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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민테크 종합 카탈로그



청민테크는 3D-CAD 설계 기반을 바탕으로 전처리 장비인 질소미세농축기 허리케

인-이엑스 (Hurricane-Ex)를 출시, 국내 시장에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레이저  커팅 머신과 밀링 머시닝 센터를 이용한 양산 체계를 갖추어 보급형 양산 모

델 허리케인-라이트(Hurricane-Lite)를 출시했으며, 알루미늄 히팅 블록을 장착

한 윈디 (Windy)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기체 공급을 위한 저소음 비급유 기체 공급기 허밍버드

(Hummingbird)도 출시하여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를 포함한 제어 기술을 향상시켜 보다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청민테크는 국내 정밀 화학기기 제조 업체로 

실험의 높은 안정성과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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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항목 내용

크기/무게 365mm×460mm×260mm, 20.0 kg

항온수조 크기 325mm×180mm×150mm

항온수조 온도 조절  99℃ 이하 1℃ 간격 조절

전원 및 소비전력 220V / 60Hz, 1000watts (히터 가동시)

공급 기체 압력 질소 및 공기압 10Kg/cm2 이하 조절

공급 기체 유량 액체질소 및 압축공기 각 노즐당 15L/min 조절

농축처리 시료개수 2ml에서 30ml까지 24개 농축 시료 동시 처리

농축시간설정 5분 간격으로 24시간 설정

부속품(구매시제공)
농축관 랙 1개 - 직경 20mm, 길이 150mm
농축관 랙 1개 - 직경 16mm, 길이 125mm

보증기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무상 보증 및 A/S 기간 1년

제품특징

■ 양단가압형 매니폴드 장착으로 균등한 압력에 의한 정확한 기체분사 가능

■ 디지털 마이크로프로세서(PIC16F)에 의한 농축 조건 설정 및 사용이 간편

■ 정밀가공된 매니폴드 노즐(내경 0.8mm)에 의한 기체 분사의 장거리 비산이 가능 

■ 다양한 농축관 (길이 20mm-150mm, 지름 5mm-35mm) 이 장착 가능한 다양한 크기의

    농축관 랙 제공

■ 미세한 압력 조정이 가능한 압력 게이지와 레귤레이터(0-8.5 bar) 장착

■ 열처리된 내식성 강화유리의 사용으로 농축 과정에 대한 관찰 용이

■ 강력한 이중 배기 시스템의 채택으로 유해한 증발 용매에 대한 제거 가능 

Hurricane - Ex
질소농축기 / 질소미세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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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강화 유리
열처리 강화 유리사용으로
강산 강염기에 대한
내식성 증대

기체분사 매니폴드
정밀가공된 매니폴드와
노즐에 의한 장거리
기체분사 가능

증발용매 배기시스템
내장 브로워의 사용으로
유해한 증발용매 제거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디지털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의한
농축조건 제어 및
피드백 시스템 구현

미세조절 레귤레이터
미세입력 조절 가능한
레귤레이터 장착으로
간편한 압력 조절

피드백 항온 수조
디지털 온도 센서와
피드백 릴레이에 의한
안정된 항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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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항목 내용

크기/무게 365mm×460mm×260mm, 20.0 kg

항온수조 크기 325mm×180mm×150mm

항온수조 온도 조절  99℃ 이하 1℃ 간격 조절 

전원 및 소비전력 220V / 60Hz, 1000watts (히터 가동시)

공급 기체 압력 질소 및 공기압 10Kg/cm2 이하 조절

공급 기체 유량 액체질소 및 압축공기 각 노즐당 15L/min 조절

농축처리시료개수 2ml에서 70ml까지 24개 농축 시료 동시 처리

농축시간설정 5분 간격으로 24시간 설정

부속품(구매시제공)
농축관 랙 1개 - 직경 30mm, 길이 120mm
농축관 랙 1개 - 직경 16mm, 길이 100mm

보증기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무상 보증 및 A/S 기간 1년

제품특징

■ 양단가압형 매니폴드 장착으로 균등한 압력에 의한 정확한 기체분사 가능

■ 디지털 마이크로프로세서(PIC16F)에 의한 농축 조건 설정 및 사용 간편

■ 정밀가공된 매니폴드 노즐(내경 0.8mm)에 의한 기체 분사의 장거리 비산이 가능 

■ 다양한 농축관 (길이 20mm-150mm, 지름 5mm-35mm) 이 장착 가능한 다양한 크기의

    농축관 랙 제공

■ 미세한 압력 조정이 가능한 압력 게이지와 레귤레이터(0-8.5 bar) 장착

■ 열처리된 내식성 강화유리의 사용으로 농축 과정에 대한 관찰 용이

■ 강력한 이중 배기 시스템의 채택으로 유해한 증발 용매에 대한 제거 가능

Hurricane - Lite
질소농축기 / 질소미세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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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강화 유리
열처리 강화 유리사용으로
강산 강염기에 대한
내식성 증대

기체분사 매니폴드
정밀가공된 매니폴드와
노즐에 의한 장거리
기체분사 가능

증발용매 배기시스템
내장 브로워의 사용으로
유해한 증발용매 제거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디지털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의한
농축조건 제어 및
피드백 시스템 구현

미세조절 레귤레이터
미세입력 조절 가능한
레귤레이터 장착으로
간편한 압력 조절

피드백 항온 수조
디지털 온도 센서와
피드백 릴레이에 의한
안정된 항온 유지



8

제품사양

항목 내용

크기/무게 540mm×520mm×275mm, 30Kg

항온수조 크기 355mm×195mm×170mm

항온수조 온도 조절  99℃ 이하 1℃ 간격조절 

전원 및 소비전력 220V / 60Hz, 1000watts (히터 가동시)

공급 기체 압력 질소 및 공기압 10Kg/cm2 이하 조절

공급 기체 유량 액체질소 및 압축공기 각 노즐당 15L/min 조절

농축처리시료개수 2ml에서 30ml까지 24개 농축 시료 동시 처리

농축시간설정 5분 간격으로 24시간 설정

부속품(구매시제공)
농축관 랙 1개 - 직경 20mm, 길이 150mm
농축관 랙 1개 - 직경 16mm, 길이 100mm

보증기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무상 보증 및 A/S 기간 1년

제품특징

■ 피드백 항온 수조 : 디지털 온도 센서와 피드백 릴레이에 의한 안정된 항온 유지

■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 디지털 마이크로 콘트롤러에 의한 기체분사 농축 시스템 제어 및

