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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언어: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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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있는 절박한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사망,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지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장비가 손상될 수 있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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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안전 지
침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본 사용 설명서를
비치해야 한다.
• 교육받은 직원만이 장비를 취급해야 한다.
• 안전 지침, 가이드라인, 건강, 안전 및 사고 방지를 위
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품, 도구, 혼합 용기, 실험 및 매체 등에 대한 옵션이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제품의 일부에 대한 설계 요구사
항만으로 간단하게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다른 사전 안전 대책을 사
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계적 응력
에 민감한 유리로 만든 장치나 혼합 용기는 불균형, 너
무 빠른 가속 또는 섞는 요소와 혼합 용기 사이의 간격
이 너무 짧을 경우 손상을 입거나 충격을 받을 수도 있
다. 사용자는 유리의 파손이나 자유롭게 (부하 없이) 회
전하는 요소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 가열된 소재를 불충분하게 혼합하거나 너무 높은 속도를
선택함으로 발생된 에너지로 인하여 통제되지 않은 반작
용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및 기타 작업상
의 위험이 증가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적절
한 사전 안전 대책을 취해야 한다 (즉, 조각으로부터의
보호). 어떤 경우든, 공정 상 치명적이고 위험한 소재를
사용할 경우, IKA®는 실험에 있어 안전을 보장할 수 있
는 추가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바
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화재 또는 폭발을 방지하거나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비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해
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항시 IKA® 제품의 스위치를 즉
각적으로, 직접적으로 및 위험 없이 끌 수 있어야 한다.
메인 스위치로 항상 이러한 접근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MERGENCY STOP 스위
치를 작업장에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추가적인 에너지에 위험하게 반응
하지 않는 매체만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다른 방법, 즉,
빛의 조사를 통하여 생산 된 추가적인 에너지에 대하여
도 적용된다.
• 위험한 물질과 함께 폭발성 환경 또는 물 속에서 장비를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
• 적절한 가스배출 후드를 사용하여 닫힌 용기 내에서만
병원성 소재를 처리한다. 질문이 있을 경우 IKA®애플리
케이션 지원 팀에 연락할 것.
• 장비는 수동 작동에 적합하지 않다.
• RW 20 digital를 사용하여 생성된 높은 토크는 교반용
용기에 대한 스탠드, 크로스 슬리브 및 앤티 로테이션
요소의 선택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스탠드는 평평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미끄럽지 않
고, 건조하고, 내화 표면 처리된 넓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교반 요소는 처크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경 고

장치를 켜기 전에 척에서 척 키를
제거하십시오.

• 높이 조절가능 스탠드에 교반 샤프트 보호 장비 및 안
전 차단 회로 를 사용합니다!
• 혼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반 용기는 고정시켜야 한다.
전체 구조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경 고

Fig. 8 에 있는 장비 중 위험한
부품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충돌과 충격으로부터 장비와 액세서리를 보호해야 한다.
• 매번 장비와 액세서리를 사용할 때 사전에 손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손상 입은 부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안전한 작동은 “액세서리” 섹션에서 설명한 액세서리
를 사용할 때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
• 혼합용 요소를 바꾸거나 허용된 액세서리를 설치하기 전
에는 항상 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거나 전원을 분리시
켜야 한다.
• 장비는 메인 플러그를 뽑거나 커넥터 플러그를 뽑았을 때
에만 메인 서플라이로부터 분리된다.
• 메인 코드 소켓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켓은 접지해야 한다 (보호용 접지).
• 타입 플레이트에 명시된 전압은 메인 전압과 부합해야
한다.
• 혼합 요소에 대한 허용 속도를 관찰해야 한다. 이를 더
높은 속도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 작동을 개시하기 전에 유닛이 최저 속도로 설정되어 있
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닛은 가장 마지막에 설
정한 최종 작동 속도로 작동을 시작하게 된다. 속도는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 혼합용 툴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속도로 설정되었을 경
우 및 혼합하는 소재가 분사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혼합용 툴이 무 부하 회전할 때 장
비를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 신체
의 일부, 머리카락, 보석 또는 의
류 등이 회전하는 부분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경 고

무 부하 회전하는 샤프트의 끝을
조작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안전상의 이유로 정지한 상태에서
하우징의 위 쪽 에지 위로 혼합용 툴을 통해서만 삽입
해야 한다.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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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처리할 매체의 위험 카테고리에 따
라 개인 보호용 장구를 착용한다. 그
렇지 않을 경우 다음의 위험이 있다.

- 액체의 튀김
- 튕겨져 나오는 부품
- 신체의 일부, 머리카락, 옷 및 보석의 걸림

안내사항

다음의 위험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
다.

