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ilent IDP Dry Scroll 펌프 제품군

고객의 니즈를
진공 혁신 기술로 전환

IDP-3

IDP-15

신제품! IDP-7
신제품! ID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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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이 애질런트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먼저 당사의 
엄격한 품질 및 성능 기준에 최대한 맞아야 합니다.

당사가 훨씬 더 안정적인 진공 솔루션 개발을 시작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사는 관찰하고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기술적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워크플로의 도전과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다음과 같은 고객의 목표는 
당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가동 중단 최소화,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 및 가장 청결하고 건조한 진공 경로 만들기.

그 결과 새로운 애질런트 Dry Scroll 펌프가 탄생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오일 씰(Oil-sealed) 펌프에 대한 청결하고 콤팩트한 
대체품 이상으로, 애질런트 Scroll 펌프는 애질런트의 혁신 정신과 
산업계를 변화시키는, 아이디어의 결실을 맺기 위한, 협업 노력을 
반영합니다.

애질런트라는 이름에 맞게 안정적인  
유일한 DRY 펌프

AGILENT IDP DRY SCROLL 펌프

Scroll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Agilent IDP 펌프는 하나의 중첩된 Scroll이 다른 Scroll을 돌며 캡처된 가스의 이동성을 생성하는 간단한 이중 Scroll 메커니즘을 이용해 
진공을 만듭니다. 가스가 주변에서 Scroll set로 들어간 후 중앙 허브로 이동해 압축된 후 배출됩니다.

가스가 이동하면서... 중앙 허브에서 가스가 
배출됩니다

…중앙 허브를 항해 
압축됩니다

가스가 Scroll set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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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Scroll 펌프는 진정한 건식 펌프인가?
Yes…그리고 연구 및 산업용으로 완전히 
차별화되었습니다

유사한 크기의 펌프보다 뛰어난 성능

Isolated Dry Pumps(IDP)는 낮은 기본 압력(Base pressure)까지 
진공 환경을 신속하게 만들어, 터보 펌프 성능과 시스템 
신뢰성을 극대화합니다.

실험실 내부와 외부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
IDP Scroll 펌프는 진공 시스템의 유출, 누수 또는 침윤을 일으킬 
수 있는 오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공 시스템에 
Hydrocarbon 오염 위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IDP Scroll 
펌프가 공기, 물 및 토양에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동 중단 시간 감소, 유지 비용 절감
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기존 
펌프와 달리, IDP Scroll 펌프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Seal 교체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애질런트의 내구성 있는 
견고한 tip seal이 장착되므로 3년의 사용 수명을 지원합니다. 

또한 Dry Scroll 펌프는 비용이 많이 드는 오일 토핑(Topping), 
교환 및 폐기가 필요 없으며 펌프 고착의 위험도 없습니다.  
더 좋은 점은, 오일의 누수/유출 또는 사용된 오일의 유해 
폐기물 처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한 설치 및 통합
IDP 펌프는 설치 면적이 작으며, 중량이 가볍고, 요구 전력도 
작아 모든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유틸리티에 부담이 거의 
없고 특별한 전압이 필요하지 않으며 캐비닛 등의 인클로저 
내에 설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gilent IDP Scroll 펌프는 
모터에 고정식으로 배선되지 않은 표준형(범용) IEC 전원 
코드를 사용합니다.

더 쾌적한 작업 시간
혁신적인 스크롤 디자인으로 노이즈 커버 없이도 소음과 
진동을 줄여 줍니다. 게다가, Hydrocarbon 배출이 없고 유증기 
필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Tip seal 교체가 얼마나 간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www.agilent.com/chem/idpscrollpumps

혁신적인 밀폐형 디자인 

IDP 펌프는 베어링과 모터를 진공부와 완전히 
격리하여, leak을 방지하고 공정 가스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IDP-3의 Tip seal 교체는 빠르고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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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가스를 회수하고 독성 가스 leak을 방지합니다
Agilent IDP Scroll 펌프는 모터와 베어링이 대기압부, 즉 진공 공간 외부에  
놓이는 밀폐형 디자인을 채택하여, 펌핑되는 모든 기체를 완벽히 격리합니다.  
Inlet으로부터 배출구까지 밀폐형인 이 시스템은 특히 희귀한 가스 및 헬륨  
재순환 분야에 안성맞춤입니다.

