   ●	 			4구간	PID	제어로	정밀한	온도	제어	
	   ●	 			RS-232	Port	(기본)와	RS-485	Port	(선택)	지원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PC	제어용	소프트웨어	기본	포함
	   ●	 			데이터의	저장,	보고서	작성 시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양쪽	Latch	구조로	Door를	손쉽게	개폐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손잡이
	   ●	 		기기	전면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Stainless	Steel	재질의	내부	챔버로	

청결한	유지	보수	및	내부식성	우수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이동/고정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
	   ●	 		고하중 시료를 위한 Perforated Shelf (Option)
	   ●	 		Cable	Port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Cable	Port	추가,	공기	순환	속도,	Gas	Purge,	

Signal	Lamp	등	다양한	Option	제공	가능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	전면부에	비상	정지	버튼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전기 연결 시,	역상이나 결상 오류를 알려서		

사용자가 신속한 조치 가능
	   ●	 			전기	계장판	접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시	자동	정지

Temperature Fluctuation Recovery Time after Door Opening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2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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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Model JMV-012 JMV-025 JMV-040 JMV-070 JMV-100

Temperature data
Range (℃) -40 to 180 -40 to 180 -40 to 180 -40 to 180 -40 to 180

Fluctuation (±℃)1), 2)

at -40℃ 0.4 0.4 0.2 0.2 0.2
at -25℃ 0.4 0.4 0.3 0.2 0.3
at -10℃ 0.5 0.5 0.2 0.2 0.2
at 25℃ 0.3 0.3 0.3 0.2 0.2
at 70℃ 0.6 0.6 0.3 0.2 0.2
at 100℃ 0.3 0.3 0.3 0.3 0.2
at 150℃ 0.4 0.4 0.3 0.3 0.3
at 180℃ 0.3 0.3 0.4 0.4 0.5

Gradient (±℃)1) 

at -40℃ 0.7 0.7 0.3 0.9 0.7
at -25℃ 0.6 0.6 0.3 0.9 0.7
at -10℃ 0.6 0.6 0.3 1.1 0.8
at 25℃ 0.8 0.8 0.4 0.7 0.6
at 70℃ 0.8 0.8 0.6 1.1 0.9
at 100℃ 0.9 0.9 0.7 1.0 0.8
at 150℃ 1.1 1.1 1.2 0.8 0.9
at 180℃ 1.4 1.4 1.5 1.0 1.3

Heating time (min)2)

from -40℃ to 25℃ 30 30 31 20 21
from -25℃ to 25℃ 20 20 17 18 16
from -10℃ to 25℃ 17 17 13 13 15
from 25℃ to 70℃ 26 26 18 25 20
from 25℃ to 100℃ 28 28 21 26 25
from 25℃ to 150℃ 50 50 39 39 51
from 25℃ to 180℃ 56 56 63 46 56
from -40℃ to 180℃ 61 61 81 62 73
from -25℃ to 120℃ 52 52 39 47 47
from -40℃ to 5℃ 7 7 8 6 7
from 5℃ to 125℃ 44 44 59 40 49
from 125℃ to 180℃ 10 10 14 16 17

Cooling time (min) 2)

from 25℃ to -40℃ 37 37 29 28 46
from 25℃ to -25℃ 22 22 20 22 24
from 25℃ to -10℃ 18 18 17 19 17
from 70℃ to 25℃ 20 20 22 23 23
from 100℃ to 25℃ 30 30 26 34 31
from 150℃ to 25℃ 95 95 92 110 160
from 180℃ to 25℃ 144 144 158 186 289
from 180℃ to -40℃ 172 172 198 192 297
from 120℃ to -25℃ 56 56 57 54 46
from 180℃ to 125℃ 110 110 133 144 228
from 125℃ to 5℃ 37 37 43 30 35
from 5℃ to -40℃ 25 25 22 18 34

Recov. time after door was opened for 30sec.(min.)2)

at -40℃ 6 6 6 6.5 9
at -25℃ 5 5 6.5 7 6.5
at -10℃ 6.5 6.5 6.5 8.5 6.5
at 25℃ 5.5 5.5 4.5 2 7
at 70℃ 8.5 8.5 8 9.5 7.5
at 100℃ 5.5 5.5 4.5 6 5.5
at 150℃ 6.5 6.5 7 9 3.5
at 180℃ 6.5 6.5 6.5 8 4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3)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1P, A) 17.8 24.3 - - -

Cat. No. AAHKB011K AAHKB021K - - -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3P, A) - - 21.6 33.9 33.9 

Cat. No. - - AAAKB0311 AAAKB0411 AAAKB0511
Electrical requirement (380V/60Hz/3P, A) - - 12.5 19.6 19.6 

Cat. No. - - AAHKB038K AAHKB048K AAHKB058K

   1) According to IEC 60068-3-5
   2) According to DIN 12880
   3)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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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Model JMV-012 JMV-025 JMV-040 JMV-070 JMV-100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25 253 420 720 990
Width (mm) 500 600 750 900 1000
Depth (mm) 500 650 700 800 900
Height (mm) 500 650 800 1000 110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6 2 / 9 2 / 11 2 / 15 2 / 16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30 30 30 30 30
Load per shelf (kg) 15 20 25 40 40
Permitted total load (kg) 50 70 75 100 100
Cable port (Φ, mm) 50 50 80 80 80

Exterior dimensions
Width (mm), W 890 990 1140 1290 1390
Depth (mm), D 950 1180 1330 1430 1530 
Height (mm), H 1200 1350 1590 1940 2040
Weight (kg) 170 260 320 390 440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Viewing Window, Signal Lamp, Recorder, Fan Speed Adjuster, Gas Purge System, Hour Meter

Page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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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시험 챔버, 저온형 (-25℃)
Heating & Cooling Chamber, Low Temp.

-25 ~ 100℃ 온도 범위로 기본 시험 요구에 충족

  엄격한 해외 규격에 따른 온도 검증 완료
	   ●	 	DIN	12880	및	IEC	60068-3-5에	따른	

온도	검증으로	신뢰성	및	재현성	우수
	   ●	 	대표적	온도	지점별	Fluctuation과	

Gradient를	Specification으로	제공
	   ●	 	Heating	/	Cooling	Time	데이터	제공으로	

시험	용도에	적합한	모델	선택	지원
	   ●	 	규격에	따른	Recovery	Time	시험으로	

실제	사용에	유용한	데이터	제공

  구조 기능적 특징
	   ●	 	밀폐	및	단열이	우수한	챔버	구조로	

장기간	안정된	시험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	 	기기가	최대	온도로	동작하더라도	
기기의	표면온도가	51℃를	넘지	않아	
사용자	안전	(EN	563	규격)

	   ●	 	특화된	Door	밀폐	구조로	구성되어	
DIN	58371	(Door	기밀성	지침)을	만족

	   ●	 	Door	하중	시험 (SEFA	규격)을	만족하여	
장기간	반복	사용에도	내구성	검증	완료	

	   ●	 	Door	구조는	2	Points	걸림	구조로	
적은	힘으로	보다	안정적인	밀폐	형성

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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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V-040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Recorder,	Signal	Lamp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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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V-0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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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된 전용 컨트롤 시스템
	   ●	 			3.5	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
	   ●	 			직관적인	화면구성으로	쉽고	편리하게	조작	
	   ●	 			그래프	표시	기능으로	동작확인	편리
	   ●	 			4구간	PID	제어로	정밀한	온도	제어	
	   ●	 			RS-232	Port	(기본)와	RS-485	Port	(선택)	지원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PC	제어용	소프트웨어	기본	포함
	   ●	 			데이터의	저장,	보고서	작성 시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양쪽	Latch	구조로	Door를	손쉽게	개폐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손잡이
	   ●	 		기기	전면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Stainless	Steel	재질의	내부	챔버로	

청결한	유지	보수	및	내부식성	우수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이동/고정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
	   ●	 		고하중 시료를 위한 Perforated Shelf (Option)
	   ●	 		Cable	Port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Cable	Port	추가,	공기	순환	속도,	Gas	Purge,	

Signal	Lamp	등	다양한	Option	제공	가능

Temperature Fluctuation Recovery Time after Door Opening 

  뛰어난 안전성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Over	Temperature	Limiter)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	전면부에	비상	정지	버튼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전기 연결 시,	역상이나 결상 오류를 알려서		

사용자가 신속한 조치 가능
	   ●	 			전기	계장판	접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시	자동	정지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2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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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Model PBV-012 PBV-025 PBV-040 PBV-070 PBV-100

Temperature data
Range (℃) -25 to 100 -25 to 100 -25 to 100 -25 to 100 -25 to 100

Fluctuation (±℃)1), 2)

at -25℃ 0.2 0.2 0.2 0.2 0.2
at -15℃ 0.2 0.2 0.2 0.2 0.2
at -10℃ 0.3 0.3 0.2 0.2 0.2
at 25℃ 0.3 0.3 0.3 0.4 0.2
at 70℃ 0.2 0.2 0.2 0.3 0.2
at 100℃ 0.2 0.2 0.2 0.3 0.2

Gradient (±℃)1) 

at -25℃ 0.3 0.3 0.4 0.4 0.4
at -15℃ 0.3 0.3 0.4 0.4 0.4
at -10℃ 0.3 0.3 0.4 0.4 0.4
at 25℃ 0.3 0.3 0.4 0.4 0.4
at 70℃ 0.4 0.4 0.6 0.6 0.6
at 100℃ 0.6 0.6 0.7 0.8 0.8

Heating time (min)2)

from -25℃ to 25℃ 19 19 29 22 24
from -15℃ to 25℃ 17 17 22 20 22
from -10℃ to 25℃ 15 15 21 18 20
from 25℃ to 70℃ 20 20 33 22 27
from 25℃ to 100℃ 34 34 52 35 38
from -25℃ to 100℃ 47 47 76 46 61
Cooling time (min)2)

from 25℃ to -25℃ 36 36 26 25 34
from 25℃ to -15℃ 21 21 21 20 24
from 25℃ to -10℃ 17 17 19 18 21
from 70℃ to 25℃ 17 17 20 20 25
from 100℃ to 25℃ 28 28 30 29 35
from 100℃ to -25℃ 65 65 50 53 56

Recovery time after door was opened for 30sec.(min.)2)

at -25℃ 5 5 5 4 7
at -15℃ 4.5 4.5 3.5 5.5 5
at -10℃ 6 6 4.5 4 5
at 25℃ 5 5 4 5.5 3.5
at 70℃ 5 5 9.5 5 7.5
at 100℃ 5.5 5.5 9 6 7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3)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1P, A) 15.5 25.2 - - -

Cat. No. AAHK5011K AAHK5021K - - -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3P, A) - - 17.4 26.7 29.0 

Cat. No. - - AAAK50311 AAAK50411 AAAK50511
Electrical requirement (380V/60Hz/3P, A) - - 10.0 15.4 16.8 

Cat. No. - - AAHK5038K AAHK5048K AAHK5058K

   1) According to IEC 60068-3-5
   2) According to DIN 12880
   3)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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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Model PBV-012 PBV-025 PBV-040 PBV-070 PBV-100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25 250 400 700 1000
Width (mm) 500 600 750 900 1000
Depth (mm) 500 650 700 800 910
Height (mm) 500 650 800 1000 110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6 2 / 9 2 / 11 2 / 15 2 / 16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30 30 30 30 30
Load per shelf (kg) 15 20 30 40 45
Permitted total load (kg) 50 70 90 120 150
Cable port (Φ, mm) 50 50 80 80 80

Exterior dimensions
Width (mm), W 1060 1154 1304 1454 1720
Depth / with handle (mm), D/D' 672 / 702 822 / 852 872 / 902 1510 / 1540 1620 / 1650
Height (mm), H 1340 1540 1724 1628 1534
Weight (kg) 360 420 520 640 700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Viewing Window, Signal Lamp, Recorder, Fan Speed Adjuster, Gas Purge System, Hour Meter

Page 402



396 397

온도 시험 챔버, 상온형 (-5℃)
Heating & Cooling Chamber, Room Temp.

