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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인사말
썬덴코리아(주)는 공장자동화의 개념이 아직은 낯설었던 1997년,  해외 무역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공장자동화 산업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썬덴코리아(주)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산업선진국의 Janome, Sanyo Machine, Aimco, Santest, Pureron 등 유수의 글로벌 파트너를 통해 서보프레스
너트런너, 가스필터 및 다양한 계측기와 센서류를 국내 및 해외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치열한 현장에 소개하고 적용시켜 
왔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시장환경 ,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부응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형상 및 표면 검사에 최적화 된  “ 2D/3D 레이저 스캐너 
및 컬러 센서” 를  글로벌 독일 기업 “QuellTech” ,”Sensor Instruments” 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계측, 검사 솔루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썬덴코리아(주)는 지난 20여년간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와의 상생”을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궁극의 
가치로써 믿고, 직원들이 행복한 기업 ,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귀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공장자동화 전문기업”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기업개요

썬덴코리아  소개
02

업 종 매출액 기업형태 사원수 사업내용

기계.설비.자동차 100억원 중소기업 30명 국내외의 공장자동화

기관
인증

이노
비즈

우수
기업

강소
기업

• 인증/지정

ISO9001 기관인증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우수기업 재무건전성 강소기업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ISO 9001 인증

기관
인증

이노
비즈

우수
기업

강소
기업

기관
인증

이노
비즈

우수
기업

강소
기업

• 주요 고객사

자동차 부품 / 중공업 / 철강 반도체 / 디스플레이

● 고객 가치 창조

● 직원 가치 공유

● 국가 사회 발전 기여

● 공장자동화 마켓 리더

● 공장자동화 제어기기 전문 기업

● 신뢰할 수 있는 고객 파트너 기업
◀ 경영 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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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

전기/전자

모바일

자동차

중공업

조 선

플랜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 에너지

서보프레스 / 자동 너트런너 / 핸드 너트런너 / 압입 관리 솔루션 / 토크 검사 시스템 / 툴 서포트 시스템

2D-3D 레이저 스캐너 / 컬러센서 / 인디게이터 / 시그널컨버터 / 토크센서 로드셀 / 변위센서/써머스탯 (Thermostat)

데스크탑 로봇 / 스카라 로봇 / 직교 로봇

전력 조정기(SCR) / 노이즈컷 트랜스(NCT) / 가스필터/정제기 / 디퓨저IGS/압력센서 / 저항계

프레스 어셈블리 사업부

센서 / 계측기 사업부

로봇 사업부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사업부

• 고객 가치 창조

COST!
비용절감 효과 

QUALITY!
최고의 품질 

PRODUCTIVITY!
최상의 생선성

GOOD! 
제품 가격 납기

 
HIGH!

기술 서비스 R&D 

BEST!
인적자원 / 해외 파트너

썬덴코리아 [주] 고객 [customer]

항상 고객과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기업

Win-Win

相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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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 (집적형 가스 공급장치) 가스필터 가스 정제장치 히터 (Heater) 압력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주식회사 썬덴코리아는  

일본 PURERON JAPAN CO.,LTD. 과의 기술협력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라인의 필수 장비인 

0.003㎛ 이상의 고 여과 정밀도를 자랑하는 세라믹 필터 시리즈와, 왜곡률/왜곡파를 배제한 독자적 기술력

에 의한 고성능 압력 변환기 등을 포함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IGS(집적형 가스 공급장치), 세라믹 가

스필터, 메탈 가스필터, PTFE 가스필터, 가스정제기, 베이킹 시스템, 압력센서, 온도센서, 미차압계, 비저항

율계, 디지털 플로우 스위치, 디지털 플로우 미터, 복합 전해 연마가공, NC 절삭가공, 하이브리드 필터 등 

국내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광범위한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Semiconductor Equipment Display

www.sunden.co.kr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ISO 9001:2008 / ISO 1400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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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센서

