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PAC Series - Floorstand type (40~100리터급)

------------ 고압에 의해 발생된 고온의 수증기로 완벽한 살균 멸균 효력이 있다.

------------ 빛이 조사되는 표면만 효과가 있는 자외선 살균에 비해 구석구석까지도 살균 가능.

------------ Programable PID Controller 5 Pattern 18 Step (45 Step 90 Segment) 제어.

------------ 사용온도 121℃, 실험용으로 적합.

 

Wire Basket

DS-PAC Series

Autoclave (고압증기멸균기, 오토클레이브)

DS-PAC40 (40-Liter)

DS-PAC60 (60-Liter)

DS-PAC80 (80-Liter)

DS-PAC100 (100-Liter)

동서과학 (KOREA)



◆ 실험실에서 121℃의 멸균 작업에 주로 사용됩니다. (본 기기는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온, 고압증기를 이용하여 실험실의 각종 기자재 멸균, 실험실 폐기물 멸균, 섬유질 재료, 배지 및 초자를 멸균하거나

        소독할 때 또는 고온 고압하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추출하는 데 사용한다.

◆ 식품, 효모, 세균 등의 배지, 금속, 유리 실험기구, 실험 폐기물, 퍼멘터(Fermenter, 발효기)의 멸균처리 등에

        사용된다.

◆ 통조림 등 포장된 제품의 멸균처리 등에 사용된다. (단, 멸균기의 온도나 압력에 견디는 포장용기)

◎ 사용온도 및 시간설정 후 Start만 누르면 내부공기의 배출 멸균온도 도달 멸균시간 경과후 압력배출, 종료Buzzer가 울

려 자동으로 처리된다.

◎ One Touch Type의 핸들을 장착하여 개폐가 쉽고 내부의 재질은 Stainless Steel로 반영구적이다.

◎ Program PID Controller 5Pattern 18Step (45Step 90Segment).

◎ 121℃, 1.25 ㎏f/㎠에서 주로 사용되며 초과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Buzzer가 울리며 자동 종료

된다.

◎ 배지 및 초자의 멸균은 일반적으로 121℃에서 20분으로 사용합니다.

◎ 내용물의 종류나 양,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 121℃까지 도달하는 데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스팀의 강제 배기와 급작스런 냉각은 내용물을 오염시킬 수 있고 제품의 수명을 단축 시킬 수 있으니 자연 냉각으로 사

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챔버 내부에 물을 채우지 않고 시운전을 해보거나 작동 할 경우 히터가 과열로 훼손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히터가 물에 충분히 잠기도록 채워주셔야 합니다. 사용되는 물은 증류수 또는 초순수 등 정제된 물을 사용하셔야 제품 수

명이 길어지고 물때가 생기지 않고 깨끗하게 멸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Cat.No. DS-PAC40 DS-PAC60 DS-PAC80 DS-PAC100

Capacity 40 Liter 60 Liter 80 Liter 100 Liter

Basket Size(Ø × H)mm 270× 250 320× 250 370× 250 430× 250

Number of Basket (갯수) 2

In Size(Ø × H)mm 300× 650 350× 650 400× 650 450× 650

Out Size
(W× D× H)mm

뚜껑까지 670× 520× 1210 780× 590× 1210

컨트롤러까지 670× 520× 1110 780× 590× 1110

Weight (Kg) 74 78 - -



Heater Capacity 2,000 W 3,000 W 4,000 W 5,000 W

Temp.

Range Amb. +10℃ to 125℃

Controllrer Program PID Controller 5Pattern 18Step (45Step 90Segment)

Sensor PT-100Ω

Accuracy ± 0.5℃

Timer
Range Digital Display

Controllrer 99 Hr 59 Sec

Material

In Stainless Steel

Out Steel Plate With Powder Coating

Basket Stainless Steel

Max Pressure Range 1.25 ㎏f/㎠ (실제 최대 압력)

Pressure Gauge Range 0 to 3 ㎏f/㎠ (표시부)

Safety Over Current Circuit Breaker

Power

AC220V 60Hz 1ø

일반 코드
애자 타입 코드

(배전반 별도 배선 설치 필요 - 갤러리 28 참조)

◈ 기본 옵션 -
        각 모델에 맞는 Stainless Steel Wire Basket 2개 기본으로 포함됨.

 

◈ 선택 옵션 -
 ◆온도기록계
 ◆PC 통신

  Autoclave

갤러리 01 갤러리 02 갤러리 03 갤러리 04 갤러리 05 갤러리 06

갤러리 07 갤러리 08 갤러리 09 갤러리 10 갤러리 11 갤러리 12



갤러리 13 갤러리 14 갤러리 15 갤러리 16 갤러리 17 갤러리 18

갤러리 19 갤러리 20 갤러리 21 갤러리 22 갤러리 23 갤러리 24

   

갤러리 25 갤러리 26 갤러리 27 갤러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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