-5 ~ 100℃ 온도 범위로 기본 시험 요구에 충족

  엄격한 해외 규격에 따른 온도 검증 완료
	   ●	 	DIN	12880	및	IEC	60068-3-5에	따른	

온도	검증으로	신뢰성	및	재현성	우수
	   ●	 	대표적	온도	지점별	Fluctuation과	

Gradient를	Specification으로	제공
	   ●	 	Heating	/	Cooling	Time	데이터	제공으로	

시험	용도에	적합한	모델	선택	지원
	   ●	 	규격에	따른	Recovery	Time	시험으로	

실제	사용에	유용한	데이터	제공

  구조 기능적 특징
	   ●	 	밀폐	및	단열이	우수한	챔버	구조로	

장기간	안정된	시험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	 	기기가	최대	온도로	동작하더라도	
기기의	표면온도가	51℃를	넘지	않아	
사용자	안전	(EN	563	규격)

	   ●	 	특화된	Door	밀폐	구조로	구성되어	
DIN	58371	(Door	기밀성	지침)을	만족

	   ●	 	Door	하중	시험 (SEFA	규격)을	만족하여	
장기간	반복	사용에도	내구성	검증	완료	

	   ●	 	Door	구조는	2	Points	걸림	구조로	
적은	힘으로	보다	안정적인	밀폐	형성

온도 측정 

(27 

Chamber

Front

Evaporator

Heater

Heater

Chamber

Evaporator
Heater

Damper

Chamber

온도 측정 

(27 

Chamber

Front

Evaporator

Heater

Heater

Chamber

Evaporator
Heater

Damper

Chamber

PMV-040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Recorder,	Signal	Lamp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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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Fluctuation Recovery Time after Door Opening

  최적화된 전용 컨트롤 시스템
	   ●	 			3.5	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
	   ●	 			직관적인	화면구성으로	쉽고	편리하게	조작	
	   ●	 			그래프	표시	기능으로	동작확인	편리
	   ●	 			4구간	PID	제어로	정밀한	온도	제어	
	   ●	 			RS-232	Port	(기본)와	RS-485	Port	(선택)	지원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PC	제어용	소프트웨어	기본	포함
	   ●	 			데이터의	저장,	보고서	작성 시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양쪽	Latch	구조로	Door를	손쉽게	개폐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손잡이
	   ●	 		기기	전면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Stainless	Steel	재질의	내부	챔버로	

청결한	유지	보수	및	내부식성	우수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이동/고정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
	   ●	 		고하중 시료를 위한 Perforated Shelf (Option)
	   ●	 		Cable	Port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Cable	Port	추가,	공기	순환	속도,	Gas	Purge,	

Signal	Lamp	등	다양한	Option	제공	가능

  뛰어난 안전성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Over Temperature Limiter)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	전면부에	비상	정지	버튼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전기 연결 시,	역상이나 결상 오류를 알려서		

사용자가 신속한 조치 가능
	   ●	 			전기	계장판	접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시	자동	정지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2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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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Model PMV-012 PMV-025 PMV-040 PMV-070 PMV-100

Temperature data
Range (℃) -5 to 100 -5 to 100 -5 to 100 -5 to 100 -5 to 100

Fluctuation (±℃)1), 2)

at -5℃ 0.3 0.3 0.2 0.2 0.3
at 0℃ 0.3 0.3 0.2 0.2 0.3
at 25℃ 0.3 0.3 0.3 0.3 0.3
at 40℃ 0.3 0.3 0.3 0.3 0.3
at 60℃ 0.3 0.3 0.3 0.4 0.3
at 80℃ 0.3 0.3 0.2 0.2 0.3
at 100℃ 0.3 0.3 0.3 0.4 0.3

Gradient (±℃)1) 

at -5℃ 0.4 0.4 0.4 0.4 0.3
at 0℃ 0.4 0.4 0.4 0.4 0.3
at 25℃ 0.2 0.2 0.3 0.4 0.3
at 40℃ 0.3 0.3 0.3 0.4 0.3
at 60℃ 0.5 0.5 0.4 0.4 0.4
at 80℃ 0.7 0.7 0.6 0.5 0.5
at 100℃ 1.0 1.0 0.8 0.7 0.7

Heating time (min)2)

from -5℃ to 25℃ 24 24 21 17 19
from 0℃ to 25℃ 20 20 17 15 16
from 25℃ to 40℃ 16 16 15 11 11
from 25℃ to 60℃ 30 30 26 23 25
from 25℃ to 80℃ 32 32 33 34 38
from 25℃ to 100℃ 45 45 48 52 56
from -5℃ to 100℃ 60 60 62 64 75

Cooling time (min)2)

from 25℃ to -5℃ 36 36 35 31 31
from 25℃ to 0℃ 30 30 27 25 25
from 40℃ to 25℃ 17 17 16 14 16
from 60℃ to 25℃ 37 37 35 31 31
from 80℃ to 25℃ 52 37 48 43 45
from 100℃ to 25℃ 65 65 62 59 57
from 100℃ to -5℃ 97 97 92 87 91

Recovery time after door was opened for 30sec.(min.)2)

at -5℃ 8.0 8.0 6.5 5.0 5.0
at 0℃ 6.0 6.0 6.0 6.0 8.0
at 25℃ 0.5 0.5 4.0 6.0 6.0
at 40℃ 2.5 2.5 2.5 2.5 2.5
at 60℃ 4.0 4.0 4.5 5.0 6.0
at 80℃ 5.0 5.0 5.0 5.5 6.0
at 100℃ 7.0 7.0 7.0 6.5 8.0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3) 일반용 (2pin) 일반용 (3pin) 일반용 (3pin) 일반용 (3pin) 공업용 (4pin)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1P, A) 9.7 13.2 15.5 21.7 -

Cat. No. AAHK4012K AAHK4022K AAHK4031K AAHK4041K -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3P, A) - - - - 11.0 

Cat. No. - - - - AAAK40511
Electrical requirement (380V/60Hz/3P, A) - - - - 6.0 

Cat. No. - - - - AAHK4058K

   1) According to IEC 60068-3-5
   2) According to DIN 12880
   3)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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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Model PMV-012 PMV-025 PMV-040 PMV-070 PMV-100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25 250 400 700 1000
Width (mm) 500 600 750 900 1000
Depth (mm) 500 650 700 800 910
Height (mm) 500 650 800 1000 110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6 2 / 9 2 / 11 2 / 15 2 / 16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30 30 30 30 30
Load per shelf (kg) 15 20 30 40 45
Permitted total load (kg) 50 70 90 120 150
Cable port (Φ, mm) 50 50 80 80 80

Exterior dimensions
Width (mm), W 1060 1154 1304 1454 1720
Depth / with handle (mm), D/D' 672 / 702 822 / 852 872 / 902 1510 / 1540 1620 / 1650
Height (mm), H 1340 1540 1724 1628 1534
Weight (kg) 360 420 520 640 700

D

D'
W

H

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Viewing Window, Signal Lamp, Recorder, Fan Speed Adjuster, Gas Purge System, Hour Meter

Page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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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된 모델 구성
	   ●	 	온도	제어	범위	및	크기에	따라	

2가지	시리즈로	구성	(LCH,	LCH-G)	
LCH	:	-20	~	100℃	
LCH-G	:	0	~	100℃

	   ●	 공간절약형	수직형	구조	디자인
	   ●	 	상하로	나뉘어진	Dual	챔버	모델은	

각	챔버별	독립적인	온도	제어
	   ●	 	시험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표준형	온도	시험	챔버

  구조 기능적 특징
	   ●	 	밀폐	및	단열이	우수한	챔버	구조로	

장기간	안정된	시험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	 	기기를	최고	온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표면	온도가	60℃	이하로	안전

	   ●	 	Cable	Port	(Φ80)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	 	균일한 열전달에 최적화된	Airflow

  사용 편의적 특징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온도	Auto-tuning	기능으로	최적화된	온도	제어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9	Steps	Program	Control	(200회	반복	기능)
	   ●	 	Wait	On/Off	타이머	(최대	99시간	59분)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기기	전면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Stainless	Steel	재질의	내부	챔버로	

청결한	유지	보수	및	내부식성	우수
	   ●	 	이동/고정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

  뛰어난 안전성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Door	열림	경고	기능

온도 시험 챔버, 일반형
Heating & Cooling Chamber, General

공간절약형 수직형 구조 및 Dual 모델 포함

온도 측정 

(27 

Chamber

Front

Evaporator

Heater

Heater

Chamber

Evaporator
Heater

Damper

Chamber

LCH-21
with	Wire	Shelves	2개	(기본제공)		
Recorder	(Option)

LCH-11G-2C
with	Wire	Shelves	2개/Chamber	(기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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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 Cooling 
Cham

ber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Model LCH-11 LCH-21 LCH-31 LCH-11-2C LCH-11G LCH-21G LCH-31G LCH-11G-2C
Temperature data
Range (℃) -20 to 100 -20 to 100 -20 to 100 -20 to 100 0 to 100 0 to 100 0 to 100 0 to 100
Fluctuation (±℃) 1) 0.3 0.3 0.3 0.3 0.3 0.3 0.3 0.3
Variation at 80℃ (±℃) 1) 0.8 0.8 0.8 0.8 0.8 0.8 0.8 0.8
Heating time (20℃ to 100℃, min) 80 80 80 80 80 80 80 80
Cooling time (100℃ to 40℃, min) 60 60 60 60 60 60 60 60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50 255 485 150 x 2 150 255 485 150 x 2
Width (mm) 600 600 700 6002) 600 600 700 6002)

Depth (mm) 500 500 680 5002) 500 500 680 5002)

Height (mm) 500 850 1020 5002) 500 850 1020 5002)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6 2 / 12 2 / 14 22) / 62) 2 / 6 2 / 12 2 / 14 22)  / 62)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30 30 30 30 30 30 30 30
Max. load per shelf (kg) 15 20 20 15 15 20 20 15
Permitted total load (kg) 50 70 70 502) 50 70 70 502)

Cable port (Ø, mm) 80 80 80 802) 80 80 80 802)

Weight (kg) 125 185 225 195 120 180 220 19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1P (A) 7.0 10.5 13.0 14.0 6.2 9.1 11.5 12.4 
Cat. No. AAHK6111K AAHK6211K AAHK6311K AAHK6411K AAHK6121K AAHK6221K AAHK6321K AAHK6421K

   1) According to IEC 60068-3-5
   2) 내부 챔버 1개 기준임.

