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OVAC AP ‒ A
화학 및 제약 산업용 진공 시스템

검증된 성능검증된 DOLPHIN 액봉식 진공 펌프가 장착된 스탠다드 진공 시스템, 증류, 결정화, 여과, 진공 건조 등 화학 및 제약 산업의 주요 공정용으로 특별하게 설계됨

견고성독성, 부식성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매우 높은 증기 및 파티클 수용성, 가혹한 공정 조건용, 최소한의 배출 및 최대한의 용제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이중 응축수

경제성낮은 운영 비용, 높은 가동 시간, 최소한의 유지보수, 긴 사용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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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도면

다음 기술 값은 ISO  Hz를 나타냅니다.
AP  A AP  A AP  A

펌프용량  m/h  m/h  m/h
최대 진공도  hPa(mbar)  hPa(mbar)  hPa(mbar)
모터정격 소비전력 . kW . kW . kW
모터정격 회전속도  min-  min-  min-

대략적 중량  kg  kg  kg
치수(가로 X 세로 X 높이)  x  x  mm  x  x  mm  x  x  mm
가스 유입구 DN  DN  DN 
가스 유출구 DN  DN  DN 

다음 기술 값은 ISO  Hz를 나타냅니다.
AP  A AP  A AP  A

펌프용량  m/h  m/h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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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A AP  A AP  A
최대 진공도 10(선택 사양 이젝터 포함)hPa(mbar) 10(선택 사양 이젝터 포함)hPa(mbar) 10(선택 사양 이젝터 포함)hPa(mbar)
모터정격 소비전력 . kW . kW . kW
모터정격 회전속도  min-  min-  min-

대략적 중량  kg  kg  kg
치수(가로 X 세로 X 높이)  x  x  mm  x  x  mm  x  x  mm
가스 유입구 DN  DN  DN 
가스 유출구 DN  DN  DN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quotation@busch.co.kr 또는 + ()  문의 양식 당사에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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