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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자유
모든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진공 펌프 시스템

애질런트 터보 펌핑 시스템

TPS 내의  
진공 기술 혁신 
• TwisTorr 또는 MacroTorr 스테이지
• FS Floating Suspension
• IDP 드라이 스크롤 기술
• 액티브 게이지 능력
• 적응형 스크롤 펌프 드라이빙 펌웨어

플러그 앤 펌프 시스템에서 DIY 펌핑 솔루션과 모듈식 맞춤형 패키지까지, 귀하의 진공 요건에 맞는 
최적의 터보 펌핑 시스템을 쉽게 찾아보세요.

애질런트 TPS 제품군에는 최첨단 터보 및 주요 펌핑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특수 응용 요건에 맞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PS 제품군 알아보기:  
고객 진공 시스템을 위한 넓은 선택 범위, 쉬운 사용성 및 뛰어난 성능

플러그 앤 펌프 솔루션
 - TPS-mini   

  10L/분 드라이 펌프로 지원되는 TwisTorr 70L/초 터보 펌프를 갖춘, 바로 사용 가능한 진공 시스템. 모든 것이 
단일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급에서 가장 작은 풋프린트와 무게를 자랑합니다.

 - TPS-콤팩트
   TwisTorr FS 70 또는 300L/초 터보 펌프 및 IDP-3 드라이 스크롤 펌프를 단일 패키지에 포함시킨 통합형 시스템. 

최고의 진공 성능 및 가장 빠른 펌프다운 시간을 자랑합니다.

DIY 솔루션
 - TPS-Flexy     

  TwisTorr FS 70 또는 300L/초 터보 펌프, IDP-3 또는 IDP-7 드라이 스크롤 펌프 또는 MD-1 다이어프램 backing 
펌프, 게이지 판독 기능 등을 갖춘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TPS-Flexy 패키지를 선택하기만 하면 조립 지침과 참고 
동영상의 도움을 받아 시스템을 손쉽게 스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및 휴대용 솔루션 

 - TPS-모바일  

  높은 압축비 및 넓은 범위의 펌핑 속도를 갖춘 높은 용량의 회전식 카트 시스템입니다. 70~550L/초 범위의 터보 
펌프, 드라이 스크롤 펌프 또는 oil sealed primary 펌프, 넓은 범위에 걸친 게이지 및 구성 요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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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질런트의 미션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진공 

장비 제공

• 사용 편의성 향상

• 모든 요건에 맞는 올바른 솔루션 제공

• 모든 응용 분야에서 유연성과 융통성 
보장

•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진공 기술 
제공

혜택
• 최대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최적화된 터보 펌프와 
backing 펌프의 조합

• 사용자 맞춤을 간소화 시켜주는 모듈형 
설계

• 애질런트의 품질, 긴 사용 기간 및 높은 
신뢰성  

• 서비스 친화성, 구성 요소에 대한 손쉬운 
액세스

• 플러그 앤 펌프: 설치 또는 배선 작업 
불필요

• 온보드 fore-vacuum 안전 밸브로 정전  
시 역류 방지

• 진공 게이지 및 컨트롤러의 직접 연결  
및 판독



적합한 용도:

• 소량 챔버 펌프다운(<10L)

• 실험실

• 서비스 목적

• 의료 응용

• SEM – MS 응용

• Load & Lock 챔버

쉬운 진공 작업: 
Agilent TPS 제품군
애질런트 터보 펌핑 시스템 구성을 선택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TPS-mini   
특징 이점

가장 작은 풋프린트, 가장 가벼운 무게, 및 
콤팩트하고 드라이하며 청결하고 견고한 
시스템

고객의 시스템에 직접 설치 가능(진공 
파이프 불필요/향상된 전도도/플러그  
앤 펌프 작동)

액티브 게이지 판독 기능 넓은 범위의 진공 게이지 구동 가능,  
외부 게이지 컨트롤러 불필요

통합된 대형 압력 데이터 디스플레이 쉬운 시스템 압력 모니터링

차세대 터보 분자 펌프 
TwisTorr 74 FS, 
10L/분의 드라이 다이어프램 펌프 지원, 
동일 케이스로 포장

통합형 플러그 앤 펌프 드라이 진공 시스템 
소량 주입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펌핑 
솔루션 

세계 통용 전압(90 ~ 240V) - CE/CSA 
인증 세계 통용 전원 구성, 세계 안전 표준 준수

RS-232 또는 유사 통신, 압력 유도 설정값, 
아날로그 설정값 사용 편의성, 쉬운 PLC 및 PC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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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형 스크롤 펌프 드라이빙 펌웨어

적합한 용도:

• 실험실

• 대학

• 중형 챔버의 빠른 펌프다운

• 산업 응용 

• 전자 현미경 및 질량 분석

TPS-콤팩트

TPS-콤팩트
적응형 스크롤 펌프
드라이빙 펌웨어

특징 이점

통합형 IDP-3 드라이 스크롤 backing 펌프 매우 빠른 펌프다운 시간.
쉬운 스크롤 팁 씰(seal) 교체(15분)