Model
LCH-11G LCH-21G LCH-31G
LCH-11 LCH-21 LCH-31

W (mm) 740 / 794 740 / 794 840 / 894
D (mm) 1032 / 1070 1032 / 1070 1212 / 1250
H (mm) 1280 1630 1800
A (mm) 355 355 445
B (mm) 845 1050 1155

Model
LCH-11G-2C
LCH-11-2C

W (mm) 740 / 794
D (mm) 1032 / 1070
H (mm) 1900
A (mm) 355

B1 (mm) 875
B2 (mm)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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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Cable Port, Shelves, Re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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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Cable�Port
·		ø50	mm의	Cable	Port에	마개와	

실리콘	마개가	모두	기본	제공
·		ø50	mm,	ø80	mm	추가	가능

Wire�Shelf
·		통기성이	우수한	구조
·		Stainless	Steel	재질
·		기기에	기본	2개	포함

Perforated�Shelf
·		고하중	시료에	적합
·		Stainless	Steel	재질로	유지	보수	편리

Viewing�Window
·		시험중인	시료의	관찰을 상시적으로		

편리하게	관찰
·		열선	강화유리로	구성

Signal�Lamp
·		원거리에서도	기기	상태	파악
·		Run	/	Stand-by	/	Error를 각각의	색깔로	표시

LC�GreenBox�(TC3�모델 전용)
·		기기의 동작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		1대의 LC GreenBox로 기기 4대까지 연결 가능   

Model 기본 포함 Cable Port ø50 Cable Port ø80 Wire Shelf Perforated Shelf Viewing Window Signal Lamp
TC3-KE-025 ø50 Cable Port AAA8T612 N/A RTD0679 AAA80602-6 N/A AAA80550
TC3-KE-065 ø50 Cable Port AAA8T612 AAA8T611 RTD0680 AAA80602-7 N/A AAA80550
TC3-KE-100 ø50 Cable Port AAA8T612 AAA8T611 RTD0681 AAA80602-8 N/A AAA80550
TC3-ME-025 ø50 Cable Port AAA8T612 N/A RTD0679 AAA80602-6 N/A AAA80550
TC3-ME-065 ø50 Cable Port AAA8T612 AAA8T611 RTD0680 AAA80602-7 N/A AAA80550
TC3-ME-100 ø50 Cable Port AAA8T612 AAA8T611 RTD0681 AAA80602-8 N/A AAA80550
KBD-012 ø5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70 AAAK1501 N/A AAA80550
KBD-025 ø5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53 AAAK1502 N/A AAA80550
KBD-04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29 AAAK1503 N/A AAA80550
KBD-07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30 AAAK1504 N/A AAA80550
KBD-10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57 AAAK1505 N/A AAA80550
KMV-012 ø5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70 AAAK1501 AAAK8501 AAA80550
KMV-025 ø5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53 AAAK1502 AAAK8501 AAA80550
KMV-04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29 AAAK1503 AAAK8501 AAA80550
KMV-07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30 AAAK1504 AAAK8601 AAA80550
KMV-10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57 AAAK1505 AAAK8601 AAA80550
JMV-012 ø5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70 AAAK1501 AAAK8501 AAA80550
JMV-025 ø5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53 AAAK1502 AAAK8501 AAA80550
JMV-04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29 AAAK1503 AAAK8501 AAA80550
JMV-07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30 AAAK1504 AAAK8601 AAA80550
JMV-10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57 AAAK1505 AAAK8601 AAA80550
PBV-012 ø5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70 AAAK1501 AAAK8501 AAA80550
PBV-025 ø5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53 AAAK1502 AAAK8501 AAA80550
PBV-04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29 AAAK1503 AAAK8501 AAA80550
PBV-07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30 AAAK1504 AAAK8501 AAA80550
PBV-10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57 AAAK1505 AAAK8501 AAA80550
PMV-012 ø5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70 AAAK1501 AAAK8501 AAA80550
PMV-025 ø5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53 AAAK1502 AAAK8501 AAA80550
PMV-04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29 AAAK1503 AAAK8501 AAA80550
PMV-07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30 AAAK1504 AAAK8501 AAA80550
PMV-100 ø80 Cable Port AAAK8511 AAAK8512 LTV0057 AAAK1505 AAAK8501 AAA80550
LCH-11 ø80 Cable Port AAA8T610 AAA8T611 EDA8219 AAA22521 N/A N/A
LCH-21 ø80 Cable Port AAA8T610 AAA8T611 EDA8220 AAA22522 N/A N/A
LCH-31 ø80 Cable Port AAA8T610 AAA8T611 AAAK6531 AAAK6532 N/A N/A
LCH-11-2C ø80 Cable Port AAA8T610 AAA8T611 EDA8219 AAA22521 N/A N/A
LCH-11G ø80 Cable Port AAA8T610 AAA8T611 EDA8219 AAA22521 N/A N/A
LCH-21G ø80 Cable Port AAA8T610 AAA8T611 EDA8220 AAA22522 N/A N/A
LCH-31G ø80 Cable Port AAA8T610 AAA8T611 AAAK6531 AAAK6532 N/A N/A
LCH-11G-2C ø80 Cable Port AAA8T610 AAA8T611 EDA8219 AAA22521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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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 Cooling 
Cham

ber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Model Recorder (Paper) Recorder (Digital) Fan Speed Adjuster Gas Purge System Hour Meter Stand (1 stage) Stand (2 stage)
TC3-KE-025 AAA8T504 AAA8T506 N/A N/A N/A AAA80631 AAA80634
TC3-KE-065 AAA8T504 AAA8T506 N/A N/A N/A AAA80632 AAA80635
TC3-KE-100 AAA8T504 AAA8T506 N/A N/A N/A AAA80633 N/A
TC3-ME-025 AAA8T504 AAA8T506 N/A N/A N/A AAA80631 AAA80634
TC3-ME-065 AAA8T504 AAA8T506 N/A N/A N/A AAA80632 AAA80635
TC3-ME-100 AAA8T504 AAA8T506 N/A N/A N/A AAA80633 N/A
KBD-012 AAA8T500 AAA8T505 N/A AAA80691 N/A N/A N/A
KBD-025 AAA8T500 AAA8T505 N/A AAA80691 N/A N/A N/A
KBD-040 AAA8T500 AAA8T505 N/A AAA80691 N/A N/A N/A
KBD-070 AAA8T500 AAA8T505 N/A AAA80691 N/A N/A N/A
KBD-100 AAA8T500 AAA8T505 N/A AAA80691 N/A N/A N/A
KMV-012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KMV-025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KMV-040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KMV-070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KMV-100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JMV-012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JMV-025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JMV-040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JMV-070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JMV-100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PBV-012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PBV-025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PBV-040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PBV-070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PBV-100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PMV-012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PMV-025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PMV-040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PMV-070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PMV-100 AAA8T500 AAA8T505 AAAK1531 AAA80691 AAAK1532 N/A N/A
LCH-11 AAA8T500 AAA8T505 N/A N/A N/A N/A N/A
LCH-21 AAA8T500 AAA8T505 N/A N/A N/A N/A N/A
LCH-31 AAA8T500 AAA8T505 N/A N/A N/A N/A N/A
LCH-11-2C AAA8T500 AAA8T505 N/A N/A N/A N/A N/A
LCH-11G AAA8T500 AAA8T505 N/A N/A N/A N/A N/A
LCH-21G AAA8T500 AAA8T505 N/A N/A N/A N/A N/A
LCH-31G AAA8T500 AAA8T505 N/A N/A N/A N/A N/A
LCH-11G-2C AAA8T500 AAA8T505 N/A N/A N/A N/A N/A

Recorder�(Paper)
·		최대	6	Channel	지원
·		기록	범위	및	속도	설정	가능
·		Paper	Width	:	100	mm

Recorder�(Digital)
·		Paperless	(5.7	인치	LCD	디스플레이)
·		최대	6	Channel	지원
·		내부/외부	메모리에	Data	저장

Gas�Purge�System
·		시료	특성	및	시험	용도에	따라,	

압축	공기,	질소,	CO2	가스	등을	
챔버	내부에	퍼지할	수	있는	시스템

Hour�Meter
·		누적	사용	시간	관리	(리셋	없음)
·		최소	측정	단위:	0.1시간	(6분)
·		최대	표시	99999.9	시간

Stand�(1�Stage)
·		소형	기기를	위한	전용	스탠드
·		하단부	서랍	및	적재	공간	제공
·		이동/고정용	캐스터	기본	장착

Stand�(2�Stage)
·		소형	기기	2대를	상하로	적재
·		최소화된	설치	공간에서	

각각	다른	온습도	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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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Chamber
산업용 오븐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2년 보증 무상 A/S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습도/속도/시간 등 제어

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

산업자원부의 평가에서
디자인 우수제품으로 인정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기능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고장 시, 
Backup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제이오텍 고유 기술에 의한
안전 특허 등록

3점 온도 Calibration을 통해
더욱 정밀한 온도제어

내부 필터를 통해 유해가스를
정화하여 배출

Color Touch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

기기 운전의
종료 시간 또는 시작 시간 설정 가능

일정 이상 온도 오차 발생 시
경고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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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pplication
산업용 오븐: 산업현장에 따라 최대 350℃까지 열을 가하고, 125~1000 L 크기까지 선택

클린 오븐: 청정 조건에서 고온 시험

산업용 진공 오븐: 200~600 L 크기에서 진공 건조

제이오텍 온라인 LC몰

온도 측정 지점 ( 27 point )

균일한 수평기류식 공기 흐름 외부의 Fresh Air가 Heater를 통과하여 
내부로 순환하는 구조 

DIN 12880 규격에 따른 
27 Points 온도 검증 완료

  엄격한 해외 규격에 따른 검증 완료
     �DIN 12880 규격에 따른 27 Points에서의�

온도 검증을 완료하여 높은 신뢰성 제공

  Air Intake / Damper 기본 포함
     �조절 가능한 Air Intake와 Damper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실제 사용에 편리

  신속한 공기 교환 능력
     �기본 포함된 Air Intake와 Damper 조절로�

신속한 공기 교환 가능 및 다양한 시험에 적용

  과열 온도 2중 차단으로 더욱 안전
     �독립된 정밀형 전자식 과열 차단 장치와�

기계식 장치를 2중으로 장착하여 안전 향상

  균일한 수평기류식 공기 흐름
     �내부 공간에 균일한 수평기류를 형성하여�

시험체에 일정한 온도 전달 및 신뢰성 향상

  정밀한 온도 분포도 유지 능력
     �Intake로 유입된 Air가 Heater를 통해 순환�

Fresh Air를 공급하면서도 정밀한 제어 유지

  밀폐 및 단열이 우수한 챔버 구조
     �전체적인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한 구조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험 비용을 절감

  온도 범위 및 용량에 따른 모델 제공
     �최대 350℃, 1000 L까지의 10가지 표준 모델�

사용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모델 제공 가능

해외 규격에 따른 27 Points 온도 검증 완료
Intake / Damper 기본 포함된 수평기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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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오븐
Heating Chamber