▶    FI/SI series
▶    PC series

▶    PGF series
▶    PGFL series
▶    UCF series
▶    SPC series

▶    UCD series
▶    RGF series
▶    UCS-M series

▶    UCH - M series

▶    TF series
▶    STF series
▶    STF - 3000 series
▶    STF - MF1 series

▶    HSFD series

▶    PGH/PGT series

▶    FBA series

▶    GP/GPF series
▶    GPFC series

▶    FBR series
▶    GCW series

▶    PCH-1000 series
▶    PC-300 series
▶    PC-600 series
▶    PC-500 series
▶    PCD-905 series

▶    접속 케이블 series

06-07
08-09

10-13
14-17
18-21
22-23

24-25
26-27
28-29

30-31

32-33
34-35
36-37

38

39

40-41

42-43

44-45
46-47

48-49
50-51

52-53
54-55
56-57
58-59
60-61

62-63

● IGS (집적형 가스 공급장치)

● 가스필터

    세라믹 가스필터

    메탈 가스필터

    하스텔로이 가스필터

    PTFE 가스필터

    

    초고압 메탈필터

    하이브리드 필터

    벤트 필터

● 가스 정제장치

● 히터 (Heater)

● 압력센서

    압력센서용 옵션

Contents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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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  집적형 가스 공급장치

차
압

 [
㎪

]

1차압

질소 가스 유량

차
압

 [
㎪

]

1차압

질소 가스 유량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GS (집적형 가스 공급장치)

  ■ 유량 특성도

집적형 가스 공급장치용 가스필터로, 고 여과정도와 
내식성을 갖춘 세라믹 필터 및 메탈 필터를 라인업  
(여과정도 0.003㎛ 추천유량 수LPM~120LPM)

FI/SI Series
집적형 가스 공급장치 대응 가스필터

● 고 여과정도
    세라믹 엘리먼트 타입(0.003㎛)  /  메탈 엘리먼트 타입（0.003㎛)  등 다양한 제품군

● 다양한 선택사양
    C Seal / H1G Seal / W Seal에 대응（C Seal / W Seal은1.125inch 타입가능)

● 넓은 유량범위
    수LPM의 적은 유량부터, 120LPM 대유량타입까지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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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I  Series