진동 손상으로부터 시스템 보호
IDP-15 Scroll 펌프의 일체형 진동 방지 구조물은 
모듈 진동을 줄이며 장착 브래킷에서 모터 및 스크롤 
진동을 분리합니다.

방진재

IDP-15
밀폐형으로 디자인된 IDP 펌프는 
비공정 외부 가스가 진공 경로에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합니다.

AGILENT IDP DRY SCROLL 펌프

펌프 내 진공, 
Inlet 밸브 열림

펌프 Vent,  
Inlet 밸브 닫힘

IDP Scroll 펌프 주요 설계 특징

고장 없는 일체형 차단 밸브가 혹시 있을 지 모를  
사고 시, 오염을 원천 차단합니다
옵션 선택인 이 일체형 밸브가 역방향으로의 역류  
및 갑작스런 배출(Vent) 사고에 대하여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더욱이, 모듈 내부에 설치되어 펌프  
Inlet의 높이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 조건에서 스프링이 Inlet 밸브를 여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 펌프 작동으로 압력이 떨어지면 스프링이  
밸브를 엽니다.

• 전원이 끊기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아래의 작은  
챔버를 배출하여 Inlet 밸브를 닫습니다(약 20msec).

• 전원이 복원되면, 솔레노이드가 닫히고, 펌프의  
가스를 제거하고 Inlet 밸브가 열립니다(약 10-30초).

깨끗하고 조용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일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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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좋은 소리
IDP Scroll 펌프 모듈을 설계할 때, 
애질런트는 조용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 전문가와 상의했습니다. 
Agilent IDP Scroll 펌프가 일반적인 
일상의 소음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 보십시오.

정속 모터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운영 가능
Agilent IDP 펌프 모터(IDP-3, -7, -15)는 다음 단상 
작동 전압을 지원합니다.
• 100V, 50/60Hz
• 115V, 60Hz
• 220 ~ 230V, 50/60Hz
• 24VDC(IDP-3만)
게다가, 간단한 스위치를 이용해 고압 및 저압 
사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부 카울링은 노이즈 
인클로저(펌프의  
커버)로 작용합니다

모듈 전원 On/Off 
스위치

아워 미터

고/저 전압 
스위치

노이즈 dBA

동력 사슬톱/천둥소리 120 

차 경적(1m)/라이브 록 음악 110 

잔디 깎는 기계/비행기 이륙(1km) 100 

오토바이(8m 거리) 90 

화물차(25m)/믹서 80 

고속도로의 자동차/진공청소기 70 

에어컨(30m)/사무실 소음 60 

Agilent IDP-7 Scroll 펌프 52
실내에서의 대화 50 

공공 도서관 40 

10dBA가 추가될 때마다 소음은 두 배가 됩니다.

15분 이내에 펌프 정비

단면 Scroll 디자인으로 Tip seal을 교체할 때 고정된 Scroll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 절차는 두 개의 기본 공구만 사용해 15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디자인으로 Agilent IDP Scroll 펌프는 10mTorr의 극도로 낮은 압력을 
달성합니다.