열처리 및 건조 등 온도 특성 테스트에 적합

  엄격한 해외 규격에 따른 온도 검증 완료
	   ●	 		DIN 12880 및 IEC 60068-3-5에 따른	

온도 검증으로 신뢰성 및 재현성 우수
	   ●	 		대표적 온도 지점별 Fluctuation과	

Gradient를 Specification으로 제공
	   ●	 		Heating / Cooling Time 데이터 제공으로	

시험 용도에 적합한 모델 선택 지원
	   ●	 		규격에 따른 Recovery Time 시험으로	

실제 사용에 유용한 데이터 제공

  구조 기능적 특징
	   ●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Air Intake와	

Damper가 기본으로 포함된 구조
	   ●	 		Damper 주변은 별도의 Guard가 있어서	

고온에 의한 화상으로부터 사용자 안전
	   ●	 		밀폐 및 단열이 우수한 챔버 구조로	

장기간 안정된 시험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	 		기기가 최대 온도로 동작하더라도	
기기의 표면온도가 51℃를 넘지 않아	
사용자 안전 (EN 563 규격)

	   ●	 		Door는 2중 밀폐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DIN 58371 (Door 기밀성 지침)을 만족

	   ●	 		Door 하중 시험 (SEFA 규격)을 만족하여	
장기간 반복 사용에도 내구성 검증 완료 

	   ●	 		Door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포함 
	   ●	 		이동/고정이 편리한 캐스터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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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Fluctuation Recovery Time after Door Opening

LTV 07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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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수평기류식 공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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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된 전용 컨트롤 시스템
	   ●	 		3.5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
	   ●	 		직관적인 화면구성으로 쉽고 편리하게 조작 
	   ●	 		그래프 표시 기능으로 동작확인 편리
	   ●	 		4구간 PID 제어/온도 Calibration/Auto-tuning으로 

정밀한 온도 제어 
	   ●	 		RS-232 Port (기본)와 RS-485 Port (선택) 지원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PC 제어용 소프트웨어 기본 포함
	   ●	 		데이터의 저장, 보고서 작성 시 편리

  사용 편의적 특징
	   ●	 		양쪽	Latch	구조로	Door를 손쉽게 개폐
	   ●	 		Key Lock이 기본 포함된 Door 손잡이
	   ●	 		기기 전면부에서 모든 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
	   ●	 		Stainless Steel 재질의 내부 챔버로	

청결한 유지 보수 및 내부식성 우수
	   ●	 		고하중 시료를 위한 Perforated Shelf (Option)
	   ●	 		Cable Port, 공기 순환 속도, Gas Purge 등	

Signal Lamp 등 다양한 Option 제공 가능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로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 전면부에 비상 정지 버튼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전기 연결 시, 역상이나 결상 오류를 알려서 	

사용자가 신속한 조치 가능
	   ●	 		전기 계장판 접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외부의 Fresh Air가 Heater를 통과하여 
내부로 순환하는 구조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255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2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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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Model LBV-012 LBV-025 LBV-040 LBV-070 LBV-100 LTV-012 LTV-025 LTV-040 LTV-070 LTV-100

Temperature data
Range (intake/damper 100% close, ℃) 주변온도+45  ~  250 주변온도+45  ~  350
Range (intake/damper 100% open, ℃) Max. 80 Max. 80 Max. 120 Max. 80 Max. 140 Max. 115 Max. 115 Max. 180 Max. 150 Max. 210

Fluctuation (±℃)1), 2)

at 100℃ 0.3 0.3 0.3 0.3 0.3 0.4 0.4 0.3 0.5 0.4
at 150℃ 0.3 0.3 0.4 0.4 0.4 0.4 0.4 0.3 0.4 0.6
at 200℃ 0.4 0.4 0.4 0.3 0.3 0.5 0.5 0.5 0.4 0.3
at 250℃ 0.5 0.5 0.5 0.6 0.4 0.6 0.6 0.6 0.4 0.4
at 300℃ - - - - - 0.5 0.5 0.7 0.6 0.5
at 350℃ - - - - - 0.7 0.7 0.6 0.6 0.8

Gradient (±℃)1)

at 100℃ 0.4 0.4 0.5 0.5 0.5 0.5 0.5 0.6 0.7 0.4 
at 150℃ 0.7 0.7 1.0 0.7 0.8 0.7 0.7 1.0 1.1 0.6 
at 200℃ 1.1 1.1 1.7 1.1 1.2 1.1 1.1 1.7 1.9 1.1 
at 250℃ 1.7 1.7 2.6 1.5 1.7 1.6 1.6 2.5 2.7 1.6 
at 300℃ - - - - - 2.4 2.4 3.4 3.4 2.4 
at 350℃ - - - - - 3.4 3.4 3.4 4.1 3.2 

Heating time (min, intake/damper 100% close)2)

from Amb. to 100℃ 34 34 26 19 29 18 18 14 13 20
from Amb. to 150℃ 35 35 32 30 35 22 22 19 17 23
from Amb. to 200℃ 36 36 36 40 44 24 24 22 24 25
from Amb. to 250℃ 51 51 51 55 60 27 27 29 25 32
from Amb. to 300℃ - - - - - 38 38 36 37 38
from Amb. to 350℃ - - - - - 41 41 43 40 45

Cooling time (min, intake/damper 100% open)2)

from 150℃ to 100℃ 313) 313) 21 183) 31 19 19 9 11 15
from 200℃ to 100℃ 453) 453) 32 223) 48 28 28 15 15 54
from 250℃ to 100℃ 543) 543) 34 343) 62 41 41 21 16 59
from 300℃ to 100℃ - - - - - 33 33 26 22 62
from 350℃ to 100℃ - - - - - 43 43 30 27 62

Recovery time after door was opened (min.)2)

at 100℃ 10.5 10.5 8 6.5 8 8.5 8.5 6 6 7.5
at 150℃ 8 8 9 8 9.5 8.5 8.5 9 7.5 9.5
at 200℃ 4.5 4.5 8.5 7 8.5 3.5 3.5 8.5 8.5 8.5
at 250℃ 5 5 9.5 5.5 9.5 5 5 11.5 8.5 9.5
at 300℃ - - - - - 7.5 7.5 12.5 8.5 9
at 350℃ - - - - - 8.5 8.5 12.5 10 10

Air circulation data
Air change rate (approx, x/h) 213 266 173 233 193 213 266 173 233 193
Air circulation (approx, x/h) 374 590 294 348 220 374 590 294 348 220
Exhaust air volume flow (approx, L/min) 380 1240 1400 1910 1560 380 1240 1400 1910 1560
Air flow velocity (m/s) 0.2 to 0.6 0.2 to 0.6 0.2 to 0.6 0.2 to 0.6 0.2 to 0.6 0.2 to 0.6 0.2 to 0.6 0.2 to 0.6 0.2 to 0.6 0.2 to 0.6

Energy consumption at 200℃ (A)
220V/60Hz/1P, A 3.8 5.8 - - - 7.5 - - - -
220V/60Hz/3P, A - - 3.5 4.6 5.4 - 1.7 2.2 2.9 3.4
380V/60Hz/3P, A - - 2.2 2.9 3.4 - 1.1 1.4 1.8 2.1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4) 공업용
(3pin)

공업용
(3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3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1P, A) 14.0 21.3 - - - 27.6 - - - -
Cat. No. AAHK1012KAAHK1022K - - - AAHK2012K - - - -
Electrical requirement (220V/60Hz/3P, A) - - 16.2 20.7 24.6 - 24.1 32.0 40.3 48.2
Cat. No. - - AAAK10311 AAAK10411 AAAK10511 - AAAK20211 AAAK20311 AAAK20411 AAAK20511
Electrical requirement (380V/60Hz/3P, A) - - 9.4 12.0 14.2 - 13.9 18.5 23.4 27.9
Cat. No. - - AAHK1038KAAHK1048KAAHK1058K - AAHK2028KAAHK2038KAAHK2048KAAHK2058K

   1) According to IEC 60068-3-5
   2) According to DIN 12880
   3) Cooling time (min, Intake 50% close, Damper 100% open, Accoding to DIN 12880)
   4)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Max. 250℃ Max.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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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Model LBV-012 LBV-025 LBV-040 LBV-070 LBV-100 LTV-012 LTV-025 LTV-040 LTV-070 LTV-100

Interior dimension
Chamber volume (L) 125 253 420 720 1000 125 253 420 720 1000
Width (mm) 500 600 750 900 1000 500 600 750 900 1000
Depth (mm) 500 650 700 800 910 500 650 700 800 910
Height (mm) 500 650 800 1000 1100 500 650 800 1000 1100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 / 6 2 / 8 2 / 11 2 / 14 2 / 16 2 / 6 2 / 8 2 / 11 2 / 14 2 / 16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Max. load per shelf (kg) 15 20 30 40 45 15 20 30 40 45
Permitted total load (kg) 50 70 90 120 150 50 70 90 120 150
Damper (Ø, mm) 96.4 146.4 146.4 146.4 146.4 96.4 146.4 146.4 146.4 146.4
Air Intake (Ø, mm) 42.8 73.3 73.3 73.3 73.3 42.8 73.3 73.3 73.3 73.3

Exterior dimension
Width (mm), W 1100 1200 1350 1500 1600 1100 1200 1350 1500 1600

Depth / with handle (mm), D/D' 714 /  
745

965 /  
995

1014 / 
1045

1114 / 
1145

1224 / 
1255

714 /  
745

965 /  
995

1014 / 
1045

1114 / 
1145

1224 / 
1255

Height / with damper (mm), H/H' 1240 / 
1362

1435 / 
1559

1590 / 
1712

1790 / 
1912

1890 / 
2012

1240 / 
1362

1435 / 
1559

1590 / 
1712

1790 / 
1912

1890 / 
2012

Weight (kg) 170 260 320 390 440 170 260 320 390 440

Accessories

Model
LBV-012 LBV-025 LBV-040 LBV-070 LBV-100

LTV-012 LTV-025 LTV-040 LTV-070 LTV-100
Wire shelf LTV0070 LTV0053 LTV0029 LTV0030 LTV0057
Perforated shelf (고하중용 선반) AAAK1501 AAAK1502 AAAK1503 AAAK1504 AAAK1505
Viewing window (LBV Only) AAAK1511 AAAK1512 AAAK1513
Cable port (Φ80) AAAK1521
Cable port (Φ50) AAAK1522
Warning signal lamp AAA80550
Digital recorder (6 Channel) AAA8T505
Fan speed adjuster AAAK1531
Gas purge system AAA80691
Hour meter AAAK1532

Max. 250℃ Max. 350℃

Gas Purge System
챔버	내부를	질소,	CO2	가스로	
치환	및	퍼지	할	수	있는	Ga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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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오븐
Clean Oven

Clean Oven - Class 100
청정 조건에서의 고온 시험 건조기

  구조 기능적 특징
	   ●	 		온도 범위, 용량, 컨트롤러 등에 따른	

최적화된 모델 제공 및 선택 지원
	   ●	 		균일한 열전달에 최적화된 Airflow로 	

전체적인 온도 분포도가 안정된 구조 
	   ●	 		우수한 단열 및 밀폐 구조의 디자인으로 	

에너지 손실 최소화 및 운영 비용 절감 
	   ●	 		측면에 가스 배출, 케이블 연결을 위해 	

Cover가 포함된 Vent Hole 기본 포함  
	   ●	 		Door를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이며, 	

