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ge and Rack Washer

R 600 Series

R 700 Series

R600 SERIES CAGE & RACK WASHERS
고압스프레이 암 (spray arms) 시스템
스프레이 암을 회전시켜 세척 및 헹굼 용액을 챔버와 케이지 전체 면에 고압으로 분사합니다.
다양한 문(door) 선택
단일 문 또는 양측 문 (door pass-thru model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 진행 중 온도제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Micro-processor)
각 사이클은 최대 효율과 물 절약을 위하여 시간, 온도 다중 세척,
다중 헹굼, 화학 첨가제등을 사전에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된 워싱 사이클은
사용자의 암호 (pin number access) 로 보호됩니다.
터치스크린 조절방식
터치스크린 컨트롤을 사용하여 사전에 프로그램 된 8개의
클리닝 사이클 중에서 손쉽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현재 작동 사이클 및 단계, 실제온도 및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내구성을 위한 견고한 구성
유지 관리 및 교체부품의 용이성
마이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서비스 진단을 용이하게 하며 모든 구성요소 및 부품들은
Better Built 뿐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 할 수 있습니다.
80dB 미만의 소음
알칼리와 산성 세제 호환성
스테인레스 재질로 구성된 캐비닛과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부식되기 쉬운 재질인 플라스틱이나 고무 연결부가 없습니다.
Safety
외부에는 비상정지 버튼, 워셔 내부에는 한 눈에 보이는 비상정지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 (washer door latch)은 워셔 내부에서 손쉽게
밀어서 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이즈
Model

내부 챔버 사이즈
W

x

L

x

H

(mm)

R620

2045 x 2134 x 2616

1067 x 2032 x 2134

R630

2223 x 2388 x 2718

1219 x 2286 x 2235

R670

2223 x 3404 x 2718

1219 x 3302 x 2235

R690

2223 x 4674 x 2718

1219 x 4572 x 2235

R700 Series High Efficiency Cage and Rack Washers

R 700 시리즈
내부챔버 사이즈 및 기본적인 사양은 R 630과 동일하지만
스프레이 시스템과 부가적인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Oscillating Manifold Spray Jet System
워셔 내부의 벽에 상, 하 110도의 진폭을 가진 암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세척액을 고압으로 분사합니다. 세척 노즐은 160개,
행굼 노즐은 100개 그리고 3개의 노즐이 추가로 천정에 설치되어
완벽하게 세척면을 커버합니다.
Aqua Pulse Spray
세척과 헹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척액(헹굼액)의 분사 강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Aqua Pulse Spray System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척액의 분사 지속시간과 빈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좌측 벽
노즐과 우측 벽 노즐의 분사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약하게
반복하는 형태로 운전됩니다.

외부 사이즈
Model
R730

내부 챔버 사이즈
W x L x H

2337 x 2477 x 2743

(mm)
1219 x 2286 x 2235

V700 SERIES DECONTAMINATION CHAMBERS

과산화수소 연결 포트

V700 기기 내부

과산화수소 분사 노즐

전기 콘센트 연결대

이산화염소 가스 외부 연결대

V700 Series Decontamination Chamber
BetterBuilt V700 Series Decontamination 챔버는 다양한 실험장비와 기기 그리고 멸균대상물질 (Materials)을
상온에서 훈증멸균 (Decontamination) 하기 위하여 완전밀폐로 설계되었으며 이산화염소 가스 및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멸균에 최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듈식 스테인레스 스틸 구성



멸균 시 공기압으로 완벽한 내부 밀봉



이산화염소 가스 또는 과산화수소 멸균에 필요한 사양 탑재



실리콘을 이용한 누출 방지 설계



멸균을 위한 견고한 내구성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3동 1303호 (신동, 디지털엠파이어 II)

www.cdgaskorea.com

Tel: 031-695-5710
Non-exclusive distribu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