Tip seal 교체가 얼마나 간단한지 확인하려면 라이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www.agilent.com/chem/id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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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10 및 IDP-7 Scroll 펌프가 추가되어 동결 건조, 글루브(glove) 박스, 시료 전처리, SEM 등과 
같은 응용 분야에 애질런트의 품질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터보 펌프의 Backing과 로드록 
응용 분야에도 이상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종류의 펌핑 속도를 통해, 가능한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위한 시스템 구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펌핑 속도 옵션으로 새로운 분야에  
응용 가능

AGILENT IDP DRY SCROLL 펌프

전자현미경 검사
• 매우 낮은 진동—기기에 영향 없음
• 오일 프리—빈번한 유지보수 없음, 오염 위험 없음
• Inlet 차단 밸브로 시스템 보호 보장
• 조용한 작동—노이즈 커버 불필요

질량 분석법
• 오일 프리—빈번한 유지보수 없음, 오염 위험 없음
• Inlet 차단 밸브로 시스템 보호 보장
• 조용한 작동—노이즈 커버 불필요

시료 전처리
• 베어링이 보호되므로 light solvent에  
사용 가능

• 깨끗한 오일 프리 진공 경로
• 듣기 좋은 소리
• 긴 사용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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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오일 프리—빈번한 유지보수 
없음, 오염 위험 없음

• Inlet 차단 밸브로 시스템 보호 
보장

• 쾌적한 작업장을 위한 조용한 
작동

• 긴 사용 수명

헬륨 회수 재순환
• 깨끗한 오일 프리 진공  
경로, 빈번한 유지보수  
없음, 오염 위험 없음 

• 긴 사용 수명
• 밀폐형 디자인으로 leak  
방지 보장

동결 건조
• 베어링 보호로 수증기에 높은 
내성 제공

• 쾌적한 작업장을 위한 조용한 
작동

• 긴 사용 수명

글루브(Glove) 박스
• 베어링 보호로 수증기에 
높은 내성 제공

• 쾌적한 작업장을 위한 
조용한 작동

• 긴 사용 수명



IDP 모델 펌핑 속도 기본 압력 모터 정격/작동 전압 일반 응용 분야 다음의 경우 이 모델 선택...

IDP-3

60 Hz/24 VDC
60 L/min
3.6 m3/h

50 Hz
50 L/min
3.0 m3/h

60 Hz/24 VDC
3.3 x 10-1 mbar
2.5 x 10-1 Torr

50 Hz
3.3 x 10-1 mbar
2.5 x 10-1 Torr

0.16 HP (120 W)/
100-120; 200-240 VAC

• Leak 감지
• GC/MS
• 헬륨 회수 재순환

• 가장 가볍고 가장 콤팩트한 기본 펌프를 원할 경우
• 펌프를 기기에 통합해야 할 경우
• 24V 드라이브를 원할 경우

신제품! IDP-7

60 Hz
152 L/min
9.1 m3/h

50 Hz
120 L/min
7.2 m3/h

60 Hz
2.6 x 10-2 mbar
2.0 x 10-2 Torr

50 Hz
4.0 x 10-2 mbar
3.0 x 10-2 Torr

0.38 HP (300 W)/
100-120; 200-240 VAC

• 진공 오븐
• 헬륨 회수 재순환
• 고진공 Backing 펌프
• 일반 실험실 진공

• 약간 더 높은 펌핑 속도가 필요하지만 콤팩트한 테이블탑 펌프를 원할 경우
• 수증기를 처리해야 할 경우

신제품!  IDP-10
50 Hz or 60 Hz

at full rotational speed  
(factory setting)  

170 L/min 
10.2 m3/h

50 Hz or 60 Hz
at full rotational speed  

(factory setting)  
2.0 x 10-2 mbar
1.5 x 10-2 Torr

0.5 HP (350 W)/
100-127; 200-240 VAC

• 현미경 기기
• 표면 분석 기기
• 헬륨 회수 재순환
• 박막 증착

• 모든 입력 주파수에서 범용 펌프 성능을 보장하고자 할 경우
• 원격 속도 제어 또는 켜기/끄기 기능을 원할 경우

IDP-15

60 Hz
256 L/min
15.4 m3/h

50 Hz
214 L/min
12.8 m3/h

60 Hz
1.3 x 10-2 mbar
1.0 x 10-2 Torr

50 Hz
1.3 x 10-2 mbar
1.0 x 10-2 Torr

0.75 HP (560 W)/
100-115; 220-230 VAC

• 일반 실험실 진공
• 박막 증착
• LED, 전구 제조

• 이용 가능한 가장 조용한 펌프를 원할 경우
• 이용 가능한 Inlet에 최저 진동을 원할 경우
• 큰 챔버를 제거해야 할 경우

다음의 경우 Inlet 차단  
밸브 추가... 