  ■ 외형 치수도

  ■ 제품사양

Seal 타입 권장유량 엘리먼트 소재 여과 정밀도 1.5＂대응 제품형식 1.125＂대응 제품형식

C Seal

10 SLPM 이하 알루미나 세라믹 0.003㎛ FIE-MB10C SIE-MB10C

40 SLPM 이하 알루미나 세라믹 0.003㎛ FIE-SB19C SIE-SB19C

80 SLPM 이하 알루미나 세라믹 0.003㎛ FIE-LB19C SIE-LB19C

10 SLPM 이하 SUS316L 0.003㎛ FIE-CB13M SIE-CB13M

40 SLPM 이하 SUS316L 0.003㎛ FIE-SB13M SIE-SB13M

80 SLPM 이하 SUS316L 0.003㎛ FIE-LB13M SIE-LB13M

120 SLPM 이하 SUS316L 0.003㎛ FIE-TB19M SIE-TB19M

H1G Seal

10 SLPM 이하 알루미나 세라믹 0.003㎛ FIH-MB10C -

40 SLPM 이하 알루미나 세라믹 0.003㎛ FIH-SB19C -

80 SLPM 이하 알루미나 세라믹 0.003㎛ FIH-LB19C -

10 SLPM 이하 SUS316L 0.003㎛ FIH-CB13M -

40 SLPM 이하 SUS316L 0.003㎛ FIH-SB13M -

80 SLPM 이하 SUS316L 0.003㎛ FIH-LB13M -

120 SLPM 이하 SUS316L 0.003㎛ FIH-TB19M -

W Seal

10 SLPM 이하 알루미나 세라믹 0.003㎛ FIF-MB10C SIF-MB10C

40 SLPM 이하 알루미나 세라믹 0.003㎛ FIF-SB19C SIF-SB19C

80 SLPM 이하 알루미나 세라믹 0.003㎛ FIF-LB19C SIF-LB19C

10 SLPM 이하 SUS316L 0.003㎛ FIF-CB13M SIF-CB13M

40 SLPM 이하 SUS316L 0.003㎛ FIF-SB13M SIF-SB13M

80 SLPM 이하 SUS316L 0.003㎛ FIF-LB13M SIF-LB13M

120 SLPM 이하 SUS316L 0.003㎛ FIF-TB19M SIF-TB1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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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  집적형 가스 공급장치

출력신호 Seal 사양 압력범위 출력기준 (304/305 전용)

공백 : 대기압
 V    : 진공압

IGS (집적형 가스 공급장치)

  ■ 제품 선택 방법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C Series

고 정밀, 고 내식성을 갖춘 IGS용 압력센서
게이지압, 절대압 모두 폭넓은 범위에서 측정가능
(출력 형태：0~100mV, 0~50mV, 4~20mA, 0~5V）

집적형 가스 공급장치 대응 압력센서

● 고 여과정도
    선형성, 히스테리시스, 반복성을 포함한 총합 정밀도가 ±0.25％ 이하로 정밀하게 압력 검출이 가능합니다.  
    (압력 범위 100G 이상)

● 다양한 선택사양
    C Seal / H1G Seal / W Seal에 대응（C Seal / W Seal은1.125inch 타입가능)

● 다양한 온도 범위
    온도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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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게이지압 (G)

PSI 25G 50G 100G 200G

압력범위 KPa 0~172.4 0~344.7 0~689.5 0~1,379

정 도 0.5％FS 0.25％FS

가스 접촉부 재질 SUS316L

파괴압력 Full Scale ×5

과부하 압력 Full Scale × 2

외부리크 2×10-11 Pa . m3 / sec 이하

온도 드리프트 0.05％FS / ℃

09
PC  Series

● 공통사양

● 시리즈 사양

  ■ 외형 치수도

  ■ 제품사양

Seal 타입 전원전압 출 력 1.5＂대응 제품형식 1.125＂대응 제품형식

C Seal

DC 5V (6V max) 0-100mV (0-50㎷) PC-302 SEK PC-302 SIE

DC 24V 4-20㎃ PC-304 SEK PC-304 SIE

DC 24V 0-5V PC-305 SEK PC-305 SIE

H1G Seal

DC 5V (6V max) 0-100mV (0-50㎷) PC-302 SHK -

DC 24V 4-20㎃ PC-304 SHK -

DC 24V 0-5V PC-305 SHK -

W Seal

DC 5V (6V max) 0-100mV (0-50㎷) PC-302 SFK PC-302 SIF

DC 24V 4-20㎃ PC-304 SFK PC-304 SIF

DC 24V 0-5V PC-305 SFK PC-305 SIF

형 식 302  ※1 304  ※2 305  ※2

신호출력 0~100㎷ (100G 이상）
0~50㎷（25G/50G)

4~20㎃ 0~5V

보관 온도 범위（미통전) -57℃~93℃ -40℃~85℃

보상 온도 범위 -1℃~71℃ 0℃~70℃

스 팬 100㎷ ±15㎷ / 50㎷ ±15㎷ 16㎃ ± 0.16㎃ 5V ± 0.5V

오프셋 0㎷ ±10㎷ 4㎃ ± 0.4㎃ 0V ± 0.1V

※１：PC-302는 연성 가능　　※２：PC-304/PC-305는 출력 기준을 진공（-100KPa)으로 하는 것도 가능（주문시 지정해 주십시오.)

로터리 캡

SPAN ADJ.

SPAN ADJ.