                                     피드백 시스템 구현

■ 기체 공급 솔레노이드 밸브 : 검증된 직동식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한 기체공급 및 차단제어

■ 열처리 강화 유리 : 열처리 강화 유리 사용으로 강산, 강염기에 대한 내식성 증대

■ 기체분사 매니폴드 : 정밀가공된 양단가압형 매니폴드와 노즐에 의한 장거리 기체분사 가능

■ 증발용매 배기 시스템 : 내장 브로워 사용으로 유해한 증발용매 배출

Hurricane - Eagle
질소농축기 / 질소미세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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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항목 내용

크기/무게 540mm×520mm×275mm, 30Kg

항온수조 크기 355mm×195mm×170mm

항온수조 온도 조절  99℃ 이하 1℃ 간격조절 

전원 및 소비전력 220V / 60Hz, 1000watts (히터 가동시)

공급 기체 압력 질소 및 공기압 10Kg/cm2 이하 조절

공급 기체 유량 액체질소 및 압축공기 각 노즐당 15L/min 조절

농축처리시료개수
모델별 100ml에서 300ml까지 21개, 15개, 12개, 8개 
농축 시료 동시 처리

농축시간설정 5분 간격으로 24시간 설정

부속품(구매시제공)
40mm×145mm용, 50mm×145mm용 
56mm×145mm용, 70mm×145mm용

보증기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무상 보증 및 A/S 기간 1년

제품특징

■ 피드백 항온 수조 : 디지털 온도 센서와 피드백 릴레이에 의한 안정된 항온 유지

■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 디지털 마이크로 콘트롤러에 의한 기체분사 농축 시스템 제어 및

                                     피드백 시스템 구현

■ 기체 공급 솔레노이드 밸브 : 검증된 직동식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한 기체공급 및 차단제어

■ 열처리 강화 유리 : 열처리 강화 유리 사용으로 강산, 강염기에 대한 내식성 증대

■ 기체분사 매니폴드 : 정밀가공된 양단가압형 매니폴드와 노즐에 의한 장거리 기체분사 가능

■ 증발용매 배기 시스템 : 내장 브로워 사용으로 유해한 증발용매 배출

Hurricane - Elcap
질소농축기 / 질소미세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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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항목 내용

시료 농축개수 및 시간
농축 처리 시료 개수 : 24개 농출 시료 동시 농축

농축 시간 설정 : 5분 간격으로 24시간 설정

기체 압력 및 유량
공급 기체 압력 : 기압 10kg/cm이하

공급 기체 유량 : 기체 유량 각 노즐당 15L/mm 조절

매니폴드 및 노즐의 크기
매니폴드의 크기 : 직경 9mm×324mm

노즐의 크기 : 내경 0.8×30mm(24개)

히팅 블록 온도조절
블럭크기 : 300mm×210×170mm

블럭온도 : 100℃ 이하 1℃ 간격 조절

크기 및 무게 400mm×420mm×250mm, 30kg

전원 및 소비전력 220V / 60Hz, 1000watts (히터가동시)

제품특징

■ 히팅 블록 - 균일한 온도 분포 및 일정한 온도 제어가 가능한 알루미늄 합금 사용

                  - 대한민국 특허 2009-0030587

■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 디지털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의한 온도제어 및 피드백 시스템 구현

                                   - 디지털 온도센서와 피드백 릴레이에 의한 안정된 항온유지

                                   - 대한민국 특허 2009-0004348

■ 전면 투명창 : 전면 강화유리 장착으로 농축 진행상황 관찰가능

■ 기체분사 매니폴드 : 정밀가공된 매니폴드와 노즐에 의한 장거리 기체분사 가능 

■ FAST 보다 빠릅니다 - 빠른 열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울임

                                  - 히팅블록으로 농축 속도 증대

                                  - 동시에 24개 시료를 농축

■ EASY 보다 간편 - 단 한번 start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농축을 진행

                             - 농축관 내부를 볼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간편

■ SAFE 보다 안전 - 히팅블록 타입이므로 워터배스 타입에서 생기는 수분의 오염 제거

                            - 강한 배기팬을 장착하여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매 증기의 확산 방지

Windy - R
질소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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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항목 내용

시료 농축개수 6개 시료 각각 또는 동시 농축

농축시간 설정 5분 간격으로 24시간 설정

기체 압력 및 유량 기압 6kg/cm 이하 / 기체유량 - 각 노즐당 12L/min 조절

매니폴드 크기 두께 9mm×240mm

노즐 크기 내경 0.8mm×30mm

히팅 블록 크기 200mm×40mm×90mm

히팅 블록 온도조절 100℃ 이하 1℃ 간격 조절

크기 및 무게 300mm×210mm×200mm / 10kg

전원 및 소비전력 220V60Hz, 1,000 watts (히터가동시)

사용 tube SPE 단계거친 sample tube 그대로 호환가능

제품특징

■ LC, GC, MS용 autosampler 2ml vial 그대로 장착가능

■ 간편한 기체분사 농축구현

■ 2ml 이하, 6개 sample 시료 각각 또는 동시 농축 가능

■ 히팅 블록  - 균일한 온도 분포 및 일정한 온도 제어가 가능한 알루미늄합금 사용

                  - 대한민국 특허 2009-0030587

■ 마이크로프로세서제어  - 디지털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의한 온도제어 및 피드백 시스템 구현

                                   - 디지털 온도센서와 피드백릴레이에 의한 안정된 항온유지

                                   - 대한민국 특허 2009-0004348

■ 유량 조절기 : 미세유량조절 가능한 Speed controller를 각 노즐별로 장착하여 간편한 유량 조절

■ 전면 투명창 : 전면 강화유리 장착으로 농축 진행 상황 관찰가능

■ 기체분사 매니폴드 : 정밀가공된 매니폴드와 노즐에 의한 장거리 기체분사 가능 

Windy - V
바이알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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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항목 내용