• 실험 기기
• 빔 및 입자 물리학
• Backing 터보 펌프

• 전원이 끊길 경우 시스템과 고진공 펌프를 보호하기 원할 경우
• 난류 정지 및 시작 동안에 펌프 Inlet을 격리하기를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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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IDP DRY SCROLL 펌프

AGILENT IDP DRY SCROLL  
진공 펌프 선택 방법

이 간단한 안내서는 응용 분야에 적합한 펌핑 속도, 기본 압력 및 모터 사양을 가진 Agilent IDP 펌프 선택에 도움을 드립니다.



IDP 모델 펌핑 속도 기본 압력 모터 정격/작동 전압 일반 응용 분야 다음의 경우 이 모델 선택...

IDP-3

60 Hz/24 VDC
60 L/min
3.6 m3/h

50 Hz
50 L/min
3.0 m3/h

60 Hz/24 VDC
3.3 x 10-1 mbar
2.5 x 10-1 Torr

50 Hz
3.3 x 10-1 mbar
2.5 x 10-1 Torr

0.16 HP (120 W)/
100-120; 200-240 VAC

• Leak 감지
• GC/MS
• 헬륨 회수 재순환

• 가장 가볍고 가장 콤팩트한 기본 펌프를 원할 경우
• 펌프를 기기에 통합해야 할 경우
• 24V 드라이브를 원할 경우

신제품! IDP-7

60 Hz
152 L/min
9.1 m3/h

50 Hz
120 L/min
7.2 m3/h

60 Hz
2.6 x 10-2 mbar
2.0 x 10-2 Torr

50 Hz
4.0 x 10-2 mbar
3.0 x 10-2 Torr

0.38 HP (300 W)/
100-120; 200-240 VAC

• 진공 오븐
• 헬륨 회수 재순환
• 고진공 Backing 펌프
• 일반 실험실 진공

• 약간 더 높은 펌핑 속도가 필요하지만 콤팩트한 테이블탑 펌프를 원할 경우
• 수증기를 처리해야 할 경우

신제품!  IDP-10
50 Hz or 60 Hz

at full rotational speed  
(factory setting)  

170 L/min 
10.2 m3/h

50 Hz or 60 Hz
at full rotational speed  

(factory setting)  
2.0 x 10-2 mbar
1.5 x 10-2 Torr

0.5 HP (350 W)/
100-127; 200-240 VAC

• 현미경 기기
• 표면 분석 기기
• 헬륨 회수 재순환
• 박막 증착

• 모든 입력 주파수에서 범용 펌프 성능을 보장하고자 할 경우
• 원격 속도 제어 또는 켜기/끄기 기능을 원할 경우

IDP-15

60 Hz
256 L/min
15.4 m3/h

50 Hz
214 L/min
12.8 m3/h

60 Hz
1.3 x 10-2 mbar
1.0 x 10-2 Torr

50 Hz
1.3 x 10-2 mbar
1.0 x 10-2 Torr

0.75 HP (560 W)/
100-115; 220-230 VAC

• 일반 실험실 진공
• 박막 증착
• LED, 전구 제조

• 이용 가능한 가장 조용한 펌프를 원할 경우
• 이용 가능한 Inlet에 최저 진동을 원할 경우
• 큰 챔버를 제거해야 할 경우

다음의 경우 Inlet 차단  
밸브 추가... 