시료에 충격이 최소화된 부드러운 손잡이
	   ●	 		내부 및 선반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청결한 유지 관리
	   ●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한 캐스터 기본 포함 
	   ●	 		고온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관찰을 위해 	

3중 강화 투시창 모델 제공 (Option) 

  사용 편의적 특징
	   ●	 	최대 3개 지점의 온도 Calibration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온도 제어 실현
	   ●	 온도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	 자주 사용하는 온도 3개를 저장해서 사용
	   ●	 	Wait On/Off 타이머 	

(OFC는 최대 999시간 59분, OFC-P는 최대 99시간 59분)
	   ●	 Microprocessor PID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제어
	   ●	 	USB/RS-232 연결 및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컴퓨터로 기기 조작 및 데이터 관리 편리
	   ●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 재동작 선택 기능
	   ●	 	LC Connected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LC GreenBox 구매 시)

  뛰어난 안전성
	   ●	 		최상위 등급의 과열 방지 시스템 적용 (등록: 10-0397583)
	   ●	 		최고 온도로 동작해도 안전한 표면 온도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제어 온도 상한 및 하한 이탈 시 알림 기능
	   ●	 	온도 센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알람 기능
	   ●	 Controller Lock 기능으로 오조작 방지
	   ●	 	Door 장시간 열림 시 경고 알림

HEPA
Filter

Airflow
OFC-40HP
with	Optional	Accessory

OF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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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100 HEPA Filter 내장
	   ●	 		건조기 내부에 내열 전용	HEPA	Filter가		

장착되어 챔버 내부에 청정한 환경 제공	
	   ●	 		0.3	㎛	입자를	99.97%	필터링	HEPA	Filter로		

Class	100	청정도 제공		
	   ●	 		기본 포함된 차압계로 필터 교환 시기 판단
	   ●	 		Digital	차압 센서로	HEPA	Filter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자동 교체 알림	(Option)

  스마트한 프로그램 컨트롤러 (OFC-P 모델)
	   ●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로 편리한 조작
	   ●	 		10	Steps의 프로그램을 최대	10	프로그램까지	

설정 가능하여 복잡한 시험에도 편리한 사용
	   ●	 		Step별 최대	99시간	59분까지 시간 설정
	   ●	 		최대	99회까지 프로그램 반복 기능 포함

Model
General Controller OFC-20 OFC-40 OFC-20H OFC-40H

Program Controller OFC-20P OFC-40P OFC-20HP OFC-40HP
Chamber volume (L) 200 400 200 400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15  ~  200 주변온도+15  ~  200 주변온도+15  ~  300 주변온도+15  ~  300
Fluctuation at 100℃ (±℃) 0.2 0.2 0.2 0.2
Variation at 100℃ (±℃) 2.0 2.2 2.0 2.2
Heating time to 100℃ (min.) 20 25 15 20
Recovery time at 100℃ (min.) 7 7 7 7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645 x 750 x 412 645 x 750 x 866 645 x 750 x 412 645 x 750 x 866
Exterior (W x D x H, mm) 850 x 1025 x 1240 850 x 1025 x 1692 850 x 1025 x 1240 850 x 1025 x 1692
Net weight (kg) 190 250 190 25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12.0 (1Phase) 10.3 (3Phase) 9.4 (3Phase) 14.1 (3Phase)
Plug type1) 일반용 (2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Cat No.
General Controller AAA17111 AAA171211 AAA173111 AAA173211
Program Controller AAA17211 AAA172211 AAA174111 AAA174211

Electrical requirements (380V/60Hz, A) N/A 6.7 (3Phase) 6.2 (3Phase) 9.0 (3Phase)
Plug type1) -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Cat No.
General Controller N/A AAA17129 AAA17319 AAA17329
Program Controller N/A AAA17229 AAA17419 AAA17429

   1)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Specification

Accessories

Max. 200℃ Max. 300℃

Model
OFC-20 OFC-40 OFC-20H OFC-40H

OFC-20P OFC-40P OFC-20HP OFC-40HP
Viewing window AAA17505 AAA17509 AAA17505 AAA17509
Perforated shelf RTD1196
Dot recorder AAA8T500
Thermal line recorder AAAE1503
Digital recorder AAA8T505

Digital differential pressure guage AAAB1571(Analog, OFC) 
STT2793(Digital, OFC-P)

HEPA filter STT2792
LC GreenBox AAAQ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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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진공 오븐
Vacuum Oven

고객의 사용 용도에 최적화된 감압 건조 제공

OV2-SB6

OV1-SB4

  구조 기능적 특징
	   ●	 		내부 용량 200 L급에서 600 L급까지의	

준대형급 진공 건조기 모델 시리즈
	   ●	 		진공 상태에서의 열전달에 최적화된 구조로	

대부분 전도(Conduction)에 의해 전달되므로	
제어용 온도 센서가 열전도 경로에 위치하여	
보다 정확한 온도 제어가 가능한 구조

	   ●	 		Door는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손잡이와	
장시간 사용에도 쳐짐 없도록 내구성 강화

	   ●	 		내부가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부식성 우수
	   ●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한 캐스터 장착

  사용 편의적 특징
	   ●	 		Microprocess PID 방식의 온도 제어
	   ●	 온도 Calibration 기능으로 온도 차이 최소화
	   ●	 온도 Auto-tuning으로 최적화 제어 구현
	   ●	 과열온도 차단 기능 (Over Temperature Limiter)
	   ●	 진공 라인과 해지 라인이 분리되어 사용 편리
	   ●	 	라인 연결부, 진공 조절부, 진공 게이지 등이	

모두 전면에 있어 간편한 사용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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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1-SB2

  정밀한 온도 분포 및 진공도 제어
	   ●	 		Dual 온도 제어 시스템 구성으로	

정밀한 온도 제어 및 분포도 실현
	   ●	 		디지털 진공도 표시 및 제어 연결 가능
	   ●	 		직관적인 컬러 터치 조작으로 사용 간편
	   ●	 		온도와 진공도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생산성 및 품질관리 기준에 충족
	   ●	 		일체형 도어 패킹으로 진공 유지 및	

유지 보수 간편 (Viton 재질 Gasket 옵션)

  주문 제작형 진공 오븐
	   ●	 		고객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맞춤형 진공 오븐
	   ●	 		고객의 사용 조건 및 용도를 우선적으로 고려
	   ●	 		정밀형 모델부터 대형 모델까지 다양한 경험	

및 기술 축적으로 내구성 우수한 제품 공급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고려된 설계 적용
	   ●	 		전문적 기술 상담부터 설계, 제작, 시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제이오텍 전문인력이 직접 실행
	   ●	 		책임 있는 사후 관리로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

Specification
Model OV1-SB2 OV1-SB4 OV2-SB6 OV-SP

Chamber volume (L) 216 422 600 65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25  ~  250 주변온도+25  ~  250 주변온도+25  ~  250 주변온도+25  ~  250
Fluctuation at 100℃ (±℃) 0.5 0.5 0.5 0.3
Variation at 100℃ (±℃) 4.0 6.0 6.0 2.0 
Heating time to 100℃ (min.) 120 120 120 150

Vacuum gauge range (Mpa) 0 ~ 0.1 (Analog) 0 ~ 0.1 (Analog) 0 ~ 0.1 (Analog) 0 ~ 0.1 (Digital)

Dimensions
Interior (W x D x H, mm) 600 x 600 x 600 750 x 750 x 750 1000 x 600 x 1000 402 x 405 x 402
Exterior (W x D x H, mm) 1130 x 880 x 1065 1280 x 1029 x 1232 1530 x 880 x 1470 840 x 707 x 707
Net weight (kg) 490 800 920 120

Plug type1) 공업용 (3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2pin)

Shelves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3 3 3 3
Max. Load per shelf (kg) 20 20 20 20

Electrical requirements (220V/60Hz, A) 28 - - 6.2
Electrical requirements (380V/60Hz/3P, A) - 14 23 -
Cat. No. ACA130111 ACA130129 ACA130219 ACA130011

   ※ 주의 : 외부 통신 불가 (RS-232, RS-485, 인트라넷 포함 PC 연결 불가)
   1)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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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Shock Test Chamber
열충격 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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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증 무상 A/S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습도/속도/시간 등 제어

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기능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고장 시, 
Backup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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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 Cold Zone 상하 이동식 열충격 시험기 Hot / Cold 시험 동작 표시 기능

	 시험체의 상하 이동 시스템 내장
     �기기 본체에 내장된 상하 이동 시스템으로�

전원 공급만 되면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

	 Hot / Cold 시험 동작 표시
     �시험체의 Hot / Cold 시험 상황의 표시 기능�

먼거리에서도 시험 진행을 직관적으로 파악

	 Hot / Cold Zone 개별 Door
     �Hot / Cold Zone에 각각 개별 Door가 있어�

시험체의 적재/확인 및 유지 보수가 편리

	 과열 온도 2중 차단으로 더욱 안전
     �독립된 정밀형 전자식 과열 차단 장치와�

기계식 장치를 2중으로 장착하여 안전 향상

	 해외 규격에 따른 설계 및 시험 검증
     �해외 규격에 따른 설계 및 객관적 검증으로�

재현성 우수한 신뢰성 높은 시험 환경을 제공

	 밀폐 및 단열이 우수한 챔버 구조
     �전체적인 단열 및 밀폐가 우수한 구조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험 비용을 절감

	 Digital Recorder 기본 포함
     ��Color Digital Recorder를 기본 제공하여�

시험 기록의 저장 및 데이터 처리 편리

	 온도 범위 및 용량에 따른 5가지 모델
     �온도 범위 -40~85℃, -40~100℃, -55~125℃ 모델과�

64 L, 121 L, 560 L 세가지 용량의 모델 제공

모든 것이 일체형으로 완비된 열충격 시험기
Air to Air, 2 Zone (Hot / Cold)

General Application
산업용 소재 및 부품 등에 급격한 온도변화를 가하여 소재 및 부품의 이상 유무를 시험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학공업 등

415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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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체의 상하 이동 시스템 일체화 구조
   ●   기기 본체에 내장된 상하 이동 시스템으로 

전원 공급만으로도 모든 기능 사용
   ●   리니어 축 방식의 상하 이동 시스템으로  

Air 설비가 불필요하며 정확한 동작을  
구현하도록 설계

   ●  국제 규격의 전동 모터를 사용하여  
우수한 내구성 및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엄격한 해외 규격에 따른 온도 검증 완료
   ●    DIN 12880 및 IEC 60068에 따른  

온도 검증으로 신뢰성 및 재현성 우수
   ●  Fluctuation, Variation, Heat Up Time,  

Cool Down Time, Recovery Time 등 제공

  구조 기능적 특징
   ●    Hot / Cold 시험 동작 표시 기능으로 

기기 동작 상황을 먼거리에서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편리

   ●  밀폐 및 단열이 우수한 챔버 구조로 
장기간 안정된 시험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  기기가 최대 온도로 동작하더라도 
기기의 표면온도가 51℃를 넘지 않아 
사용자 안전 (EN 563 규격)

   ●   Door는 2중 밀폐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DIN 58371 (Door 기밀성 지침)을 만족

   ●  Door 하중 시험 (SEFA 규격)을 만족하여 
장기간 반복 사용에도 내구성 검증 완료 

   ●   Door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포함 
   ●   Hot / Cold Zone 개별 Door 형태로 

시험체의 적재/확인 및 유지보수 편리 

열충격 시험기
Temperature Shock Test Chamber

모든 것이 완비된 열충격 시험기

Hot/Cold 확인이 용이 

Door 잠금 장치

TST-2125H
with Digital Recorder, Φ 50 mm Cable Port, 
Shelves 2개 (기본 제공), Shelf 1개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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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된 전용 컨트롤 시스템	
   ●    5.7 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
   ●  직관적인 화면구성으로 쉽고 편리하게 조작 
   ●  패턴주기, 실험시간, 전체시간 표시 
   ●  PID 제어로 정밀한 온도 제어 
   ●  예열/예냉 온도 설정 기능 
   ●  제상 동작 설정 기능 
   ●  그래프 표시 기능 
   ●  내부 메모리 및 SD 카드 저장 기능 
   ●  예약 운전 기능 
   ●  RS-485 통신으로 PC 연결 제어
   ●  PC 제어용 소프트웨어 기본 포함
   ●  데이터의 저장, 보고서 작성 시 편리

High temp. exposure : 85℃ for 20min.
Low temp. exposure : -40℃ for 20min.