시료농축개수 6개 시료 각각 또는 동시 농축

농축시간 설정 5분 간격으로 24시간 설정

기체 압력 및 유량 기압 6kg/cm 이하 / 기체유량 - 각 노즐당 12L/min 조절

매니폴드 크기 두께 9mm×240mm

노즐 크기 내경 0.8mm×30mm

히팅 블록 크기 200mm×40mm×90mm

히팅 블록 온도조절 100℃ 이하 1℃ 간격 조절

크기 및 무게 300mm×210mm×200mm / 10kg

전원 및 소비전력 220V60Hz, 1,000 watts (히터가동시)

사용 tube
일반적인 SPE vacuum manifold에 장착되는
지름 16mm, 길이 100mm 시험관 사용

제품특징

■ 일반적인 SPE vacuum manifold에 장착되는 지름 16mm, 길이 100mm 시험관 사용 

■ 간편한 기체분사 농축구현

■ 16ml 이하 6개 sample 시료 각각 또는 동시 농축 가능

■ 히팅 블록 - 균일한 온도 분포 및 일정한 온도 제어가 가능한 알루미늄합금 사용

                  - 대한민국 특허 2009-0030587

■ 마이크로프로세서제어 - 디지털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의한 온도제어 및 피드백 시스템 구현

                                  - 디지털 온도센서와 피드백릴레이에 의한 안정된 항온유지

                                  - 대한민국 특허 2009-0004348

■ 유량 조절기 : 미세유량조절 가능한 Speed controller를 각 노즐별로 장착하여 간편한 유량 조절

■ 전면 투명창 : 전면 강화유리 장착으로 농축 진행 상황 관찰가능

■ 기체분사 매니폴드 : 정밀가공된 매니폴드와 노즐에 의한 장거리 기체분사 가능 

Windy - I
시험관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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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항목 내용

시료농축개수 6개 시료 각각 또는 동시 농축

농축시간 설정 5분 간격으로 24시간 설정

기체 압력 및 유량 기압 6kg/cm 이하 / 기체유량 - 각 노즐당 12L/min 조절

매니폴드 크기 두께 9mm×240mm

노즐 크기 내경 0.8mm×30mm

히팅 블록 크기 200mm×40mm×90mm

히팅 블록 온도조절 100℃ 이하 1℃ 간격 조절

크기 및 무게 300mm×210mm×200mm / 10kg

전원 및 소비전력 220V60Hz, 1,000 watts (히터가동시)

사용 tube
지름 28mm 길이 95mm 40ml 시험관 사용 
I-Chem 40ml vial 그대로 호환가능 

제품특징

■ 지름 28mm, 길이 95mm 40ml 시험관 사용, I-Chem 40ml vial 그대로 호환가능 

■ 간편한 기체분사 농축구현

■ 40ml 이하, 6개 sample 시료 각각 또는 동시 농축 가능

■ 히팅 블록 - 균일한 온도 분포 및 일정한 온도 제어가 가능한 알루미늄합금 사용

                 - 대한민국 특허 2009-0030587

■ 마이크로프로세서제어 - 디지털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의한 온도제어 및 피드백 시스템 구현

                                  - 디지털 온도센서와 피드백릴레이에 의한 안정된 항온유지

                                  - 대한민국 특허 2009-0004348

■ 유량 조절기 : 미세유량조절 가능한 Speed controller를 각 노즐별로 장착하여 간편한 유량 조절

■ 전면 투명창 : 전면 강화유리 장착으로 농축 진행 상황 관찰가능

■ 기체분사 매니폴드 : 정밀가공된 매니폴드와 노즐에 의한 장거리 기체분사 가능 

Windy - C
시험관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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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항목 내용

시료농축개수 6개 시료 각각 또는 동시 농축

농축시간 설정 5분 간격으로 24시간 설정

기체 압력 및 유량 기압 6kg/cm 이하 / 기체유량 - 각 노즐당 12L/min 조절

매니폴드 크기 두께 9mm×240mm

노즐 크기 내경 0.8mm×30mm

히팅 블록 크기 200mm×40mm×90mm

히팅 블록 온도조절 100℃ 이하 1℃ 간격 조절

크기 및 무게 300mm×210mm×200mm / 10kg

전원 및 소비전력 220V60Hz, 1,000 watts (히터가동시)

사용 tube 지름 30mm 길이 120mm Pyrex tube 사용

제품특징

■ 지름 30mm, 길이 120mm 60ml Pyrex 시험관 사용

■ 간편한 기체분사 농축구현

■ 60ml 이하, 6개 sample 시료 각각 또는 동시 농축 가능

■ 히팅 블록 - 균일한 온도 분포 및 일정한 온도 제어가 가능한 알루미늄합금 사용

                 - 대한민국 특허 2009-0030587

■ 마이크로프로세서제어 - 디지털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의한 온도제어 및 피드백 시스템 구현

                                  - 디지털 온도센서와 피드백릴레이에 의한 안정된 항온유지

                                  - 대한민국 특허 2009-0004348

■ 유량 조절기 : 미세유량조절 가능한 Speed controller를 각 노즐별로 장착하여 간편한 유량 조절

■ 전면 투명창 : 전면 강화유리 장착으로 농축 진행 상황 관찰가능

■ 기체분사 매니폴드 : 정밀가공된 매니폴드와 노즐에 의한 장거리 기체분사 가능 

Windy - K
시험관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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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항목 내용

크기/무게 620mm×480mm×700mm, 16Kg

배기량
(1) 40LPM(0bar 기준) 
(2) 120LPM(2bar 기준)

압축공기 탱크 용량 20L (stainless steel 재질)

소음레벨 60dB이하

공전원 및 소비전력 220/60Hz, 250Watts

제품특징

■ 비급유식 스테인스리스 재질의 더블 헤드 피스톤 채택으로 오일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압축공기 공급

■ 과열차단 기능과 냉각팬 가동으로 과열 방지

■ 공냉식 설계로 원활하게 열 확산

■ 흡착 마운트를 장착하여 진동음 최소화

Hummingbird - 60
기체공급기 (저소음 비급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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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항목 내용

크기/무게 620mm×480mm×700mm, 36Kg

배기량
(1) 140LPM(0bar 기준) 
(2) 120LPM(2bar 기준)

압축공기 탱크 용량 20L (stainless steel 재질)

소음레벨 56dB이하

공전원 및 소비전력 220/60Hz, 250Watts

제품특징

■ 비급유식 스테인스리스 재질의 더블 헤드 피스톤 채택으로 오일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압축공기 공급