- 가연성 소재
- 기계적 진동에 의한 유리의 파손

안내사항

다음의 경우 감속해야 한다.

- 속도가 너무 높은 관계로 용기 밖으로 매체가 튀어 나
올 경우.
- 장비가 부드럽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 동적인 힘으로 인하여 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할 경우.
-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 고

작동 중 회전하는 부품에 접촉해
서는 안 된다!

• 매체와 출력 샤프트 사이에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직접적인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작동 중 모터의 표면 (냉각 핀) 및 베어링의 특정 부분
이 매우 뜨거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모터나 장비의 통풍용 슬롯이나 냉각 핀을 덮어서는 안
된다.

• 샤프트의 아래 끝 및 처크 기어의 이빨을 두드리거나 충

• 스탠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 출력 샤프트, 처크 및 특별히 혼합용 툴의 불균형은 장비
및 전체 어셈블리의 통제되지 않은 공명 진동 거동이 유
도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유리 장치와 혼합용 컨테이
너가 손상을 입거나 산산이 부서질 수 있고, 작업자 부
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회전하는 혼합용 툴
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균형의 흐트러뜨
림 없이 혼합용 툴을 교환하거나 불균형의 원인을 제거
해야 한다. 아직도 균형이 잡히지 않을 경우, 오류에 대
한 설명화 함께 장비를 딜러나 제조 업체에 돌려보낸다.
• 과부하 상태로 장비를 너무 오래 작동시키거나 주변 온
도가 너무 높을 경우, 장비는 스위치를 영구적으로 정
지시킬 수도 있다.
• 기계는 수리 중이라 할지라도 교육받은 전문가가 개방
시켜야 한다. 장비는 개방하기 전에 파워 서플라이로부
터 분리시켜야 한다.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분리했다 할
지라도 장비 내의 활선 부분은 잠시 동안 전기가 통하
고 있을 수도 있다.
액세서리 장비 없이 유닛으로부터
제거 할 수 있는 커버나 부품은 예
를 들어 액체나 이물질 등의 유입
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해 유닛에 부착해야
한다.

안내사항

이 장비는 다른 기어 속도로 변
경하기 전에 반드시 스위치를 꺼
야 (모터 정지)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속도가 감소되는 단계에서 톱니 기어가 손
상 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약하고 보이지 않는 손상 조차
도 균형을 잃게 하거나 고르지 않은 샤프트 작동을 유도
할 수 있다.

올바른 사용법
• 사용:
낮거나 높은 점도의 액체를 다양한 혼합용 툴을 사용하
여 혼합/ 교반하기 위해.

본 장비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주거 지역
- 주거 지역에도 공급하는 저 전압 공급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된 지역

사용 목적 :스탠드 장치(척 하향 이동).
• 사용 범위 (실내에서만 사용):
- 연구소		 - 학교
- 약국			- 대학교

사용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장비를 제조업체가 공급하거나 권장하지 않은 액세서리
와 함께 작동시킬 경우
- 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조업체의 사양에 반하
여 사용할 경우
- 장비나 프린트한 회로판을 제 3자가 변경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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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 풀기
• 제품 포장 풀기:
- 장비의 포장은 조심스럽게 풀어야 한다.
- 손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세한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
우편, 철도 또는 운송업자).

• 인도 범위:
- RW 20 digital 오버헤드 교반기
- 사용 설명서
-척 키
- 보증 카드

유용한 정보
이 장비는 60Hz (Hz, 전원 주파수)의 조건에서는 60~2000
rpm 의 설정이 가능하며, 50 Hz (Hz, 전원 주파수)의 조건
에서는 72~2400 rpm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기
는 사용 중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터 표면의 충
분한 냉각은 최대한 균일하게 열을 배포하고 방출하는 역
할을 합니다.

2 m 길이의 메인 리드 덕분에 연장 리드 없이 스탠드에서
작동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증기 추출 후드에서 고유리 기
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밀 교반기 축은 교반기 생크를 삽입할 수 있도록 중공축
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드라이브
모터는 마찰륜 구동장치를 통해 계속 조절될 수 있지만,
단지 하나의 위치에서 작동됩니다. 전력 출력, 회전 속도
및 모터의 토크는 상수로 간주되며, 이 작동 위치에 최적
화되어 있습니다. 마찰륜이 모터를 구동시키면, 전력 출력
은 수동 조절 톱니 기어 열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단계
를 거쳐 교반 툴의 출력축에 전달됩니다.
모든 손실을 무시하면, 동력 전달(변환) 동안 출력축의 동력
은 항상 모터의 출력과 동일합니다.