TH
RU

THRU

TH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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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가스필터

  ■ 제품 선택 방법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기타 조인트는 문의바랍니다.

표시유량

타입 내경 조인트 종류 내면 거칠기 정도

옵션

PGF Series
인라인 세라믹 가스필터

● 고 여과정도
     서브 미크론 LSI 제조 공정에서는 원료 가스를 고순도 그대로 사용 지점까지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료
     가스의 고순도 화는 물론, 배관계의 울트라 클린화가 큰 포인트였습니다. 퓨어론재팬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엘리먼트 부분에 세라믹을 사용한 완전히 새로운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항상 안정된 상태에서 0.003㎛의 높은 여과정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에칭 및 박막 형성시에 필수적인 높은 선택성
     높은 선택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물, 산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물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온상태의 베이킹이 필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발한 세라믹 필터는 200℃ 고온 베이킹이 
    가능합니다. 

● 유지비용 절감
     파티클 입자가 큰 것부터 단계적으로 여과하는 삼층 구조이기 때문에 막힐 위험이 없고 내구성 내열성이 우수한 세라믹 
    필터는 기존 필터와 비교해 사용시 트러블이 없습니다. 생산라인의 일시정시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이 없어 장기간 사용
    하면 가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스 필터

Honeycomb 구조 엘리먼트 / 여과정도 0.003㎛
추천유량 10~200 L/min



SUNDEN KOREA Co., LTD.

SUNDEN KOREA Co., LTD.

SUNDEN KOREA Co., LTD.

썬덴코리아주식회사

썬덴코리아주식회사

썬덴코리아주식회사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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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량 특성도

  ■ 제품사양

여과정도 0.003㎛（ 단, 순수 여과시는 0.1㎛ )

권장유량 10 ~ 200ℓ/min（ 각 모델별 ： 유량 특성곡선 참조 )

설계압력 17MPa (2,465PSIG) at 20℃
본 제품은 전품 14.7MPa의 내압 시험 후 출하합니다. 다만 일본 국내에 있는 고압
가스 안전법을 준수하여, 최고사용압력의 표기 및 사용은 1MPa 미만입니다. 1MPa 
이상의 고압가스 인정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상용압력 1MPa(145PSIG) 미만

최대 허용 차압 9.6MPa (1,392PSIG) at 20℃

최고연속사용온도 120℃

베이킹 온도 200℃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구성부 재질 하우징：SUS316L　내면조도：Rmax0.7㎛ 이하　엘리먼트：알루미나 세라믹(Al2O3)　Seal：PTFE

피 팅 1/4＂    3/8＂   1/2＂    3/4＂  VCR, Swagelok, UPG® 그외

차
압

 [
㎪

]
차

압
 [
㎪

]

차
압

 [
㎪

]
차

압
 [
㎪

]

1차압 :

1차압 :

1차압 :

1차압 :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세라믹 가스필터 PGF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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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형 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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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필터



SUNDEN KOREA Co., LTD.

SUNDEN KOREA Co., LTD.

SUNDEN KOREA Co., LTD.

썬덴코리아주식회사

썬덴코리아주식회사

썬덴코리아주식회사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 외형 치수표

  ■ 옵션 ( Option )

형식 A(㎜) B(㎜) D(㎜) E(inch) F(㎜) H(㎜)