■ 과열차단 기능과 냉각팬 가동으로 과열 방지

■ 공냉식 설계로 원활하게 열 확산

■ 흡착 마운트를 장착하여 진동음 최소화

■ 압축공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냉동식 드라이어 내장

Hummingbird - 140
기체 공급기 (저소음 비급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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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mingbird - 280
기체 공급기 (저소음 비급유식)

제품사양

항목 내용

크기/무게 620mm ×480mm×700mm, 46Kg

배기량
(1) 180LPM(0bar 기준) 
(2) 140LPM(2bar 기준)

압축공기 탱크 용량 20L (stainless steel 재질)

소음레벨 56dB이하

공전원 및 소비전력 220/60Hz, 500Watts

제품특징

■ 비급유식 스테인스리스 재질의 더블 헤드 피스톤 채택으로 오일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압축공기 공급

■ 과열차단 기능과 냉각팬 가동으로 과열 방지

■ 공냉식 설계로 원활하게 열 확산

■ 흡착 마운트를 장착하여 진동음 최소화

■ 압축공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냉동식 드라이어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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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tross - 스탠드형
Air Purification System / 실험실 공기 청정기

제품특징

■ Neo APM 개발로 활성탄 및 광촉매의 시너지 효과

■ 고효율 저소음 Axial Type Brower 사용, 효율적인 공기순환을 위한

    흡입 Brower 장착으로 정화효과 극대화

■ 필터 포화 경고 시스템 장착

Albatross 만의 차별화된 기능

국제적으로 공인된 최고 품질의 일본 Futamura TAIKO 활성탄을 사용한 

집약적 흡착 필터 기술인 NEO ACM과 기존 제품에는 없던 메탈 촉매와 

UV Light을 이용한 Neo PCM, 이 두가지 기술을 결합한 Neo APM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대기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험실 공기를 정화시켜 드립니다!

- PCM(Photo Catalyst Module) 

   오존, 일산화탄소, 포름 알데히드 

   및 VOC 제거

- Axial 타입 팬을 사용하여

   공기 순환

- 실험실에 적합한 저소음팬

- 공기 대류를 생각한 낮은 흡입구

- Duct type의 팬을 달아

   공기를 다량으로 유입

- 필터 교환주기 경고 시스템

- 커버 클립의 사용으로 필터교환 

   용이

- ACM 활성탄 사용  
   (Activated Carbon Magazine)

- 높은 내구성

- 공기 정화 효율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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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amura TAIKO 활성탄의 장점!! (Made in Japan)

활성탄의 오염원 흡착 과정

분자크기가 큰
유기화합물

분자크기가 작은
유기화합물

미세공

활성탄 반응 메커니즘

■ 유해가스, 악취 탈취용 특수 기능성 입상 활성탄으로 흡착 효율이 매우 우수

■ VOC's 등 특정 가스 흡착용으로 제작된 특수 목적 활성탄

■ 수증기 증착 공법에 의해 생산되어 평균 입상 직경이 4.27mm 조밀하고, 

    1010m2/g의 우수한 비표면적을 가지며 분진이 적음

■ ISO9001 및 ISO14001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 인증된 일본 히로시마 공장의 탄화/소성/ 

건조/조립 공정에 의해 생산된 품질 검증 제품임

■ 한국 및 일본 공기청정기 업계에서는 Futamura/TAIKO 활성탄을 최고로 인정함

Neo APM 활성탄의 
특징

■ Air Puri 유해가스 제거 효율 실험은 KOA SC 102(한국오존협회 공기정화 장치 성능시험 

규격)의 검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 아세트 알데히드와 톨루엔은 30분 만에 100%, 포름알데히드는 30분 만에 95%, 초산과 

암모니아는 90분 만에 99%가 제거

■ 120분 기준으로 유해 가스인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초산, 툴루엔, 포름알데히드가     

대부분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음

Air Puri의 성능

제품사양

모델명 정화능력 필터 교환 주기 소비전력, 전격입력 무게 크기 (WxDxH)

Albatross APS-S20P 92m2 (28 py) ACM-4 monthly, PCM-1year 95W 200V/60Hz 37kg 560×400×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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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모델명 정화능력 필터 교환 주기 소비전력, 전격입력 무게 크기 (WxDxH)

Albatross APS-W20P 22m2 (6 py) ACM-4 monthly, PCM-1year 95W 200V/60Hz 15kg 800×220×350

Albatross - 벽걸이형
Air Purification System / 실험실 공기 청정기

실험실 공기는 답답한데 공간이 좁으시다구요?

벽걸이형으로된 유해 가스 중화 장치, 들어 보셨나요?

효율적인 공간 활용엔 Albatross 벽걸이형!!

- Axial 타입 팬을 사용한 공기 흡입구
- PCM(Photo Catalyst Module) 오존, 

   일산화탄소, 포름 알데히드 및 VOC 제거
- 필터 교환 주기 및 알람 시스템

- Axial 타입 팬을 사용하여 공기 순환

- 실험실과 사물실에 적합한 저소음팬

- ACM(Activated Carbon Magazine) 활성탄 사용

- 공기 정화 효율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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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gen Purity / Flow Chart

Flow measured in SLPM at indicated Operating Pressure, psig. Flows for Model N2-04 printed in black, flows for 
Models N2-14 and N2-14A in red.

Flow measured in SLPM at indicated Operating Pressure, psig. Flows for Model N2-22, N2-22A printed in black, 
flows for Models N2-35, N2-35A in red.