기어 열은 RPM 및 토크 변환을 제공하는 단순한 장치이며,
이는 그림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특징적인 곡선에 의해
순전히 이론적인 언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찰륜의 마모도는 나선형 클러치가 기어 트레인에 맞게 정
합되므로 낮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찰 륜에 필요한 하향
압력은 교반 툴 축에 작용하는 모멘트에 알맞는 나선형 클
러치에 의해 조정됩니다. 저 하향압력에서 낮은 토크, 고 하
향압력에서 높은 토크 발생합니다.

모터 회로 차단기
볼 레이스 용량 모터는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는 감기 동작 시 허용되는 모터 온도가 초과할 경우 모터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특수 과열 회로 차단기(자체 잠금 온
도 제한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특수 유형의 회로 차단기는 과열 후 보호 장치의 자동
재활성화를 원치 않거나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
다. 온도 제한기의 원리는 허용되는 최대 온도에 도달할 때
모터를 가열하여 전원 공급장치로부터 격리시키는 스위치
에 있습니다.

자체 잠금 온도가 초과하면 디스플레이에 Err. 5가 표시됩니
다(“오류 코드“ 섹션 참조).
이 경우, 전면에 있는 로커 스위치(A, 그림 1 참조)를 누르거
나 메인 플러그를 분리해서 약 4~5분 동안 전원을 끈 후에
만 장치의 전원을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이 단시간의 냉각 후 전류 회로의 접촉이 다시 닫히고 장치
가 한 번 더 작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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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변속
(Fig 3)
척 위의 검정색 오톨도톨한 표면(E, 그림 1 참조)에 있는 베
어링 부싱을 향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메쉬에서 기
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반 장치의 중앙 축은
방사형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된 범위에
따라 베어링 부싱이 축상으로 위 또는 아래에 배치됩니다.
베어링 부싱을 다시 돌려(시계 방향) 기어를 메쉬에 다시
장착하고, 베어링 부싱이 다시 체결될 때까지 원 위치로
전기 교반기의 중앙 축을 돌려서 넣습니다.

유리 기구를 사용한 실험이나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과정에
서 반드시 기어 속도를 변경해야 하며, 편심 베어링 부싱
에 따른 교반기 요소의 이동과 축 방향으로 이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척의 교반
기 요소를 풀어야 합니다.

경 고

정지 상태에서만 기어 위치를 변경
하십시오!

출력 샤프트
고정용 처크와 출력 샤프트는 IKA®가 권장하는 교반기 툴
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사용 가능한 IKA® 교반기
툴” 섹션을 참조할 것). 출력 샤프트는 내부가 빈 샤프
트로 설계되었고, 하우징의 위에 있는 열린 부분은 플라
스틱 커버를 사용하여 닫을 수 있다. 교반기의 커버가 열
린 경우, 정지 시, 즉, 컨테이너 교체 시, 출력 샤프트를
하우징의 윗부분에 있는 모서리 위로 밀어 꺼낼 수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교반기 커버는 하우징의 열린 부분 안으
로 다시 밀어 넣어 잘 닫아야 한다. 이는 유닛을 안전하
게 사용하고 매체가 장비 내로 유입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안내사항

“안전 지침” 섹션을 참조할 것!

속도 표시
회전 속도는 오버헤드 교반기의 회전식 손잡이(B, 그림 1 참조)를 사용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 속도는 화면에서 분 (RPM)에 따라 회전 수를 직접 표시합니다 (C, 그림 1 참조).

시운전
오버헤드 교반기 및 모든 관련 액세서리를 안정적이고,
평평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표면에 조립한다. RW 20 digital
오버헤드 교반기는 크로스 슬리브 을 사용하여 안정된 스탠드
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인하여 혼합용
용기를 항상 고정시켜야 한다. 또한 마운팅 장치 (스탠드)가
넘어지지 않고 교반 작업 중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안다.

액세서리는 다음의 조립 지침에 따라 조립해야 한다 (Fig. 4
~ Fig. 8).
위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장비는
메인 플러그에 삽입한 후 작동할
준비가 된 것이다.

설치
스탠드에 오버헤드 교반기 고정하기
그림 		
(Fig. 4 참조)
먼저 크로스 슬리브 (H)를 스탠드 (I)에 고정시킨다.
오버헤드 교반기의 확장용 암 (J)를 위를 향하고 있는
슬리브의 개방된 쪽에 고정시킨다. 일단 교반 공정에
위치를 설정하면 두 개의 고정용 볼트 (G)를 조여
고정시킨다.
매번 사용하기 전에 또한 정기적으로 교반기가 제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교반기의 위치는
고정되고 전원이 분리되었을 때에만 조정할 수 있다.