PGF-2-02VR . PC07 15.5 84.0 Hex.24 1/4 Ø42.4 130.0

PGF-2-02SW . PC07 10.0 84.0 Hex.24 1/4 Ø42.4 119.0

PGF-2-03VR . PC07 19.0 92.0 Hex.24 3/8 Ø42.4 146.0

PGF-2-03SW . PC07 12.0 92.0 Hex.24 3/8 Ø42.4 131.0

PGF-3-02VR . PC07 15.5 46.0 Hex.24 1/4 Ø42.4 84.0

PGF-3-02SW . PC07 10.0 46.0 Hex.24 1/4 Ø42.4 73.0

PGF-3-03VR . PC07 19.0 48.4 Hex.24 3/8 Ø42.4 112.0

PGF-4-02VR . PC07 15.5 229.0 Hex.24 1/4 Ø42.4 274.0

PGF-4-03VR . PC07 19.0 230.0 Hex.24 3/8 Ø42.4 284.0

PGF-5-02VR . PC07 15.5 53.0 Hex.30 1/4 Ø32.5 84.0

PGF-5-02SW . PC07 10.0 53.0 Hex.30 1/4 Ø32.5 73.0

● 필터 베이킹：2000℃, 2Hr

● 메탈캡

● 초대형 유량  500~3,000ℓ/min은 별도의 PGF-11타입이 있습니다.

13
세라믹 가스필터 PGF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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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comb 구조 엘리먼트 / 여과정도 0.003㎛
추천유량 20~400 L/min

세라믹 가스필터

  ■ 제품 선택 방법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기타 조인트는 문의바랍니다.

유량

타입 내경 조인트 종류 내면 거칠기 정도

옵션

PGFL Series

저압력 손실 . 높은 여과정도
세라믹 가스필터

● 고 여과정도
    서브 미크론 LSI 제조 공정에서는 원료 가스를 고순도 그대로 사용 지점까지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원료 가스의 고순도 화는 물론, 배관계의 울트라 클린 화가 큰 포인트였습니다. 썬덴 코리아 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요소 부분에 세라믹을 사용한 완전히 새로운 필터를 개발했다. 그 결과 항상 안정된 상태에서 
    0.003㎛의 높은 여과 정밀도를 가능하게했습니다.

● 저 압력손실
     PGF 시리즈의 높은 여과성능은 그대로, 낮은 압력손실을 실현했습니다.  
     PGF 시리즈와 완전히 같은 외형치수에 약 2배의 유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유지비용 절감
    파티클의 입자가 큰 것부터 단계적으로 여과가 가능케하는 삼층 구조이기때문에 눈막힘의 위험이 없고 또한 내구성
    내열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진 세라믹 필터는 기존의 필터와 비교하면 사용시 트러블이 없어 생산라인의 일시정시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이 없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가격 절감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가스 필터



SUNDEN KOREA Co., LTD.

SUNDEN KOREA Co., LTD.

SUNDEN KOREA Co., LTD.

썬덴코리아주식회사

썬덴코리아주식회사

썬덴코리아주식회사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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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량 특성도

  ■ 제품사양

여과정도 0.003㎛（ 단, 순수 여과시는 0.1㎛ )

권장유량 20 ~ 400ℓ/min（ 각 모델별 ： 유량 특성곡선 참조 )

설계압력 17MPa (2,465PSIG) at 20℃
본 제품은 전품 14.7MPa의 내압 시험 후 출하합니다. 다만 일본 국내에 있는 고압
가스 안전법을 준수하여, 최고사용압력의 표기 및 사용은 1MPa 미만입니다. 1MPa 
이상의 고압가스 인정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상용압력 1MPa(145PSIG) 미만

최대 허용 차압 9.6MPa (1,392PSIG) at 20℃

최고연속사용온도 120℃

베이킹 온도 200℃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구성부 재질 하우징：SUS316L　내면조도：Rmax0.7㎛ 이하　엘리먼트：알루미나 세라믹(Al2O3)　Seal：PTFE

피 팅 1/4＂    3/8＂   1/2＂    3/4＂  VCR, Swagelok, UPG® 그외

차
압

 [
㎪

]

차
압

 [
㎪

]

차
압

 [
㎪

]

1차압 : 1차압 :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세라믹 가스필터 PGFL  Series

1차압 :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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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형 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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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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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형 치수표

  ■ 옵션 ( Option )

형식 A(㎜) B(㎜) D(㎜) E(inch) F(㎜) H(㎜)

