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ision Air Compressor

Independent air supply for Precision modules

Part Number : 65-0555 (230v) | 65-1555 (110v)

Your local gas generation partner

제품 요약
Precision Air Comprssor는 Precision Nitrogen과 Precision Zero Air및 그외
분석기용 가스 발생기의 원료인 압축공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제작
되었습니다.
모듈형식이며 Precision 시리즈의 다른 모델과 조합하여 위로 쌓을수
있는 형식이므로 생성가스의 주원료인 압축공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여
독립적인 가스생성의 솔루션입니다.
Precision Air Compressor는 고유한 이중 컴프레서 마운팅 시스템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실험실에서 작동할 때에 적은 소음과 진동으로 비교적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540 mm

380 mm

406 mm

Precision Air Compressor shown in a typical Precision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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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ision Nitrogen and Zero Air generators에 압축
공기를 공급

)

단일(1대의) 장비로 Precision Nitrogen and Zero Air
generators을 공급하며 적재가능한 타입입니다.

)

소음 및 진동 방지를 위한 이중 compressor 마운팅
시스템

)

서비스 및 수리 확인이 가능한 indicator

)

12개월(1년) 동안의 종합적인 현장 보증기간

제품 사양

Air Compressor 110v

Air Compressor 230v

최대 유량

suitable for various Precision combinations

최대 압력

120psi (8.27 Bar)

가스 Outlets

1 x 1/4” BSPP

사용 환경 온도

5°C - 35°C / 41°F - 95°F

정격 전압

110-115V 50/60Hz 5.2A

208-230V 50/60Hz 3.2A

소비 전력

510 Watts

1150 Watts

발열량

1740 - 3922 BTU/Hr

제품 크기(높이x가로x세로)

38.0cm x 54.0 cm x 40.6cm / 14.9” x 21.2” x 15.9”

무게

42 Kg / 93 lbs

Ordering Information
기본 모델

65-1555

Annual Service Kit

65-0555
www.peakscientific.com/ordering

Standard Maintenance Plan

09 - 3110

Complete Maintenance Plan

09 - 3010

Peak Scientific의 가스 제너레이터는 전 세계의 실험실의 신뢰성, 편의성, 성능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12개월 보증기간이 함께합니다. 12
개월의 기간이 지나도, 보증기간 연장을 통하여 Peak Scientific의 종합적인 제너레이터 서비스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당사의 세계적 수준의 애프터 케어 지원 패키지는 예정된 예방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갑작스런 고장 발생시 즉각적으로 전 세계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크사이언티픽 코리아

Product Certifications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청진동 디타워 디2)
(우) 03155
Tel: 010-2007-2722

Peak Scientific’s Quality
Management System
conforms to: ISO:9001:2008

For a full list of our worldwide
office locations, please visit:
Web: www.peakscientific.com
Email: discover@peakscientif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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