처크를 사용하여 교반 요소를 고정하기
그 후
크로스
필요한
단단히
위치에
장비가

경 고

장치를 켜기 전에 척에서 척 키를
제거하십시오.

그림 		
(Fig. 5 참조)
교반 요소 (M)을 처크 (L) 속으로 밀어 넣는다. 처크 키 (K)
를 사용하여 처크를 조인다.
교반 요소는 장비가 고정되고 전원이 분리되었을 때에만
조정할 수 있다.

8

교반용 샤프트 보호 장치 고정하기
그림 		
(Fig. 6 참조)
교반용 샤프트 보호장치 (Q) 즉, R 301를 장비와 함께
사용할 때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Fig. 6와 같이 교반기 (T)에 대한 플라스틱 하프 쉘 피스를
부착하기 위해 볼트 (U)를 사용한다. 나사 (S)를 사용하여
교반용 샤프트 보호 장치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매번 사용하기 전에 및 정기적으로 교반용 샤프트 보호
장치가 제 위치에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교반용 샤프트
보호장치의 위치는 장비가 고정되고 전원이 분리되었을
때에만 조정할 수 있다.

혼합 용기를 스탠드에 고정하기
그림 		
(Fig. 7 참조)
먼저 스트랩 클램프(X)를 스탠드(I)에 고정시킵니다. 클램프
볼트(Y)를 조이기 전에 교반기와 혼합 용기(V)의 위치에
따라 스트랩 클램프(X) 위치를 조정하십시오. 연성 체결
밴드(W)를 사용해 혼합 용기(V)를 고정시킵니다.

장비 켜기
타입 플레이트에 주어진 전압이 사용 가능한 메인 전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사용된 소켓은 반드시 (접지 접촉부를
사용하여) 접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기기는 메인 플러그를 연결하여
작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 할 경우, 안전한 작동을 보장할
수 없고 기기는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기계 시운전 중 출력 축이 마지막으로 설정된 속도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설정된 속도가 선택한 테스트 매체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의심스러우면 속도 손잡이를 최저 속도로 설정하십시오.
확실치 않을 때는 회전 손잡이(B, 그림 1 참조)를 사용하여
최저 속도를 설정하고, 드라이브를 최저 속도 위치로
설정하십시오(후면, 오버헤드 교반기 측의 부착물 참조).
로커 스위치(A, 그림 1 참조)를 I 위치로 돌리면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마찰 휠
드라이브의 마찰 라이닝에서의 사전 부하로 인해 전원을 켤
때 노킹 소음이 들리게 됩니다. 이는 장치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이 없으며 노킹 소음은 단시간의 길들임 운전 후에
사라집니다.

유지보수 및 청소
본 제품은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는 장비이다. 이는 부품
의 자연적인 마모나 손상과 통계학적 실패율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청소:
청소 시 메인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IKA® 장비를 청소하기 위해 IKA®가 승인한 청소 용제만을
사용해야 한다.
먼지
염료
건설 자재
화장품
음식물
연료

청소 용제
이소프로필 알코올
물을 포함한 계면 활성제/ 이소프로필 알코올
물을 포함한 계면 활성제/ 이소프로필 알코올
물을 포함한 계면 활성제
물을 포함한 계면 활성제

예비 부품 주문:
예비 부품을 주문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 기기 종류
- 제조 넘버, 타입 플레이트를 참조할 것
- 예비 부품에 대한 아이템과 명칭은 www.ika.com, 예비
부품 다이어그램 및 예비 부품 리스트를 참조할 것.
수리:
장비를 돌려 보낼 때에는 반드시 청소한 후에 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한 후에 돌려보내야 한다.
수리를 위해 장비와 함께 제공 된 또는 IKA® 웹 사이트:
www.ika.com에서 사본을 인쇄하여 “오염 및 위해성 보고
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장비를 원래 상태로 포장하여 돌려
보내야 한다. 보관용 포장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운
송용 포장을 사용할 것.