PGFL-2-02VR . PC07 15.5 84.0 Hex.24 1/4 Ø42.4 130.0

PGFL-2-02SW . PC07 10.0 84.0 Hex.24 1/4 Ø42.4 119.0

PGFL-2-03VR . PC07 19.0 92.0 Hex.24 3/8 Ø42.4 146.0

PGFL-2-03SW . PC07 12.0 92.0 Hex.24 3/8 Ø42.4 131.0

PGFL-3-02VR . PC07 15.5 46.0 Hex.24 1/4 Ø42.4 84.0

PGFL-3-02SW . PC07 10.0 46.0 Hex.24 1/4 Ø42.4 73.0

PGFL-3-03VR . PC07 19.0 48.4 Hex.24 3/8 Ø42.4 112.0

PGFL-4-02VR . PC07 15.5 229.0 Hex.24 1/4 Ø42.4 274.0

PGFL-4-03VR . PC07 19.0 230.0 Hex.24 3/8 Ø42.4 284.0

● 필터 베이킹：2000℃, 2Hr

● 메탈캡

● 초대형 유량  500~3,000ℓ/min은 별도의 PGF-11타입이 있습니다.

17
세라믹 가스필터 PGFL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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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압력손실
     질소가스 10ℓ/min을 필터 IN측에 0.1MPa 압력으로 흘렸을 때, OUT측 압력손실 델타P는 0.01MPa로 극히 낮은 
    압력손실을 실현했습니다.

● 고 여과정도
    0.01㎛ 파티클 제거 성능 99.9999999999%. 서브미크론 ULSI 제조공정의 수율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공헌합니다.

18

튜브형 엘리먼트 여과정도 0.01㎛
추천유량 10~160L/min

세라믹 가스필터

  ■ 제품 선택 방법

특수 전해연마
(경면처리)

면간격 손실압력

Mini

Short

Long

중(中) 압력손실

내경 내면가공 옵션조인트 종류

기타 조인트는 문의바랍니다.

베이킹 / 메탈캡

내부 초순수
압송세정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UCF Series

저압력 손실
인라인 세라믹 가스필터

가스 필터



SUNDEN KOREA Co., LTD.

SUNDEN KOREA Co., LTD.

SUNDEN KOREA Co., LTD.

썬덴코리아주식회사

썬덴코리아주식회사

썬덴코리아주식회사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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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량 특성도

  ■ 제품사양

여과정도 0.01㎛

권장유량 10 ~ 160ℓ/min（ 각 모델별 ： 유량 특성곡선 참조 )

설계압력 17MPa (2,465PSIG) at 20℃
본 제품은 전품 14.7MPa의 내압 시험 후 출하합니다. 다만 일본 국내에 있는 고압
가스 안전법을 준수하여, 최고사용압력의 표기 및 사용은 1MPa 미만입니다. 1MPa 
이상의 고압가스 인정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상용압력 1MPa(145PSIG) 미만

최대 허용 차압 3MPa (435PSIG) at 20℃

최고연속사용온도 120℃

베이킹 온도 200℃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구성부 재질 하우징：SUS316L　내면조도：Rma x 0.7㎛ 이하　엘리먼트：알루미나 세라믹(Al2O3)　Seal：PTFE

피 팅 1/4＂    3/8＂   1/2＂ VCR, Swagelok,® 그 외

세라믹 가스필터 UCF  Series
차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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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압
 [
㎪

]

차
압

 [
㎪

]

1차압 :

1차압 :

1차압 :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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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형 치수도

가스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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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형 치수표

형식 A(㎜) B(㎜) D(㎜) E(inch) F(㎜) H(㎜)