Tes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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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No.
Pattern 120
Repeat time 999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12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2000개 (12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1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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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편의적 특징
   ●   Digital Recorder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데이터의 관리에 편리성 부가
   ●   Cable Port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Stainless Steel 재질의 내부 챔버로 

청결한 유지 보수 및 내부식성 우수
   ●    Stainless Steel 재질의 타공 선반은 

상하 이동 및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변형이 없는 우수한 내구성

   ●   타공 선반은 시험체 크기에 따라서 
편리하게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

   ●   고객의 시험체에 적합한 선반 제작은 
별도 Option으로 협의하여 진행 가능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로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Hot Zone, Cold Zone)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전기 연결 시, 역상이나 결상 오류를 알려서 

사용자가 신속한 조치 가능
   ●    전면부에 비상 정지 버튼
   ●    전기 계장판 접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고압/저압) 이상 시 자동 정지

타공 선반 (기본 포함)

Recorder

전자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Cable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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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ST-2065C TST-2125C TST-2065H TST-2125H TST-2560CV
Type 2 Zone, Elevator 2 Zone, Elevator 2 Zone, Elevator 2 Zone, Elevator 2 Zone, Elevator
Temperature data
Test chamber
Temperature range (℃) -40 to 85 -40 to 85 -55 to 125 -55 to 125 -40~100
Temperature fluctuation (±℃) 0.2 0.2 0.2 0.2 0.2
Variation at 100℃ (±℃) 1.0 1.0 1.0 1.0 1.0 
Temperature recovery time (min.) 5min. 이하 5min. 이하 5min. 이하 5min. 이하 5 min. 이하

Hot zone
Temperature range (℃) 주변온도+20  ~  100 주변온도+20  ~  100 주변온도+20  ~  150 주변온도+20  ~  150 주변온도+20  ~  120

Heat up time (min.)
Ambient to 100 ℃ 25min. 이하 25min. 이하 - - 30 min. 이하
Ambient to 150 ℃ - - 30min. 이하 30min. 이하 -

Cold zone
Temperature range (℃) -55 to 0 -55 to 0 -70 to 0 -70 to 0 -60 to 0

Cool down time (min.)
Ambient to -55℃ 40min. 이하 40min. 이하 - - -
Ambient to -60℃ - - - - 60min. 이하
Ambient to -70℃ - - 50min. 이하 50min. 이하 -

Dimension

Exterior

Width (mm) 1134 1284 1134 1284 1900
Depth (mm) 1800 1950 1800 1950 2740
Height (mm) 1960 1960 1960 1960 2700
Weight (kg) 400 430 450 480 -

Test chamber

Volume (L) 64 121 64 121 560
Width (mm) 400 550 400 550 1000
Depth (mm) 400 550 400 550 800
Height (mm) 400 400 400 400 700
Cable port (mm) Ø 50 Ø 50 Ø 50 Ø 50 Ø 80

Quantity of shelves �
(standard/max.) 2 / 3 2 / 3 2 / 3 2 / 3 2 / 3

Load per shelf (kg) 10 10 10 10 100
Plug type1)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220V/60Hz/3P (A) 42 42 50 50 200

Cat. No. AAA81562 AAA81592 AAA81512 AAA81582 AAA815612
380V/60Hz/3P (A) 24 24 29 29 120

Cat. No. AAA81569 AAA81599 AAA81519 AAA81589 AAA815619

   1)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Model TST-2065C TST-2125C TST-2065H TST-2125H TST-2560CV
W (mm) 1134 1284 1134 1284 1900
D (mm) 1800 1950 1800 1950 2740
H (mm) 1960 1960 1960 1960 2700
W' (mm) 400 550 400 550 1000
D' (mm) 400 550 400 550 800
H' (mm) 400 400 400 400 700

Specification

H'

H

D'

D
W'

W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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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 / RS-485 / USB 포트를 
통한 PC 커뮤니케이션

정전 시 상태를 기억하여
복전 시 자동으로 동작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기능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고장 시, 
Backup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온·습도 영역 Airflow5℃/min 온도 변화로 잠재적인 초기 결함을�
발견하는 가혹 시험에 적합

	 시험체 초기 발견 시험용
     �5℃/min의 온도 변화로 일정하고 �

반복적으로 시험하여 잠재적인 초기 결함을 �
발견하는 가혹 시험에 적합

	 해외 규격에 따른 설계 및 시험 검증
     �해외 규격에 따른 설계 기준 준수 및 검증으로�

신뢰성 높은 시험 환경을 제공

	 최적화된 전용 컨트롤 시스템
     �5.7 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와 �

직관적인 화면구성으로 쉽고 편리하게 조작

	 	밀폐 및 단열이 우수한 챔버 구조
     �장기간 안정된 시험 환경을 제공하며, �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고효율의 냉동 시스템 
     �Cooling 용량이 커서 시험체의 발열에도�

정밀하고 안정적인 온도 제어 구현

	 온도, 용량에 따른 다양한 표준 모델
     �-70℃, -40℃ 온도 범위와 180 ~ 1500 L의 �

내부 용량과 습도 제어 여부에 따른 24가지 �
모델 제공

General Application
5℃/min 온도 변화로 완벽한 ESS 시험 환경 제공 

ESS 시험을 수행하여 시료의 초기 결함 발견 

421제이오텍 온라인 LC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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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 온습도 사이클 시험 챔버
Temperature(& Humidity) Cycle Test Chamber

강력한 성능의 최적 모델 구성

  정밀하고 균일한 온도 스트레스
	   ●	 		최적화된	Airflow를 형성하여	

시험체에 균일한 온도 스트레스 제공
	   ●	 			Heating	및	Cooling	용량이 큰 구조로	

5℃/min	변화율을 정확하게 구현
	   ●	 		일반 온도 시험 챔버,	항온항습기에 비해	

Cooling	용량이 커서 시료의 발열에도	
정밀한 온도 제어 구현

	   ●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온도를 제어하는		
고효율 냉동 시스템 장착

  구조 기능적 특징
	   ●	 		밀폐 및 단열이 우수한 챔버 구조로	

장기간 안정된 시험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	 		기기를 최고 온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표면 온도가	60℃	이하로 안전

	   ●	 		Door	부분은	2중 밀폐 구조로	
보다 기밀성이 유지되는 구조

	   ●	 		Door	하중 시험	(SEFA	규격)을 만족하여	
장기간 반복 사용에도 내구성 검증 완료	

	   ●	 		Door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포함	

  최적화된 전용 컨트롤 시스템	
	   ●	 		5.7	인치	Color	Touch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적용
	   ●	 		직관적인 화면구성으로 쉽고 편리하게 조작	
	   ●	 		999회까지	Pattern	반복 운전
	   ●	 		Pattern에 최대	2000개의	Segments
	   ●	 		유용한 그래프 표시로 확인 편리
	   ●	 		내부 메모리 및	SD	카드 저장 기능	
	   ●	 		RS-485	Port를 통해 최대	32대 기기를		

동시에	PC로 연결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	 		데이터의 저장,	보고서 작성 시 편리

Temp.	Cycle	Test	(5℃/min)

Controller 온ㆍ습도 그래프

프로그램 제어 모드 SD카드 이미지 컨트롤러

Description No.
Pattern 100
Repeat time 999
Part repeat time 99
Max. segments / pattern 100
Available max. segments 2000
Programmable process time / segment 999시간 59분

   ※ �패턴 당 100개의 Segment 설정이 가능하지만, �
최대 Segment 수는 10000개 (100 pattern x 100 segment)가 아닌 2000개

JT2-5LH-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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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편의적 특징	
	   ●	 		열선이 내장된 투시창과 백색 램프가	

기본 포함되어 내부 관찰이 편리
	   ●	 		Cable	Port	(Φ80)가 기본 포함되어	

시험체와 외부기기 연결이 편리
	   ●	 		견고한	Wire	Shelf	2개를 기본 제공
	   ●	 		냉동기 콘덴서 그릴의 손쉬운 탈착으로	

청소가 용이하여 냉동 효율 유지 편리	
(공냉식 냉동 시스템 모델)

	   ●	 		가동중에도 물 보충 가능한 구조

  뛰어난 안전성	
	   ●	 		전자식 과열 온도 차단 시스템	

(A-OT,	Advanced	Over	Temperature	Limiter)	
독립된 정밀 온도센서 및 컨트롤러로 구성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일반식 과승 온도 차단 시스템	
(B-OT,	Backup	Over	Temperature	Limiter)	
전자식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백업 장치	
전자적 오류에도 과열 온도 차단 구현

	   ●	 		Door	열림 경고 및 시스템 정지
	   ●	 		기기의 과전류 및 누전 차단
	   ●	 		전기 연결 시,	역상이나 결상 오류를 알려서		

사용자가 신속한 조치 가능
	   ●	 		비상 정지 버튼	(Emergency	Stop)
	   ●	 		Heater별	Fuse	장착으로 더욱 안전
	   ●	 		냉동기의 동작전류 과부하 시 자동 정지
	   ●	 		냉동기 온도 과열 시 자동 정지
	   ●	 		냉매 압력	(고압/저압)	이상 시 자동 정지
	   ●	 		가습조 물 부족 경고	(습도 제어 모델)

  시험 특성에 따른 맞춤 제작
	   ●	 		시험 특성에 따라 압축공기,	질소,	CO2	가스 등을		

퍼지할 수 있는	Gas	Purge	System	(Option)

고객 맞춤형 주문 제작
●	 		15℃/min	온도 상승 및 하강 모델로 제작
●	 			-40	~	100℃	&	30	~	95%RH	제어 구현

Gas	Purge	System

다양한 조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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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단위:	mm)

Model
JT2-5GT-180 JT2-5GT-300 JT2-5GT-408

JT2-5GH-180 JT2-5GH-300 JT2-5GH-408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86 298 394
Width (mm) 498 598 598
Depth (mm) 598 798 798
Height (mm) 627 626 826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10 2/10 2/10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40 40 40
Max. load per shelf (kg) 20 25 20
Permitted total load (kg) 50 65 50
Cable port (Ø, mm) 80 x 1ea 80 x 1ea 80 x 1ea