위에서 설명하지 않은 자재의 경우, IKA® 애플리케이션 지
원 팀에 정보를 요청할 것.
장비를 청소하는 중 보호용 장갑을 착용할 것.
청소를 목적으로 전기 장치에 청소 용제를 접촉하게 해서
는 안 된다.
청소 시 장비에 수분이 접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청소 또는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권장 방법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는 그 방법이 장비에 해롭지 않음을
IKA®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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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코드
에러가 발생할 경우 디스플레이 (C)에 다음과 같은, 즉 Err. 5와 같은 에러 메시지를 통하여 오류를 표시해 준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F 장치 스위치 (A)를 끈다.
F 교반기 툴을 제거한 후 어셈블리로부터 장비를 제거한다.
F 속도를 늦추고, 교반기 툴이 없는 상태에서 장비의 스위치 (장치 스위치 (A))를 켠다.
에러

Err. 5

원인
모터 과부하

결과
모터 오프

Err. 4

모터 차단 또는 과부하

모터 오프

해결책

- 장비의 스위치를 끈다.
- 모터의 부하를 낮춘 후 다시 시작한다.
- 장비의 스위치를 끈다.

설명한 해결책을 사용하여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에러 코드가 나타나게 되면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서비스 팀에 연락한다.
-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오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돌려 보낸다.

보증
IKA® 보증 조건에 따라, 보증 기간은 24 개월이다. 보증을
받으려면 현지 딜러와 연락하기 바람. 또한 납품 송장과
클레임의 사유와 함께 장비를 본사 공장으로 직접 발송해
도 된다. 발송 시 운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본 보증서는 소모품이나 부적절한 사용,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용 또는 본 사용 설명서의 지침 따라 유지보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는 커버하지 않는다.

액세서리
R 1825
R 1826
R 1827
R 182

RH 3
FK 1
R 301
R 301.1

스탠드
스탠드
스탠드
크로스 슬리브

스트랩 클램프
플렉서블 커플링
교반 샤프트 보호물
지지 홀더

www.ika.com에서 추가 부속품을 확인하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IKA® 교반기 툴
		
R 1311
R 1312
R 1342
R 1381
R 1382
R 1389
R 1300
R 1303
R 1330
R 1352

권장 속도

(rpm)
터빈 교반기
≤ 2000
터빈 교반기
≤ 2000
프로펠러 교반기
≤ 2000
프로펠러 교반기
≤ 2000
프로펠러 교반기
≤ 2000
프로펠러 교반기 (PTFE) ≤ 800
용해 교반기
≤ 2000
용해 교반기
≤ 2000
앵커 교반기
≤ 1000
원심 교반기
≤ 2000

		

권장 속도

R 3000.1
R 3001.1
R 3003
R 3003.1
R 3003.2
R 3004
R 3004.1
R 3004.2

(rpm)
≤ 800
≤ 800
≤ 800
≤ 800
≤ 800
≤ 1000
≤ 1000
≤ 1000

뫼비우스 교반기
뫼비우스 교반기
나선형 교반기
나선형 교반기
나선형 교반기
블레이드 교반기
블레이드 교반기
블레이드 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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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속도 범위:

(50 Hz 단계 I)
(50 Hz 단계 II)
(60 Hz 단계 I)
(60 Hz 단계 II)

rpm

속도 제어

60–500
240–2000
72–600
288–2400
무단계

LED

속도 표시
세팅 정확도 속도

rpm

±1

속도 측정의 편차

rpm

± 30

교반 샤프트 최대 토크:

(60 rpm 와)
				(100 rpm 와)
				(1000 rpm 와)

Ncm

300 (초과 적재)
150
24

최대 교반량 (H2O)

ltr

20

최대 점도

mpas

10000

허용 온 (ON) 타임

%

100

공칭 전압

VAC

230 ± 10 % / 115 ± 10 %

주파수

Hz

50 / 60

모터 정격 입력

W

72 (230 V / 50 Hz)
87 (115 V / 60 Hz)

모터 정격 출력

W

35

교반 축의 출력
(단계 I의 400 rpm에서 측정됨, 230V 50 Hz)

W

35

EN 60529 에 의거한 보호 등급

IP 20

보호등급

I (보호용 접지)

과전압 범주

II

오염레벨

2

보호 오버 로드

예 / 모터 권선의 온도 센서

주변 온도

°C

+ 5 ... + 40

주변 습도 (상대)

%

80

드라이브

Rib 냉각 용량 모터, 마찰 휠 드라이브 및 후속 2단계 톱
니형 기어 트레인 포함

처크 직경 범위

mm

0.5–10

속이 빈 샤프트의 내경 (Ø)

mm

10.5

확장용 암(Ø x L)

mm

13 x 160
알루미늄 주물 코팅 / 열가소성 폴리머

하우징 소재
와 함께 확장용 암을 제외한 규격 (W x D x H)

mm

88 x 212 x 294

무게 (클램핑 척으로)

kg

3.1

대지 고도에서 작동

m

최대. 2000

기술적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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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Werke GmbH & Co.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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