• 실험 기기
• 빔 및 입자 물리학
• Backing 터보 펌프

• 전원이 끊길 경우 시스템과 고진공 펌프를 보호하기 원할 경우
• 난류 정지 및 시작 동안에 펌프 Inlet을 격리하기를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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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 Dry Single Scroll  
밀폐형 진공 펌프 IDP-3 신제품! IDP-7 신제품! IDP-10 IDP-15

치수(h x w x l) 181 x 140 x 358 mm (7.13 x 5.5 x 14.09 in) 254 x 260 x 420 mm (10 x 10.24 x 16.54 in) 297 x 260 x 420 mm (11.7 x 10.05 x 16.54 in) 364 x 333 x 485 mm (14.3 x 13.1 x 19.1 in)

피크 펌핑 속도 60 Hz/24 VDC: 60 L/min (3.6 m3/h)
50 Hz: 50 L/min (3.0 m3/h)

60 Hz: 152 L/min (9.1 m3/h)
50 Hz: 120 L/min (7.2 m3/h)

170 L/min (10.2 m3/h) 
at full rotational speed

60 Hz: 256 L/min (15.4 m3/h) 
50 Hz: 214 L/min (12.8 m3/h)

최고 압력 3.3 x 10-1 mbar (2.5 x 10-1 Torr)  60 Hz: 2.6 x 10-2 mbar (2.0 x 10-2 Torr)
50 Hz: 4.0 x 10-2 mbar (3.0 x 10-2 Torr) 2.0 x 10-2 mbar (1.5 x 10-2 Torr) 1.33 x 10-2 mbar (1 x 10-2 Torr)

모터 회전 속도 60 Hz/24 VDC: 3200 rpm
50 Hz: 2600 rpm

60 Hz: 1750 rpm
50 Hz: 1450 rpm

Variable from 63.33 Hz: 1900 rpm (factory setting)
 to 45 Hz: 1350 rpm 

60 Hz: 1725 rpm
50 Hz: 1450 rpm

중량(펌프만) 9.5 kg (21 lbs) 24.5 kg (54 lbs) 24.74 kg ( 54.5 lbs) 34 kg (75 lbs)
배송 중량 10.5 kg (23 lbs) 28.1 kg (62 lbs) 28.1 kg ( 62 lbs) 45 kg (100 lbs)
노이즈 수준(ISO 11201에 따른) 55 dB (A)   52+/- 2 dB (A)   53 +/- 2 dB (A) 50 +/- 2 dB (A)
외형 치수(밀리미터)[인치]

펌핑 속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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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사양

AGILENT IDP DRY SCROLL 펌프

이 빠른 참조표는 각 Agilent IDP Scroll 펌프의 주요 차별화 사양을 나열합니다. 
(참고: 추가적인 일반 사양은 페이지 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DP Dry Single Scroll  
밀폐형 진공 펌프 IDP-3 신제품! IDP-7 신제품! IDP-10 IDP-15

치수(h x w x l) 181 x 140 x 358 mm (7.13 x 5.5 x 14.09 in) 254 x 260 x 420 mm (10 x 10.24 x 16.54 in) 297 x 260 x 420 mm (11.7 x 10.05 x 16.54 in) 364 x 333 x 485 mm (14.3 x 13.1 x 19.1 in)

피크 펌핑 속도 60 Hz/24 VDC: 60 L/min (3.6 m3/h)
50 Hz: 50 L/min (3.0 m3/h)

60 Hz: 152 L/min (9.1 m3/h)
50 Hz: 120 L/min (7.2 m3/h)

170 L/min (10.2 m3/h) 
at full rotational speed

60 Hz: 256 L/min (15.4 m3/h) 
50 Hz: 214 L/min (12.8 m3/h)

최고 압력 3.3 x 10-1 mbar (2.5 x 10-1 Torr)  60 Hz: 2.6 x 10-2 mbar (2.0 x 10-2 Torr)
50 Hz: 4.0 x 10-2 mbar (3.0 x 10-2 Torr) 2.0 x 10-2 mbar (1.5 x 10-2 Torr) 1.33 x 10-2 mbar (1 x 10-2 Torr)

