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급형 석션기 MS-33 (실험실 전용)

* 실험실용, 클린벤치용 석션 장치. (풋 스위치 장착)

* 석션병이 유리 재질로 제작되어 고압증기멸균이 가능.

* 플라스틱 사출된 베이스를 사용하여 디자인이 탁월.

* 넘침 방지 필터를 장착하여 더욱 안전.

Oil-less Suction Pump Series
(클린벤치용, 실험실용 석션 펌프)

Portable Type Suction Unit

 

Suction Pump
보급형 석션기 (실험실 전용)

 MS-33
동서과학 (KOREA), (Pump:한국)

클린벤치 내에서 액체의 석션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최적화 되었으며 석션병을 거치지 않고 진공을
요하는 작업에 진공펌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급 최저가! 흡입력 최강!

 발판 스위치 기본 장착 - 클린벤치용으로 최적!

 넘침 방지 필터 기본 장착 - 고장율을 확 낮췄습니다.



 석션병 유리, 고무마개, 스텐파이프, 실리콘호스 재질이므로 고압증기멸균 가능 - 악취 제거 용이.

 전용 고무 마개는 개폐가 쉽고 편리합니다.

 전용 소음기 장착으로 소음이 확 줄었습니다.

 가볍고, 녹슬지 않고, 견고한 ABS 재질 베이스로 이동 용이, 긴 수명!

 On, Off 스위치가 바닥판 본체에 부착되어 밟아서 깨지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오일이 필요 없는 Vacuum Pump라 오일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고, 실내를 오염시킬 염려가 없습니
다.

 Foot switch : 연속 전원 스위치와 발판형 스위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Cat.No. MS-33

Use Portable Type

Motor Oil-less Piston Vacuum Pump

Power Source AC 220 V, 60 Hz

Power
Consumption 150 W (AC)

Fuse T3.0 A x 2 EA, 230 VAC

Current 0.7 A - 230 V

On / Off Switch Toggle / Foot type

Max. Vacuum 절
대압력 (상대압
력)

110 mmHg (-650 mmHg, -0.87 bar, -86.7kPa)

Free Flow rate 35 L/m

Bottle Material Glass

Bottle Capacity 2,500 CC, 넘침 고장을 예방하시려면 넘침방지필터를 꼭 장착하여 사용하시
고, 사용 후 또는 석션병이 1,500 CC가 차면 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Dimensions 380(L) x 200(W) x 330(H)mm

Weight 6.5 Kg

Warranty 1 Years.

Standard Accessories ...

 Bottle(2,500CC), Silicone Hose 1.5M, 풋스위치, 넘침방지필터 기본장착, 사용자메뉴얼

주의! 유기 용매 사용을 금합니다. 실리콘 호스 및 고무마개 부분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옵션 -

- Bottle(2,500CC) 기본장착,

- Silicone Hose 1.5M 기본장착,

- 풋스위치 기본장착,

- 넘침 방지 필터 기본 장착,

- 사용자메뉴얼

◈ 선택 옵션 -

교환용 실리콘 진공 호스 (1.5m+0.3m+0.15m/set, 내경8mm)

교환용 넘침 방지 필터 (2개/세트) - 갤러리 06 참조

갤러리 01 갤러리 02 갤러리 03

갤러리 04 갤러리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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