적응형 스크롤 펌프 드라이빙 시스템 연장된 스크롤 펌프 팁 씰(seal) 수명

가스 밸러스트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해 습도를 
감소시킴

액티브 게이지 판독 기능 넓은 범위의 진공 게이지 구동 가능,
외부 게이지 컨트롤러 불필요

통합된 대형 압력 데이터 디스플레이 쉬운 시스템 압력 모니터링

차세대 TwisTorr 74 FS 또는 305 FS  
터보 분자 펌프

뛰어난 기본 압력,
최저 10-10mbar

콤팩트, 가벼운 무게, 드라이, 청결성 및 
견고성
벤치탑 시스템

플러그 앤 펌프 시스템, 올인원, 매우 
간단한 사용성  
휴대용, 완전 통합형, 탄화수소 없음

일반 전압(90 ~ 240V) - CE/CSA 인증 세계 통용 전원 구성, 세계 안전 표준 준수

RS-232 또는 아날로그 통신, 압력 유도 
설정값, 아날로그 설정값

사용 편의성: A-PLUS 소프트웨어를 통한 
쉬운 PLC 및 PC 인터페이스

휠 옵션 사용 가능 작은 공간 내의 쉬운 기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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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펌프 작동 시간의 스마트한 관리는 펌웨어로 제어되며, 이는 팁 씰(seal)의  
수명을 극대화합니다. 펌웨어는 터보 펌프에 의해 흡수되는 출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펌프 가스 로드에 따라 스크롤 백업 펌프 작동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전체적으로 스크롤 펌프의 작동 시간을 최대 80%까지 줄여, 스크롤 펌프 
팁 씰(seal)의 수명을 훨씬 길게 연장합니다.

TPS-콤팩트에는 70 또는 300L/초의 터보 펌프와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드라이 스크롤 
backing 펌프도 동일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펌웨어는 터보 펌프의 흡수 출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펌프 가스 로드에 따라 
스크롤 펌프 작동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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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용도:

• UHV 시스템 펌프 다운
• 이온 펌프 러핑
• 램프 및 튜브 가공
• 고진공 시스템 작동
• 시스템 베이크아웃

TPS-모바일
특징 이점

열린 구조의 회전식 카트 쉬운 이동 및 용이한 서비스

높은 용량 시스템 넓은 펌핑 속도 범위
매우 빠른 펌프다운

TwisTorr 74 FS, 305 FS(고압축 버전) 및  
305 FSQ(고처리량 버전)와 애질런트 
드라이 스크롤 펌프(IDP 또는 TriScroll 
시리즈) 또는 DS 로터리 베인 펌프에 의해 
지원되는 Turbo-V 551 터보 펌프를 통해 
다양한 구성을 선택할 수 있음

가벼운 기체를 위한 최고의 진공 성능 및 
기본 압력.
모든 응용 분야를 충족시키도록 시스템 
맞춤화 가능

폭넓은 게이지 및 액세서리 선택
모든 압력 범위에 적용되는 게이지 판독 
기능.
간편한 사용자 정의

RS-232 또는 아날로그 통신,
압력 유도 설정값, 아날로그 설정값

사용 편의성: A-PLUS 소프트웨어를 통한
쉬운 PLC 및 PC 인터페이스

온보드 fore-vacuum 안전 밸브 정전 시 역류로부터 시스템을 완벽히 
보호.

전압 110/230V. 
모든 시스템은 CE 인증을 받음 세계 통용 전원 구성, 세계 안전 표준 준수

맞춤 서비스 이용 가능 용도에 최적화된 맞춤형 구성을 위한 
유연성의 극대화



 터보 펌프(TMP) 컨트롤러  포어펌프

TwisTorr 74FS

TwisTorr 305FS

플랫폼

온보드 컨트롤러 원격 컨트롤러 
MD1 다이어프램 펌프

IDP3 스크롤 펌프

IDP-7 스크롤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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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Flexy:
DIY 진공! 

TwisTorr 74 FS 또는 305 FS 터보 펌프, 
게이지 판독 기능을 갖춘 온보드 또는 
랙 컨트롤러, IDP-3 또는 IDP-7 드라이 
스크롤 펌프 또는 MD1 다이어프램 펌프를 
이용해 자신만의 드라이 TPS-Flexy 터보 
펌핑 시스템을 만드세요.

TPS-Flexy 참고 동영상 

TPS-Flexy 패키지를 주문하고, 모든 
아이템을 받은 후 쉬운 조립 지침 및 
참고 동영상을 통해 몇 분 안에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TPS-flexy 조립 가이드  

TPS-Flexy 참고 동영상  

적합한 용도:

• UHV 시스템 펌프다운 
• 실험실
• 학술 실험
• 산업 응용

TPS-Flexy
특징 이점

유연성, 드라이, DIY 솔루션
적응 가능한 다목적 오일 프리 솔루션
모든 응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애질런트 표준 카탈로그 구성 요소만 사용 빠른 주문 및 배송

모듈식 조립(모든 구성 요소는 개별적으로 
대체 가능)

쉽고 빠른 현장 서비스 제공 
손쉽게 터보 펌프를 분리하여 챔버에 직접 
설치 가능

간편한 업그레이드
요건이 변경될 경우 
간편한 구성 업그레이드 가능 

랙 제어 유닛을 통한 액티브 게이지 판독 
기능

넓은 범위의 진공 게이지 구동 가능, 외부 
게이지 컨트롤러 불필요

https://www.agilent.com/en/video/tps-flexy-turbo-pumping-system-assembly
https://www.agilent.com/cs/library/usermanuals/public/TPS-flexy.pdf
https://www.agilent.com/en/video/tps-flexy-turbo-pumping-system-assembly


https://www.agilent.com/ko-kr/product/vacuum-technologies/turbo-pumping-systems-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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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TPS를 온라인으로 구성하세요
다음 링크에서 웹 앱을 사용해 터보 펌핑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TPS Configurator  

자세한 내용은 애질런트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다음을 방문하세요.  
www.agilent.com/chem/vacuum  
또한 진공 전문가와 라이브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팅 상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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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orea-inquiry_lsca@agil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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