모터 회전 속도 60 Hz/24 VDC: 3200 rpm
50 Hz: 2600 rpm

60 Hz: 1750 rpm
50 Hz: 1450 rpm

Variable from 63.33 Hz: 1900 rpm (factory setting)
 to 45 Hz: 1350 rpm 

60 Hz: 1725 rpm
50 Hz: 1450 rpm

중량(펌프만) 9.5 kg (21 lbs) 24.5 kg (54 lbs) 24.74 kg ( 54.5 lbs) 34 kg (75 lbs)
배송 중량 10.5 kg (23 lbs) 28.1 kg (62 lbs) 28.1 kg ( 62 lbs) 45 kg (100 lbs)
노이즈 수준(ISO 11201에 따른) 55 dB (A)   52+/- 2 dB (A)   53 +/- 2 dB (A) 50 +/- 2 dB (A)
외형 치수(밀리미터)[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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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AGILENT IDP DRY SCROLL 펌프

IDP-3 설명 부품 번호

IDP-3, 1φ, 220 V, 50/60 Hz IDP3A01

IDP-3, 1φ, 115 V, 60 Hz IDP3B01

IDP-3, 1φ, 100 V, 50/60 Hz IDP3C01

IDP-3, 24 VDC IDP3D01

Inlet 차단 밸브 포함
IDP-3, 1φ, 220 V, 50/60 Hz IDP3A21

IDP-3, 1φ, 115 V, 60 Hz IDP3B21

IDP-3, 1φ, 100 V, 50/60 Hz IDP3C21

IDP-3, 24 VDC IDP3D21

서비스 부품 번호
IDP-3 tip seal replacement kit IDP3TS

액세서리 부품 번호

Exhaust silencer kit EXSLRIDP3

Inlet trap SCRINTRPNW16

Vibration isolation kit IDP3VIBISOKIT

IDP-7 설명 부품 번호

IDP-7 X3807-64000

IDP-7 with inlet isolation valve X3807-64010

서비스 부품 번호
IDP-7/10 tip seal replacement kit X3807-67000

액세서리 부품 번호

Exhaust silencer kit X3807-68003

Purge kit X3807-68004

Gas ballast kit X3807-68008

Inlet trap SCRINTRPNW25

Vibration isolation kit SH110VIBISO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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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10 설명 부품 번호

IDP-10 X3810-64000

IDP-10 with inlet isolation valve X3810-64010

서비스 부품 번호
IDP-7/10 tip seal replacement kit X3807-67000

액세서리 부품 번호

Exhaust silencer kit X3807-68003

Purge kit X3807-68004

Gas ballast kit X3807-68008

Inlet trap SCRINTRPNW25

Vibration isolation kit SH110VIBISOKIT

IDP-15 설명 부품 번호

IDP-15 X3815-64000

IDP-15 with inlet isolation valve X3815-64010

서비스 부품 번호
IDP-15 tip seal replacement kit X3815-67000

액세서리 부품 번호

Exhaust silencer kit EXSLRSH110 

Purge kit X3807-68004

Gas ballast kit X3807-68008

Inlet trap SCRINTRPNW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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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AGILENT IDP DRY SCROLL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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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 IDP Dry Single Scroll 밀폐형 진공 펌프

Media 부식성, 폭발성 또는 입자 형성 가스 사용 불가

최대 입구 압력 1.0 atmosphere (0 psig)

권장 최대 입구 압력 200 mbar (150 Torr)

최대 출구 압력 IDP-3 및 IDP-15: 1.4 atmosphere (6.5 psig)

IDP-7 및 IDP-10: 1.34 atmosphere (5 psig)

입구 연결 IDP-3: NW16

IDP-7, IDP-10, IDP-15: NW25

배출 연결 IDP-3: female, 0.25 inch, national pipe thread; 10 mm hose barb 
provided installed

IDP-7 & IDP-10: NW16

IDP-15: female, 0.25 inch, national pipe thread (NW16 adapter 
provided)

가스 밸러스트 IDP-3, IDP-7 및 IDP-10: female, 0.25 inch, national pipe thread  
(가스 밸러스트 포트 플러그 설치되어 배송; 20 µm 소결  
필터 제공)

IDP-15: female, 0.25 inch, national pipe thread (two positions)