Temperature data
Range (℃) -40 to 120 -40 to 120 -40 to 120
Fluctuation (±℃) 0.1 0.1 0.1
Variation (±℃) 0.4 0.4
Change rate for heating from -40℃ (℃/min) 5 5 5
Change rate for cooling to 25℃ (℃/min) 5 5 5

Humidity data1)

Range (%RH) 20 to 95 20 to 95 20 to 95
Fluctuation (±%RH) 1.0 to 3.0 1.0 to 3.0 1.0 to 3.0
Variation (±%RH) 1.5 to 5.0 1.5 to 5.0 1.5 to 5.0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2)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380V/60Hz/3P (A)

JT2-5GT
- - -

Cat. No. AAAG3209 AAAG3219 AAAG3229
380V/60Hz/3P (A)

JT2-5GH
- - -

Cat. No. AAAC3209 AAAC3219 AAAC3229

   ※ 장비 사용 주변 조건은 18~30℃ (권장 20℃), 85%RH 이하, 해발 2000 미터 이하
   1) JT2-5GH series model에만 해당
   2)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JT2-5GH-180	/	300	/	408

H
B

D W

E

F

A
A1

B1

Specification

Model
JT2-5GT-180 JT2-5GT-300 JT2-5GT-408

JT2-5GH-180 JT2-5GH-300 JT2-5GH-408
W 867 958 958
D 1840 1860 2060
H 1770 2019 2019
A1 867 507 507
A2 - - -
B1 1770 1225 1225
B2 - - -
E 1840 198 198
F 1840 328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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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JT2-5LT-180 JT2-5LT-300 JT2-5LT-408

JT2-5LH-180 JT2-5LH-300 JT2-5LH-408
Interior dimensions
Chamber volume (L) 186 298 394
Width (mm) 498 598 598
Depth (mm) 598 798 798
Height (mm) 627 626 826
Quantity of shelves (standard/max.) 2/10 2/10 2/10
Distance of between shelves (mm) 40 40 40
Max. load per shelf (kg) 20 25 20
Permitted total load (kg) 50 65 50
Cable port (Ø, mm) 80 x 1ea 80 x 1ea 80 x 1ea

Temperature data
Range (℃) -70 to 120 -70 to 120 -70 to 120
Fluctuation (±℃) 0.1 0.1 0.1
Variation (±℃) 0.4 0.4 0.4
Change rate for heating from -70℃ (℃/min) 6 6 6
Change rate for cooling to 25℃ (℃/min) 5 5 5

Humidity data1)

Range (%RH) 20 to 95 20 to 95 20 to 95
Fluctuation (±%RH) 1.0 to 3.0 1.0 to 3.0 1.0 to 3.0
Variation (±%RH) 1.5 to 5.0 1.5 to 5.0 1.5 to 5.0

Heat compensation
at 25℃ (W) 3300 4900 4900
at -50℃ (W) 1600 2400 2400

Refrigeration (Water-cooled system)
Max. Cooling water at 25℃ (L/min) - - -

Electrical data & Ordering information
Plug type2)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공업용 (4pin)
380V/60Hz/3P (A)

JT2-5LT
23 30 30

Cat. No. AAAG3002 AAAG3012 AAAG3022
380V/60Hz/3P (A)

JT2-5LH
28 35 35

Cat. No. AAAC3002 AAAC3012 AAAC3022
   ※ According to DIN 12880 & IEC 60068
   ※ 장비 사용 주변 조건은 18~30℃ (권장 20℃), 85%RH 이하, 해발 2000 미터 이하
   1) JT2-5LH series model에만 해당
   2) 제품의 플러그 형태 및 제품 설치 장소의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 

Dimension (단위:	mm)

Specification

JT2-5GH-180	/	300	/	408

H
B

D W

E

F

A
A1

B1

Model
JT2-5LT-180 JT2-5LT-300 JT2-5LT-408

JT2-5LH-180 JT2-5LH-300 JT2-5LH-408
W 867 958 958
D 1840 1860 2060
H 1770 2019 2019
A1 867 507 507
A2 - - -
B1 1770 1225 1225
B2 - - -
E 1840 198 198
F 1840 328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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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door Chamber 67, 87, 

358, 400

4-door Chamber 67, 87

A
Acid Corrosive Cabinet 278

Arm hood 254

Aspirator 196

Autoclave 182

B
Bath Circurlator 20

Bath, Visable 60

Biological Safety Level 233, 234

Biosafety Cabinet 234

Blotting 176

BSL 233, 234

C
Carbon Filter 233, 265, 

285, 309

Carboy 329

Centrifuge 180

Centrifuge Tube Rack 330

Chair 230

Chiller 34

Clean Bench 238, 240

CO2 Incubator 100

Cold Trap 64

Complex Carbon Filter 233, 265, 
285, 309

COND Meter 188

Conical Tube Rack 330

Corrosive Cabinet 278

Cryo Box 323, 331

Customized Product 371

w

D
Deep Freezer 312

Desiccator 298

Diaphragm Pump 200

영문 Index

  

DO Meter 188

Drawer 287

Dry Bath 142, 169

Dry Cabinet 291

w

E
Electrophoresis System 176

Environmental Test 339

Evaporator 218

F
Filter Cabinet 282

Filtering Storage Cabinet 282

Filtering Storage Refrigerator 310

Fire Safety Cabinet 266

Flammable Cabinet 266

Flask Support 332

Forced Convection Incubator 93, 98

Forced Convection Oven 70

Freezer 310

Fume Extractor, mobile 254

Fume Hood 244, 248

Fume Hood Monitoring System 244

Fume Hood, Ductless 248

Fume Hood, Portable 252

Furnace 82

G
Gas Cylinder Cabinet 286

H
Hand Shield 336

Heating & Cooling Block 172

Heating & Cooling Chamber 372

Heating & Cooling Chamber, 
Tabletop 376

Heating Bath 52

Heating Block for Round Bottom Flask 142

Heating Block for Vial 142

Heating Shaker 62, 173

HEPA Filter 233, 265, 
285, 309, 410

Homogenizer 209

Hotplate 141

Hotplate & Magnetic Stirrer 138

Hotplate & Magnetic Stirrer,  
Multi Type 140

Hybridization Oven 170

I
Ice Maker 313

Impeller 158

Incubated Shaker 104

Incubated Shaker, Stackable 108

Incubated Shaker, Tabletop 110

Incubator 86

Incubator, for Low Temperature 98

Incubator, Multi Chamber Type 95, 97

Industrial Oven 404

ION meter 188

L
Laboratory Chair 230

Laboratory Table 224

LC Connected 14

LC GreenBox 14

Liquid Metering 202

Liquid Transfer 203

M
Magnetic Bar 150

Magnetic Drive 163

Magnetic Retriever 151

Magnetic Stirrer 144

Magnetic Stirrer, Multi Type 146

Muffle Furnace 82

N
Natural Convection Incubator 9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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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Index

Natural Convection Oven 78

Nitrile Glove 336

O
ORP Meter 188

Oven 66

Oven, Industrial 400

Oven, Programmable 70

P
PCR Workstation 241

pH meter 188

Pharmaceutical Stability Test 365

Pipette 204

Plant Growth Chamber 102

Power Supply for Electrophoresis 
System 178

Pump 196

Pure Water Purification 210

R
Recirculating Cooler 34

Refrigerator, for Vaccine 316

Refrigerator, Medical 314

Refrigerator,  
Pharmaceutical 318

Refrigerator, Laboratory 304

Refrigerator 300

Rocker 128

Rotary Vacuum Evaporator 218

Rotator 130

S
Safety Cabinet 260

Safety Funnel 275, 337

Safety Product 336

Safety Waste Disposal System 275, 337

Shaker 118

Shaker, for Funnel 129

Shaker, for Microplate 127

Shaker, Heating 62, 173

Shaker, Mini 126

Shaker, Programmable 124

Shaker, Rocking 128

Shaker, Waving 128

Southern Blot 176

Steam Sterilizer 182

Stirrer 134

Stirrer, Overhead Type 152

Storage Box 323, 330

T
Table 224

Table, Sink 229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340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Tabletop 344

Thermal Shock Test Chamber 414

Tubing Connector 334

Tubing Insulation 51

U
ULPA Filter 233, 234, 236

Ultra Pure Water Purification 212

Ultrasonic Cleaner 206

Ultrasonic Processor 209

UV Lamp 234, 240, 
241, 242, 365

UV Sterilization Table 242

V
Vacuum 80, 196, 

218, 295

Vacuum Evaporator 218

Vacuum Oven 80

Vacuum Pump 196

Vortex Mixer 164

W
Wash Bottle 328

Waste Solvent Container 275, 337

Water Bath 52

Workstation 228,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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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차수 제조 장치 210

3차수 제조 장치 212

ㄱ
가열 자석 교반기 138

가열 자석 교반기, 멀티형 140

가열기 141

가혹 시험 420

감압 농축기 218

강제 순환 건조기 70

건조기 66, 404

건조기, 대형 74

건조기, 멀티챔버형 77

건조기, 프로그램형 70

고압 멸균기 182

고압 용기 보관함 286

교반기 134

교반기, 오버헤드형 152

국소 배기 장치 254, 256

ㄴ
나이트릴 장갑 336

냉각수 공급장치 34

냉각장치 65

냉동고 310

냉장고 300

냉장고, 소형 306, 316, 
318

ㄷ
다목적 보관함 288

다목적 수납장 287

다이아프램 펌프 200

대형 건조기 74

대형 오븐 74

대형 진탕 배양기 114

대형 칠러 40

데시케이터 298

둥근 바닥 플라스크용 히팅 블록 142

둥근 플라스크 보관함 332

ㄹ
로테이터 130

리워드샵 431

ㅁ
마그네틱 드라이브 163

마그네틱 리트리버 151

마그네틱 바 150

멀티챔버형 67, 87, 
358, 400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14

무균 작업대 238, 240

밀폐형 환기 시약장 282

ㅂ
바이알용 히팅 블록 142

배양기 86

백신 냉장고 316

백신 냉동고 320

볼텍스 믹서 164

부식성 물질 보관함 278

비커 326

ㅅ
산/염기 시약장 278

산업용 건조기 404

산업용 오븐 404

산화 환원 전위 측정기 188

상온 배양기 90

상온 배양기, 멀티챔버형 95

상온 배양기, 소형 94

상온 보관함 288

생물안전작업대 233, 234

서랍장 230

세척병 328

소모품 325

수납장 287

수조, 프로그램형 24, 28

순수 (1차수) 제조 장치 210

순수 (3차수) 제조 장치 212

쉐이커 118

시약 보관함 260

식물 생장상 102

실리콘 호스 32

실험대 224

실험실 냉동고 310

실험실 냉장고 306

실험실 의자 230

싱크대 229

CO2 배양기 100

ㅇ
아스피레이터 196

안전 깔때기 275, 337

안전 보관함 260

안전 용품 336

암 후드 254

액체 수송 펌프 203

액체 정량 펌프 202

약품 냉장고 318

열충격 시험기 414

오버헤드 스터러 152

오븐 66, 404

온도 사이클 시험 챔버 420

온도 시험 챔버 372

온도 시험 챔버, 멀티챔버형 400

온도 시험 챔버, 상온형 396

온도 시험 챔버, 저온형 380

온도 시험 챔버, 소형 376

온습도 사이클 시험 챔버 420

용존 산소량 측정기 188

워시 보틀 328

원심 분리기 180

UV 멸균 작업대 242

UV 작업대 242

의료용 냉장고 314

의약품 안정성 시험 챔버 365

이동형 국소 배기장치 254

이동형 암후드 254

이동형 유해가스 제거장치 254

이온 측정기 188

인화성 위험물 보관함 266

임펠러 158

국문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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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하구병 329