145 125 110 100 90 80 70 60

99.5 19 29 16 25 14 22 13 20 12 18 10 16 9 13 17 11

99 29 44 25 37 22 33 20 30 18 27 15 23 13 20 11 17

98 44 66 38 57 34 51 30 46 27 41 24 36 20 30 17 26

97 59 83 50 74 45 65 40 57 36 52 31 46 26 40 23 35

96 73 109 63 94 56 84 50 75 45 67 39 59 32 50 27 42

95 88 131 177 114 69 102 61 90 55 81 48 71 41 60 35 52

Parker - Nitrogen Generator for LC/MSMS
Nitrogen Generator / 질소발생기

Features

■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과 간단한 유지보수 방법

■ Single or Multiple LC/MSMS에 99.0% or 99.5% 질소 공급

■ Phthalate Free

■ 일정 기간에 한번씩 Pre-filter 교환 (년 1회)

■ 생산된 질소의 순도를 Monitoring (Optional)

Application

■ LC/MSMS 

■ Nebulizer Gas

■ Chemical and Solvent Evaporation 

■ Instrument purge and supply

■ ELSD Use 

■ Sparging

Ordering Information

Model Fow Capacity Ay 99.0% N2

N2-04 2~24 L/min 6 L/min

N2-14/N2-14A 4~60 L/min 18 L/min

N2-22/N2-22A 7~88 L/min 29 L/min

N2-35/N2-35A 11~131 L/min 44 L/min

N2-45/N2-45A 27~233 L/min 92 L/min

N2-80/N2-80A 41~350 L/min 138 L/min

N2-135/N2-135A 54~467 L/min 183 L/min

145 125 110 100 90 80 70 60

99.5 - 11 - 10 - 9 - 8 - 7 - 6 - 5 - 4

99 6 18 5 16 5 15 4 13 4 11 3 10 3 8 2 7

98 11 29 10 25 9 25 8 20 7 18 6 16 5 13 4 11

97 15 40 13 34 13 33 10 27 9 25 8 21 7 18 6 15

96 20 50 17 43 16 42 13 34 12 31 10 26 9 22 7 19

95 24 60 21 52 20 51 17 42 15 37 13 32 11 2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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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r - NITROVAP Nitrogen Generator
Nitrogen Generators for Evaporator / 질소농축기용 질소발생기

Features

■ Ideal for any combination of sample evaporators up to 100 nozzle positions

■ Produces clean, dry (to -20°F) dewpoint evaporator grade nitrogen from 

any standard laboratory compressed air source

■ Accelerates evaporation by decreasing the partial vapor pressure above 

the solvent liquid

■ Eliminates inconvenient and dangerous LN2 boil-off dewars and nitrogen 

gas cylinders from the laboratory

■ Recommended and used by many sample concentrator and sample 

evaporator manufacturers

■ Payback period of typically less than one year

■ Sleep economy mode

■ Silent operation and minimal operator attention required

Proven Technology

Parker Balston’s NitroVap-1LV and 

NitroVap-2LV Nitrogen Generators can 

provide clean, ultra-dry nitrogen to 

sample evaporators. These systems offer 

high nitrogen output flows in a miniature 

cabinet. The user can activate the manual 

SLEEP economy mode to eliminate 

compressed air consumption when the 

sample concentrator is not in use.

Nitrogen Technology

Nitrogen is produced by utilizing a 

combination of filtration and membrane 

separation technologies. A high 

efficiency prefiltration system pretreats 

the compressed air to remove all 

contaminants down to 0.01 micron. Hollow 

fiber membranes subsequently separate 

the clean air into a concentrated nitrogen 

output stream and an oxygen enriched 

permeate stream, which is vented from 

the system. The combination of these 

technologies produces a continuous on 

demand supply of pure nitrogen.

Gas Generator Benefits

The NitroVap generators are complete 

systems with state-of-the-art, highly 

reliable components engineered for 

easy installation, operation, and long 

term performance. The Parker Balston 

NitroVap-1LV and NitroVap-2LV eliminate 

all the inconveniences and cost of LN2 

dewar and nitrogen cylinder gas supplies 

and dependence on outside vendors. 

Uncontrollable price increases, dewar ice 

and condensation, contract negotiations, 

long term commitments, and tank rentals 

are no longer a concern. With a NitroVap 

generator, you control your gas supply. 

Ease of Use

Since NitroVap generators incorporate 

unique membrane separation technology, 

nitrogen delivery is immediate to the 

sample concentrator. “Lock-it-and-

leave-it” operation of the sample 

concentrator is maintained without 

downtime and without “running out of gas” 

mid blow-down.

This Technology Features Advanced
HiFluxx Fiber!



Chongmin TECH    23

Parker - NITROVAP Nitrogen Generator

Use with These and Other
Blowdown Evaporators

■ TurboVap from Calper-Zymark

■ N-Evap from Organomation

■ RapidVap from LabConco

■ Reacti-Vap from Fisher Pierce

■ Duo-Vap from Jones 

    Chromatography

■ DryVap from Horizon Technology

■ Evaporex from Apricot

Principal Specifications

Nitrogen Purity Up to 90%

Nitrogen Dewpoint Down to -20°F (-29°C) atmospheric

Maximum Nitrogen Flow Rate

NitroVap-1LV : up to 80 slpm @ 100 psig input
                          up to 140 slpm @ 125 psig input

NitroVap-2LV : up to 160 slpm @ 100 psig input
                          up to 287 slpm @ 125 psig input

Electrical Requirements None

Nitrogen Outlet Pressure 0-15 psig user controlled

Dimensions 
10.63”w×14.1”d×16.5”h
(26.92cm×35.81cm×41.91cm)

Inlet Port/Outlet Port 1/4” NPT (female)

Shipping Weight 53 lbs/24 kg

Ordering Information

Model Description

NitroVap-1LV and NitroVap-2LV NitroVap Nitrogen Generators

MKNITROVAP 
Maintenance Kit (Includes 1 each filter cartridge, 
and 1 each membrane cartridge)

NITROVAP-1LV-PM, 
NITROVAP-2LV-PM 

Preventive Maintenance Plan

NITROVAP-DN2 Extended Support with 24 Month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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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r - Hydrogen Generator 
Hydrogen Generator  / 수소발생기

Advantage

■ 위험하고 불편한 가스실린더 대체

■ 99.9995% (or 99.99999+%)의 고순도 수소 24시간 지속적 생산

■ Compact한 디자인

■ Porton Exchange Membrance(PEM)을 사용

■ Palladium Purifier Module를 이용한 Ultra High Purity Hydrogen 생산 (99.99999+%)