Pneurop 6602에  
따른 수증기 처리량(최대)

IDP-7 및 IDP-10: 120 g/h

IDP-15: 235 g/h

주변 작동 온도 5 to 40 °C (41 to 104 °F)

보관 온도 –20 to 60 °C (–4 to 140 °F)

모터의 열 보호 Automatic thermal protection

냉각 시스템 Air-cooled

Leak Rate(배출구 밀폐 상태) <1 x 10-6 sccs (1 x 10-6 mbar.l/s)

Inlet에서의 진동 수준(ISO  
10816-1에 따른)

IDP-3: 5 mms-1 rms

IDP-7 & IDP-10: 7 mms-1 rms

IDP-15: < 9 mms-1 rms

아워 미터 통합 아워 미터 제공

방출 및 내성 EN61236-1: 2013 as a Class A device

안전성 EN/IEC 61010 3rd Edition certified

주변 상대 습도 5-90 %; noncondensing

설치 Indoor use, installation category II, pollution degree 2

고도 2000 m (6562’)

참고: 각 모델의 상세 사양은 페이지 10 ~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질런트의 추가적인 진공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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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sTorr FS Turbomolecular 펌프 
우수한 진공 성능을 제공하는 이 펌프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조용하고, 낮은 진동 운전
•  장시간의 운전에도 낮은 소음 및 진동 
안정성

• 간편한 시스템 통합
• 애질런트의 품질과 신뢰성

Vaclon 펌프
이온 펌프 발명자로서 출시하는 
신제품인 VIP200은 10-8 mbar 범위의 
낮은 압력에서 최고 펌핑 속도를 
달성하는 최초의 이온 펌프입니다.

VS 시리즈 Leak 감지기
두 버튼으로 작업하는 단순성과 고급 
시스템 정보가 결합되어 당사의 
VS 시리즈 Leak 감지기는 산업용 
및 연구용으로 모두 적합합니다. 
시작 및 배기 버튼으로 일상 작업을 
간소화합니다. 감지기는 정밀하며 
신뢰할 수 있고 사용이 쉽습니다.

과학 및 산업용 진공 측정
XGS-600 고성능, 고용량 진공 게이지 
랙 컨트롤러는 표준 절반 크기의 랙 
패키지에 유연하고 비용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다수의 러핑(ROUGHING) 
제어 및 높은 진공과 초고도 진공 
게이지를 제공합니다.

첨단 scroll 펌프 제공 외에도 애질런트는 실험실을 최고 성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진공 및 leak 감지 기술 교육
40년 이상 전에 Vaclon 초고도  
진공 펌프의 발명 이래로  
애질런트(Varian의 인수와 더불어)는  
진공 및 leak 감지 기술을 선도해 
왔습니다. 온라인 화상 교육, 세미나, 
강의실에서의 집중 강의 및 현장 맞춤형 
강좌를 제공하여 높은 인정을 받는 
당사의 교육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기술에서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IDP Dry Scroll 진공 펌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
www.agilent.com/chem/idpscrollpumps

애질런트 고객 센터 찾기
www.agilent.com/chem/contactus

미국 및 캐나다
무료 전화: 1-800-882-7426  
vpl-customerservice@agilent.com

유럽
무료 전화: 00 800 234 234 00 
vpt-customerservice@agilent.com

아시아 태평양
inquiry_lsca@agilent.com
 
 

연구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진단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정보는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gilent Technologies, Inc. 2017 
2017년 3월 7일 한국에서 인쇄 
5991-7583KO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일신빌딩 4층      우)04418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생명과학/화학분석 사업부 
고객지원센터 080-004-5090  www.agilent.co.kr

사양을 뛰어넘는 진공
Varian의 인수를 통해 Agilent Technologies는 더욱 보완하여 과학 및 
산업용으로 완벽한 진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애질런트는 우수한  
진공 제품을 최적화된 진공 솔루션으로 통합하기 위해 응용, 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교육에 고유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www.agilent.com/chem/vacu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