하부장 230, 245

핫플레이트 141

핫플레이트용 히팅 블록 142

항온 수조 52

항온 수조, 교반형 57

항온 수조, 진탕형 62

항온 수조, 투시형 60

항온 순환 수조 20

항온 순환 수조, 프로그램형 28

항온항습기 340

항온항습기, 듀얼챔버형 358

항온항습기, 룸챔버 370

항온항습기, 상온형 354

항온항습기, 저온형 348

항온항습기, 소형 344

헤파필터 233, 265, 
285, 309, 410

혼성화 오븐 170

화재 안전 시약장 266

환경 신뢰성 시험 339

환저 플라스크용 히팅 블록 142

회전식 감압 농축기 218

흄 후드 244

흄 후드 모니터링 시스템 244

흄 후드, High performance 244

흄 후드, Ductless 248

흄 후드, 소형 252

히팅 교반기 62, 173

히팅 블록, 둥근 바닥 플라스크용 142

히팅 블록, 바이알용 142

히팅 블록, 핫플레이트용 142

히팅&쿨링 블록 172

히팅블록 174

초음파 파쇄기 209

초자 건조대 233

초저온 냉동고 314

칠러 34

칠러, 고저온 정밀형 48

칠러, 상온 대형 40

칠러, 상온형 38

칠러, 소형 46

칠러, 저온 정밀형 44

칠러, 저온형 42

ㅋ
카보이 329

카본필터 233, 265, 
285, 309

캐비닛 260

코로나 바이러스 3

콜드 트랩 64

클린 벤치 240, 242

클린 오븐 410

ㅌ
투시 수조 60

튜브 랙 330

튜브 클램프 335

튜빙 커넥터 334

ㅍ
펌프 196

폐액 수거용 안전 깔때기 275, 337

폐액통 275, 337

포인트몰 431

플라스틱 웨어 325

플라스틱 제품 325

PCR 작업대 241

pH 측정기 188

피펫 204

필터 233, 265, 
285, 309, 410

필터 내장형 시약장 282

필터 시약장 282

필터형 냉장 시약장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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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제습 보관함 292

자석 교반기 144

자석 교반기, 멀티형 146

자연 순환 건조기 78

작업대 228

저온 동결 트랩 64

저온 배양기 98

저온 배양기, 소형 96

저온 수조 26

저온 항온 순환 수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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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 보관함 291

주문 제작형 371, 432

증류수 통 329

진공 건조기 8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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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탕기, 분액여두용 127

진탕기, 소형 124

진탕기, 왕복식 126

진탕기, 프로그램형 122

진탕기, 회전식 126

ㅊ
철재 보관함 288

청정 건조기 410

청정 오븐 410

초순수 제조 장치 210

초음파 세척기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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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상품 : 2018년 1월 이후 출고된 제이오텍 자사품 일부 / 적립 대상 : Lab Companion 일반회원 (비회원은 회원가입 필요)

이제 로 리워드 상품을 구매하세요!

리워드샵 고객센터 : 042-934-4296 / 대표번호 : 1588-4298

 적립하는 방법

 리워드샵 Grand Opening!

①  제품수령 ②  제품에 부착된 라벨 스티커확인 ③  제품번호 확인 ④  �제품번호 등록�
(www.labcompanion.com)

제이오텍 고객님 성원에 감사드리며  
리워드샵을 오픈하였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LC Point를 적립하시어  
다양한 실험실 용품 및 생활용품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실험실 소모품

카보이/하구병 클램프 홀더 비이커플라스크 안전보관대 Complex 카본필터

소형 제품

자석 교반기 볼텍스 믹서 pH측정기안전 폐액 처리 시스템 전도도 측정기

생활용품

보그 2단 우산 온습도계 로지텍 마우스써모스 머그 써모스 텀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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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오텍 SP 사업부 본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53 
Tel. 042-933-4296 (201)  Fax. 042-933-4211  E-Mail. sp@jeiotech.com

제이오텍 SP사업부 서울지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19 1005호, 1006호 
Tel. 02-2627-3808  Fax. 02-325-2335  E-Mail. twyoon@jeiotech.com

32년 전통의 국내 실험기 선두기업, 제이오텍이 상담부터 설계, 제조, 설치 및 서비스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기구 설계고객 필요 확인 철저한 QC 현장설치 및 교육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영업
축적된 기술 및 경험으로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는 정확한 솔루션의 설계
ISO 9001에 따른 정확하고 철저한 

생산과정을 통해 품질 보증
직접 운영하는 물류팀을 통한 안전한 

배송과 기술영업팀 동행으로 설치 및 교육

방폭형 온도시험 Chamber소방 방재형 온도시험 Chamber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험기 및 신뢰성 시험장비 제조회사인 제이오텍은, 
고객의 개별 시험에 최적화된 시험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내에 SP사업부
를 설립하였습니다. SP사업부는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기술영업팀과 �
고객 시험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설계 제조팀으로 구성되어, 
보다 전문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P사업부는 삼성SDI, 
LG화학 등 국내 유수 기관에 성공적으로 제품을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
고 있으며, 32년 이상의 시험장비 제조 노하우를 가지고 책임있는 자세로 �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시험에 최적화된 시험장비를 맞추어드립니다.  

제이오텍 SP사업부

다단 서랍형 산업용 Oven 터널형 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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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588-4298

시험기준 의약품/화장품 종류 적용제품군

장기보존시험 기준
실온보관의약품/화장품 항온항습기
냉장보관의약품/화장품 실험실 냉장고
냉동보관의약품 실험실 냉동고

가속시험 기준
실온보관의약품/화장품

항온항습기
냉장보관의약품/화장품
냉동보관의약품 실험실 냉동고

중간조건시험 기준 실온보관의약품 항온항습기
광안전성시험 기준 실온보관의약품 의약품 안정성 시험 챔버

시험기준 의약품 종류 적용제품군

장기보존시험 기준
실온보관의약품 항온항습기
냉장보관의약품 냉장고

가속시험 기준
실온보관의약품

항온항습기
냉장보관의약품

시험기준 대상 적용제품군
무균시험법

가속시험 기준
세균 상온/저온 배양기

진탕 배양기진균

시험기준 대상 적용제품군

강열잔분시험법 - 전기로
건조감량시험법 - 건조기

무균시험법 세균 / 진균 / 
대장균, 살모넬라

상온/저온 배양기
진탕 배양기

감압건조감량 - 진공 건조기
건열멸균 - 청정 건조기

식약처 고시 기준 (의약품 등 안정성 시험 기준, 대한민국약전 기준), 식약처 가이드
라인 기준 (화장품 안정성 가이드라인, 화장품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 방법 가이드
라인) 밸리데이션 수행

제품 구매 후, 유효성 검증까지 한번에! 
신뢰성 있는 밸리데이션 서비스 제공!



건조기 & 배양기
진탕기 & 진탕배양기
항온(순환)수조 & 칠러
교반기 & 믹서
전기로
고압 멸균기

연구용 실험기기
Laboratory Equipment 

실험/의료용 냉장 & 냉동고
Refrigerator & Freezer

프리미엄 연구용품
Lab Essentials

환경신뢰성 시험장비
Environmental Test Equipment

실험실 안전 작업대
Laboratory Table & Hood

안전 보관함&시약장
Safety Storage & Cabinet

Build a New Lab!
신규 실험실 구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실험실 이전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구/실험자의 동반자 Lab Companion 제이오텍이 Layout 작성부터 
제품 설치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드립니다.

Build  
a New Lab!

Lab Total Solution!
실험실 구성 바로가기

  One stop purchasing
  제이오텍에서 쉽고 편하게 한번에 구매하세요

항온항습기
산업용 오븐
온도 시험 챔버
열충격 시험기
온도/온습도 사이클 시험 챔버

Plastic Ware
Safety Product

철재 실험대
생물안전작업대
무균 작업대
PCR 작업대
흄 후드
국소배기 암후드

실험실 냉장 & 냉동고
필터형 냉장 시약장
초저온 냉동고
백신 냉장고
약품 냉장고
백신 냉동고

인화성 물질 보관함
산/염기 물질 보관함
필터 내장형 시약장
고압 용기 보관함
다목적 보관함
자동 제습 보관함 & 데시케이터



  실험실 구축 사례

접수

실험실 Layout 제안

고객 검토

계약

배송 및 설치

유지보수

고객상담 및 제품선정

  Lab Total Solution
  제이오텍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Layout 검토 및 자체 물류 시스템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배송과 설치를 수행합니다

제이오텍 시스템영업팀       Tel.  042-671-5902    Fax.  042-933-9460    E-mail.  labsafety@jeiotech.com
적합한 제품 안내 / 전문적 기술 상담 / 맞춤형 제작 상담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53 
Tel. 042-933-9461  Fax. 042-933-9460  E-Mail. daejon@jeiotech.com
담당지역: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26, 101호
Tel. 053-381-9591  Fax. 053-381-9594  E-Mail. youngnam@jeiotech.com
담당지역: 대구, 경북, 울산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부산티플렉스 126동 105호 
Tel. 051-311-6657  Fax. 051-311-6658  E-Mail. busan@jeiotech.com
담당지역: 부산, 경남

서울지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19 1005호, 1006호 
Tel. 02-2627-3800  Fax. 02-325-2335  E-Mail. seoul@jeiotech.com
담당지역: 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

수원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32번길 33, 513호, 514호 
Tel. 031-254-0336  Fax. 031-254-0152  E-Mail. suwon@jeiotech.com
담당지역: 수원, 경기남부

적합한 제품 안내 /  전문적 기술 상담/ 맞춤형 제작 상담

저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영업지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영업상담  대표전화  1588-4298

연구용 실험 기기

건조기 & 배양기
진탕기 & 진탕배양기
전기로
항온(순환)수조 & 칠러
교반기 & 믹서
고압멸균기
전기 영동 장치 & 전원 공급 장치

철재 실험대
생물안전작업대
무균 작업대
PCR 작업대
흄 후드
국소배기 암후드

실험실 냉장 & 냉동고
필터형 냉장 시약장
백신 냉장고
약품 냉장고
백신 냉동고

항온항습기
산업용 오븐
온도 시험 챔버
열충격 시험기
온도/온습도 사이클 시험 챔버

Plastic Ware
Safety Product

인화성 위험물 보관함
산/염기 물질 보관함
필터 내장형 시약장
고압 용기 보관함
다목적 보관함
자동 제습 보관함
데시케이터

안전 보관함 & 시약장

실험실 안전 작업대

실험/의료용 냉장&냉동고 프리미엄 연구용품

환경 신뢰성 시험장비

제이오텍 홈페이지 온라인 LC 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