Application

■ GC의 FID, FPD, NPD 검출기

■ AED, ELSD의 Reagent Gas

■ Ultra HP Htdrogen Generator는 H2 Carrier 사용

H2PEM

H2PD

H2

Palladium membrane Principle

Ordering Information

Model Purity Fow Rates Description

H2PEM-100 99.9995% 100cc/min

고순도 H2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지속적인
Fuel 가스 공급

H2PEM-165 99.9995% 165cc/min

H2PEM-260 99.9995% 260cc/min

H2PEM-510 99.9995% 510cc/min

H2PD-150 99.99999+% 150cc/min 초고순도 H2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지속적인
Fuel 가스 및 Carrier 가스 공급H2PD-200 99.99999+% 300cc/min

H2-500 99.99999+% 500cc/min
초고순도 H2를 대량생산하여 안전하고

지속적인 Fuel 가스 및 Carrier 가스 공급
H2-800 99.99999+% 800cc/min

H2-1200 99.99999+% 1200c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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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 IWATA - Smart Air
Scroll air compressor / 스크롤 공기압축기

제품사양

구분

Model

전동기출력
Motor rated

output
(kW) <PS>

제어방식

Control
system

토출입력
Control

pressure
(MPa)

토출공기량
Free air
delivety
(L/min)

공기탱크용량
Air receiver
capacity

(L)

토출배관

Air outlet
(B)

드라이어
Dryer 외형지수

Outer dimension
[L×W×H](mm)

중량

Mass
(kg)

소음치
Noise level
[1.5m from 
front] dB (A)

노점
Dew point under 

pressure (C)

냉매
Refrigerant

Without
dryer 
type

SLP-07E 0.7 <1>

자동제어
(On/Off)

0.6~0.8 74 5
1/4"

- -

355×590×690 50
45

SLPS-15B 1.5 <2>

0.65~0.8

165 10 435×645×790 85

SLPS-22B 2.2 <3> 270
35 3/8" 545×665×1,065

135
49

SLPS-37B 3.7 <5> 420 145

Bulit-In
dryer 
type

SLP-07ED 0.7 <1> 0.6~0.8 74 5
1/4"

15

멤브레인식 355×590×690 75
45

SLPS-15BD 1.5 <2>

0.65~0.8

165 10

R134a
453×682×875

114

SLPS-22BD 2.2 <3> 270
35 3/8"

118
49

SLPS-37BD 3.7 <5> 420 545×622×1,058 151

 1.0 Mpa 제품사양

구분

Model

전동기출력
Motor rated

output
(kW) <PS>

제어방식

Control
system

토출입력
Control

pressure
(MPa)

토출공기량
Free air
delivety
(L/min)

공기탱크용량
Air receiver
capacity

(L)

토출배관

Air outlet
(B)

드라이어
Dryer 외형지수

Outer dimension
[L×W×H](mm)

중량

Mass
(kg)

소음치
Noise level
[1.5m from 
front] dB (A)

노점
Dew point under 

pressure (C)

냉매
Refrigerant

Without
dryer 
type

SLPS-151B 1.5 <2>

자동제어
(On/Off)

0.8~1.0

130 10 1/4"

- -

435×645×790 85 46

SLPS-221B 2.2 <3> 225
35 3/8" 545×665×1,065

135
50

SLPS-371B 3.7 <5> 360 145

Bulit-In
dryer 
type

SLPS-151EBD 1.5 <2> 130 20 1/4"

15 R134a
453×682×875

114 46

SLPS-221EBD 2.2 <3> 225
35 3/8"

118
50

SLPS-371EBD 3.7 <5> 360 545×622×1,058 151

※1. 토출공기량은 최고 토출압력일 때, 토출되는 공기량을 흡입한 상태(대기압)로 환산한 평균치입니다.

※2. 상기의 기종은 사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보조공기탱크기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용량선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문의를 해 주십시오.

※3. 소음치는 무음향실에서의 측정한 수치입니다. 에어드라이어 운전시, 소음이 사양서보다 약 1dB(A) 상승합니다.

※4. 토출공기의 노점(露点)은 가압하에서의 노점온도입니다.

※5. 외형수치는 Ball V/V등의 돌출부를 제외한 치수입니다. 단, SLP-07E(ED)의 높이는 이성용 바퀴의 높이를 포함합니다.

0.75 kW 1.5 kW 2.2/3.7 kW SLP-15EBD 내부구조

모터

압축기본체

공기탱크

냉동식 드라이어

실험실용 최적의 압축공기 시스템!
한층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장소에도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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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 - glovebox Nexus
NEXUS-II Glovebox System

Description: The NEXUS-II Glovebox System provides universities, industrial 

firms and the national laboratories with a full feature system and a new 

standard in glovebox performance and features. The new VAC integrated 

inert gas purifier has a very thin depth and compactly fits entirely under the 

glovebox. The purifier is only 16” in depth and is located at the rear to allow 

more leg room (14”) for more space for under glovebox storage or equipment. 

This allows the NEXUS-II to be the ideal platform for custom integrations 

of cold wells, spin coaters, special heating wells and other equipment for 

your special projects. The depth of the NEXUS-II glovebox is 30” and VAC 

designed the system so it may be flush mounted against a laboratory wall. 

Choosing the NEXUS-II means your precious laboratory space is preserved. 

A new feature is a color touch screen control and display panel. A 5.7” is 

standard and a 10.4” is optional. Both choices mean fast and easy access 

to your glovebox settings. As with all VAC inert gas purifiers, the NEXUS-II 

will achieve less than 1-ppm oxygen and moisture equilibrium. The purifier is 

available in both single and dual column model; both with automatic circulation 

valves and manual glovebox isolation valves. Choose a dual column model to 

allow simultaneous purification and regeneration. The system will also control 

antechamber evacuation/refill, glovebox pressure and glovebox purge.

The glovebox comes in single, extra (3 port) and double (4 port) lengths, 

single sided or dual sided. The glovebox is stainless steel with removable 

end panels. The large 15” diameter and small 6” diameter antechambers and 

doors are stainless steel.

The NEXUS-II glovebox system comes complete with vacuum pump, gloves, 

shelving, and purge valves - just plug in the utilities and you are ready to start.

VAC INTEGTATED NEXUS SYSTEM

1 - VAC CHAMBER, 45"×30"×36", SST.

