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IAIR 레이디얼 블로워 RV 2.1944/10 & VATP 1600

BECKER의 VARIAIR 레이디얼 블로워
높은 차압에서 대유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높은 에너지효율과 긴 내구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된
제품입니다. Becker의 레이디얼 블로워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맟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장점
▪ 컴팩트한 구조로 대유량 실현 : 최대
1,570m3/h 까지
▪ 진공과 컴프레샤 응용 분야
▪ 외장형 VARIAIR 인버터
VAU11-22/3 적용한 스피드제어
(옵션 : VAU 7.5/3)
▪ 초소형 경량 디자인
VARIAIR Turbo Package(VATP) 레
이디얼 블로워의 장점:
▪ 완벽한 일체형 제품 VATP 1600
- RV 2.1944/10 레이디얼 블로워,
- VARIAIR 인버터 VAU11-22/3,
- 표면적이 큰 흡입필터 및 소음 방
지 디자인
▪ 신속한 설치와 기존 시스템에 쉽게
통합가능

사용자 중심 솔루션

효율성

RV 2.1944/10:
▪ 투명한 정비용 캡, 커다란 면적의 필
터, 변경가능한 진공 커넥션 방향 등
을 특징으로 한 옵션인 필터 하우징
(통합형 흡기측 체크 밸브 장착 또는
미장착)
▪ 외장형 주파수 인버터를 이용하여 시
스템에 간편하고 유연하게 통합시킬
수 있음, 받침대 없이도 설치 및 고정
할 수 있음
▪ 외장형 주파수 인버터를 벽에 설치
할 수 있음
VATP 1600:
▪ 필터 하우징에 통합시킬 수 있는옵션
항목인 흡기측 체크 밸브
▪ 추가 소음기는 해당 후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RV 2.1944/10 & VATP 1600:
▪ 통합형 압력 사이드 체크밸브 옵션
▪ 소량 주문의 경우에도 고객맞춤형 제
품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 역시 저희
의 핵심 역량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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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U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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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한 효율성으로 인해 에너지 효
율도가 높은 작동
▪ VVARIAIR 테크놀로지(자기보호
기능을 포함한)를 이용하여 최대
400Hz까지 전기적인 맵-제어 운전이
가능하여 운전범위가 넓음
▪ 출력이 낮아야 할 경우 주파수 인
버터 VAU11-22/3을 최대 출력이
7.5kW인 VAU7.5/3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공냉식으로 냉각수 불필요
▪ 작동온도 및 배기온도가 낮음

RV 2.1944/10
흡기 필터 포함

VATP 1600
추가 소음기 포함

기술 데이터 RV 2.1944/10 & VATP 1600

VAU11-22/3 포함 [11.3 kW]
m³/h
kPa

RV 2.1944/10

VATP 1600

VAU7.5/3 포함 [7.5 kW]

400 Hz 최대

400 Hz 최대

400 Hz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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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1570

-29

-29

-29

+41

+34

+41

BECKER 솔루션
진공 및 공압 기술 영역의 국제적인 리더로서 고객의 개별적
요구에 맞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ecker의 레이디얼 블로워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이상적인 솔루션으로 사용됩니다
▪ 건조기,
▪ 뉴메틱 컨베이어 (공압이송장치),
▪ 포장기,
▪ 커팅 테이블 (진공 고정 작업),
▪ 에어 나이프,
▪ 플라스틱 제조 장비 (습기제거 및 건조),
▪ 산업용 진공청소 시스템,
▪ 석션 장치,
▪ 필터 유닛,
▪ 샌드 블라스팅 및 블라스팅 장비,
▪ 환기 및 배기 시스템
▪ 환경보호 응용 분야.

CUSTOMIZATION

COMPETENCE

SERVICE
EFFICIENCY
PRODUCTS
SUPPORT

가능한 솔루션
▪ 고객 맞춤
고객의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에
맞춘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지원
우리의 기술 자문과 기획을 통하여
고객의 개별 어플리케이션과 적정
솔루션을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줍니다.

▪ 서비스
전세계의 베커 지사들과 대리점들을
통하여 귀사의 개별적 요구에 맞는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효율성
귀사의 장비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귀사의 에어
공급원을 최적화 해줍니다.

▪ 전문성
13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사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맞는
전문화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제품
귀사의 개별 요구에 맞는 동급
산업분야 최고의 솔루션을 개별
제품과 전체 시스템 형태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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