2 - PURIFICATION MODULE

3 - PANEL INTERFACE

4 - 15"DIAX24"LGM, ANTECHAMBER

5 - 6"DIAX12"LG, MINI,ANTECHAMBER

6 - VACUUM PUMP, 6.8cfm

7 - OXYGEN ANALYZER

8 - MOISTURE ANALYZER

9 - CONTROL PANEL

10 - ELECTRICAL J-BOX

11 - FLUORESCENT LIGHT

12 - EVACU. GLOVE PORT COVER

13 - ADJUSTABLE SHELVES

14 - FOOT SWITCH

15 - CIRCULATION FILTER

16  -BUTYL RUBBER GLOVES

17 - SUPPOR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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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II Glovebox Specifications

■ Glovebox 

Available in single or dual sided and single, extra or double 

length. See table below for dimensions.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with removable end panels. Flanged out design 

for easy expansion to dual length systems. Full view ¼” 

LEXAN front panels, with aluminum glove ports. One (1) dual 

electrical junction box inside of glovebox. Customer specified 

interface penetrations may be located on the end panel or 

custom ordered in the back of the glovebox.

■ Stand

Steel construction stand has casters, seismic hold down 

straps and height levelers.

■ Antechamber

15" dia. X 24" long (380 X 610 mm), stainless steel, mounted 

on right end panel (standard location). Light weight, domed 

stainless steel doors. Stainless Steel sliding tray included.

■ Mini-Antechamber

6” dia. X 12” long (152 X 305 mm), stainless steel, welded to 

right end panel.

■ Adjustable Shelves

One or two sets of three stainless steel shelves, 8 inches 

deep X 24 inches wide (203 X 610 mm).

■ Fluorescent Light

30 watts with reflector. One light over each LEXAN window.

■ Evacuatable Glove Port Cover

Allows glove change with evacuation of glove volume to 

prevent contamination of inert atmosphere.

■ Gloves

Included with each system, see options for selection. 

Vacuum Pump: 6.9-CFM (11.7 m3/h) pump included with 

each system, see options for other choices.

■ Isolation Valves : Manual ball valves

■ Leak Certification : Helium leak check to 1 X 10-6 cc/sec.

■ Safety Certification

Conforms and certified to UL Std 61010-1 and CSA Std 

C22.2 NO 1010.1, certified for CE conformity

■ Power : 110 or 220 VAC, 50 or 60 Hz, 15 amps.

■ System Weight : 1300 to 1700 lbs. (590 kg to 780kg)

INERT GAS PURIFIER & CONTROL SYSTEM

■ Performance

< 1 ppm oxygen & moisture

■ Flow Rate

0 to 40 CFM (0-68 m3/hr) (Nitrogen, Helium or Argon).

■ Purification Capacity

Per purifier, 20 liters of O2 and 2.3 kg of H2O absorption 

capacity (per mfg. specs).

■ Regeneration

System has a completely automatic regeneration cycle using 

evacuation and purging the off-line purifier. Available with 

user selectable special solvent regeneration cycle. Requires 

3-5% hydrogen mixture gas (nitrogen or argon).

■ Control System

Complete NEXUS-II system with an easy to use menu driven 

interface and a color, touch screen LCD color display. Built 

in programmed control of purifier regeneration, glovebox 

pressure and purging. Controls antechamber evacuation and 

refill with user programmed timed purge and evacuation. Built 

in system diagnostics.

■ Purifier Circulation Valves

Automatic Valves

Ordering Information

Width Depth Height
Glove
Ports

Single Length, Single Sided 45" 30" 36" 2

Extra Length, Single Sided 68" 30" 36" 3

Double Length, Single Sided 90" 30" 36" 4

Single Length, Dual Sided 45" 45" 36" 4

Extra Length, Dual Sided 68" 45" 36" 6

Double Length, Dual Sided 90" 45" 3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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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 - glovebox Omni 
OMNI-LAB Glovebox System and Accessories

The OMNI-LAB provides a complete glovebox system with integrated purifier, 

controls, display and stand. It provides Universities and commercial firms 

a cost-effective solution with full inert atmosphere performance and a user 

friendly control system.

VAC designed the OMNI-LAB with simplicity in mind for decades of trouble free 

performance and low cost of ownership. The manual isolation, antechamber, 

and purge valves provide easy one hand reliable operation. The PLC tests the 

system so that incorrect valve positions do not damage the system.

Available in one or two workstation single sided models (see VAC 102282 for 

two workstations).

Glovebox Omni Specifications

■ Glovebox

Single Sided and Single Length (2 Port). 45" width X 30" deep X 36" height 

(1143 X 762 X 914 mm),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with removable end 

panels. Full view ¼” thick LEXAN® front panels, with aluminum glove 

ports. Standard interface penetrations on end panel opposite antechamber 

include two 1/4-inch NPT female feedthrus. One dual electrical junction 

box inside of glovebox. Two-workstation system is comprised of two 

gloveboxes joined together.

■ Stand

Welded steel construction; supporting the glovebox, gas purification,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Stand has height levelers and casters. 

System can be ordered without stand.

■ Antechamber

15" diameter X 24" long (380 X 610 mm), aluminum, mounted on right 

end panel. Manual antechamber ball valves for evacuation and refill. 

Stainless steel domed doors with an over center clamping handle and 

counterweighted balance for easy yet reliable operation.

■ Antechamber, Mini

6” dia. X 12” long (152 X 305 mm), stainless steel, welded to right panel. 

Standard feature.

Mini-Ante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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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 Purification System

Single Purifier with a single speed blower and manual isolation valves 

mounted on top of glovebox. 20 liters of O2 and 2.3 Kg of H2O absorption 

capacity (per mfg. specs). Purification system offers equivalent performance 

to larger systems. Will achieve less than 1-PPM O2 & H2O equilibrium. 

Includes standard 0.3-micron outlet filter on purification system.

■ Instrumentation and Control

Industrial PLC that monitors and controls the complete OMNI-LAB system 

through an easy to use menu driven interface controlled via an operator touch 

screen graphical display. Built-in programmed control of purifier regeneration, 

and lab pressure. Built in system diagnostics. Safety relay for vacuum pump 

shutdown. Blower will not overheat if isolation valves are closed. PLC will 

prevent the regeneration cycle from starting if isolation valves are open.

■ Glovebox Purge : Manual 1 ½” ball valve. Standard feature.

■ Fluorescent Light : 30 watts with reflector, fixed over the LEXAN window.

■ Shelves

One set of three adjustable shelves, 8 inches deep X 24 inches wide (203 X 

610 mm). Standard feature.

■ Glove Port Cover

Protects atmosphere during glove replacement. One cover standard.

■ Gloves : One pair included with each system, see options for selection.

■ Power : 115 or 230VAC, 50/60 Hz Operation. See ORDERING for part numbers.

■ Safety Certification

Conforms to UL61010A and certified to CSA C22.2 No. 1010.1. Certified for 

CE conformity.

■ Vacuum Pump

4.1-CFM pump included with each system, see options for other choices.

■ System Weight : 1,100 lbs.

Glove Options

Type Part Number Note

Gloves, Butyl Rubber,
 Ambidextrous 0.030"

VAC 2682
Choose
one type

Gloves, Butyl Rubber, L & R, 0.030" VAC 2682-2 "

Gloves, Butyl Rubber,
Ambidextrous 0.015"

VAC 2681 "

Gloves, Butyl Rubber, L & R, 0.015" VAC 2681-2 "

Special gloves quoted upon request call Factory "

Vacuum Pump Options

Type Part Number Note

Vacuum Pump Assy, 4.1 CFM (7.0 m3/h) VAC 100617 Included in std price

Vacuum Pump Assy, 6.9 CFM (11.7 m3/h) VAC 100618 See quote for price

Vacuum Pump Assy, 10 CFM (17.0 m3/h) VAC 100619 See quote for price

Vacuum Pump Assy, Dry Scroll, 6.5 CFM
(11.0 m3/h)

VAC 400711 See quote for price

Vacuum Pump Assy, Dry Scroll, 8.8 CFM
(15.0 m3/h)

VAC 400006 See quote for price

No Vacuum Pump N/A See quote for credit

4.1 CFM, 6.8 CFM & 10 CFM pumps include outlet mist filter and gravity oil return 
kit

< Controls and Analyzers >

Optional

O2 Analyzer

Optional

H2O Analyzer

Touch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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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 - solvent purification
유기용매 정제 장치

Vacuum Atmospheres Company’s patented solvent purifier removes moisture 

in organic solvents. The moisture is removed by circulating the solvent through 

a purification cartridge and a stainless steel reservoir. VAC’s solvent purifier 

allows for quick and easy delivery of high purity anhydrous solvents. Sample 

sizes can range from milliliters to liters.

The compact design (installs into 33” high x 10” wide x 20” deep space) allows 

the solvent purifier to mount inside a fume hood, on a bench top, inside a 

glovebox, or under a glovebox. The purifier is sized to be filled/refilled from a 

standard 4 liter solvent bottle. The purifier eliminates the need to store large 

quantities of unstable solvents and reduces potential waste of large amounts of 

solvent due to accumulation of impurities, such as peroxides. There are no fire 

proof storage cabinets or large solvent kegs in this design. 

VAC’s design also eliminates the possibility of pumping solvent through the 

vacuum pump. Drip free, quick release connections allow for easy maintenance 

of the purification cartridge. The user can easily replace the media using a VAC 

recharge kit.

solvent purification Specifications

■ Principle of Operation

The solvent purifier uses a patented recirculation principle to purify solvents 

to a moisture free condition. The basic purifier elements include a solvent 

resistant circulation pump, a purification cartridge and a storage tank.

■ Performance

The solvent purifier will remove moisture to less than 0.6-PPM. A KF titration 

test proves a 0.56-PPM performance with THF. 

■ Purification Time

The purifier will condition the solvent in 2 to 4 hours. With this fast recovery 

time, the purifier easily provides more than 8 liters of anhydrous solvent per 

day. 

■ Purification Cartridge Life

The purification cartridge will remove approximately 48 grams of H2O. (> 250 

liters of ACS grade solvent @ 200-PPM).

■ Power : 100-240 VAC, 50-60 Hz.

■ Fill Capacity

The purifier is optimized to be filled/refilled with a 4 liter solvent bottle.

■ Oxygen Removal

Inert gas sparging removes the initial oxygen in the unconditioned solvent. 

Contact factory about non sparging oxygen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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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 Size

Take from a small milliliter sample to a large 4 liter sample. 

The circulation conditions and keeps all the solvent in an 

anhydrous condition.

■ Sampling

The purifier is provided with a 24/40 universal inlet adapter for 

application to a variety of flasks and sampling systems. Each 

user can easily customize the connection for each particular 

application or discuss other options with VAC.

■ Weight : 45 lbs.

■ Solvent Purifier

Stainless Steel assembly with storage tank, control valves, 

filters, user connections. This assembly is 27.3” high x 9.8” 

wide x 14.8” deep, not including the cartridge or allowance for 

gas or vacuum piping. The tank holds over 5 liters of solvent 

although the purifier is designed to be filled/refilled with a 4 liter 

solvent bottle. A solvent resistant circulation pump is included. 

A universal power adapter powers this pump.

■ Cartridge

The purification cartridge is a 2.5 liter stainless steel vessel 

that holds the purification media that removes the moisture 

from the organic solvents. The cartridge has quick release 

fittings to allow easy user installation of the cartridge. 

The cartridge media is preconditioned by VAC for peak 

performance.

■ Vacuum Pump Assembly

Includes solvent resistant PTFE vacuum pump, distribution 

manifold to supply 7 purifiers and 50' of PTFE tubing and 

fittings for connection.

■ Gas Regulator Kit

0-10 psig gas regulator and distribution manifold for up to 7 

purifiers. Mounted on a stainless steel panel that closes the 

open end of the right most purifier.

■ Installation

The modular design allows the use of a single purifier for one 

solvent or the expansion into a seven solvent purifier system 

by stacking side by side. The compact size allows installation 

into fume hood or on a bench top.

  

■ Utilities Required

The unit requires hi-purity inert gas and a solvent resistant 

vacuum source for operation. See Options on page 3.

■ Purification Media Replacement/ Cartridge Recharge

When saturated, the purification media is easily replaced 

with fresh pre-activated media supplied by VAC. Remove 

the cartridge using the snap-on, quick release connections. 

Safely dispose of the old media. Pour the new media into the 

cartridge, seal it and then re-install on purifier assembly. 

No on-site activation required. No heating mantles or 

regeneration gas required.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40-7 202호

Tel 02.3664.7263    Fax 02.3664.7264

홈페이지 : www.chong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