UCF-CB-02VR . P 15.5 40.0 Hex.30 1/4 Ø32.5 71.0

UCF-CB-02SW . P 10.0 40.0 Hex.30 1/4 Ø32.5 60.0

UCF-SB-02VR . P 15.5 53.0 Hex.30 1/4 Ø32.5 84.0

UCF-SB-02SW . P 10.0 53.0 Hex.30 1/4 Ø32.5 73.0

UCF-LB-02VR . P 15.5 96.0 Hex.30 1/4 Ø32.5 127.0

UCF-LB-02SW . P 10.0 96.0 Hex.30 1/4 Ø32.5 116.0

세라믹 가스필터 UCF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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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형 엘리먼트 / 여과정도 0.003㎛
추천유량 10L/min

SPC Series

미소 유량 초소형
세라믹 가스필터

● 초소형 . 경량
    SPC 시리즈는 초소형(Ø21×84mm), 경량(90g)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설치 장소가 좁은 실린더 캐비닛 등의 장치에 최적입니다.

● 고 여과정도
    필터 엘리먼트는 다층구조 세라믹을 사용해, 여과정도가 높습니다. 또한 모든 제품 출하시 CNC 카운터로 0.003㎛ 
    파티클의 제로카운트 확인 후 출하합니다.

● 저 탈(脫)가스 특성
    프로세스 가스의 미소 유량화, 저가스압화에 따라, 필터 내벽의 수분을 중심으로 탈(脫)가스에 의한 오염이 생깁니다. 
   세라믹 필터는 올메탈 필터와 비교해 수분 흡착량이 현저하게 적고, 수분 등에 대한 탈(脫)가스 특성이 우수합니다.

● 데드스페이스 프리
    필터 내부의 가스 체류부를 최대한 줄인 구조로, 가스 치환성이 우수합니다.

세라믹 가스필터

  ■ 제품 선택 방법

내경 옵션조인트 타입

기타 조인트는 문의바랍니다.

베이킹 / 메탈캡

내부 초순수 압송세정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스 필터



SUNDEN KOREA Co., LTD.

SUNDEN KOREA Co., LTD.

SUNDEN KOREA Co., LTD.

썬덴코리아주식회사

썬덴코리아주식회사

썬덴코리아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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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량 특성도

  ■ 외형 치수도

  ■ 제품사양

여과정도 0.003㎛

권장유량 10ℓ/min

설계압력 17MPa (2,465PSIG) at 20℃
본 제품은 전품 14.7MPa의 내압 시험 후 출하합니다. 다만 일본 국내에 있는 고압
가스 안전법을 준수하여, 최고사용압력의 표기 및 사용은 1MPa 미만입니다. 1MPa 
이상의 고압가스 인정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상용압력 1MPa(145PSIG) 미만

최대 허용 차압 3MPa (435PSIG) at 20℃

최고연속사용온도 120℃

베이킹 온도 200℃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구성부 재질 하우징：SUS316L (전해 연마 처리）내면조도：Rmax0.7㎛이하　엘리먼트：알루미나 세라믹(Al2O3)　Seal：PTFE

피 팅 1/4＂    VCR, Swagelok, 그 외

세라믹 가스필터 SPC  Series

차
압

 [
㎪

]

1차압 :

질소 가스 유량 [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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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형 엘리먼트 / 여과정도 0.003㎛
추천 유량 10~100L/min

UCD Series

저압력 손실
메탈 가스필터

● 고 내열성
    필터 구성부 재질을 모두 SUS316L로 사용해, 부식이나 2차생성물 오염이 없고, 고 내열성을 갖췄습니다.

● 90SLM 유량실현
    질소가스(N2)를 필터 IN측에 압력 0.2MPa로 흘릴 때, OUT측 압력 손실은 △0.05MPa로 90SLM의 유량을 
   실현했습니다.

● 서브 마이크론 ULSI제조 대폭향상
    정상류, 맥동 상태에서 여과정도 0.003㎛를 CNC로 확인했습니다. 서브미크론 ULSI 제조시 수율의 대폭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메탈 가스필터

  ■ 제품 선택 방법

유량 조인트 타입 면 간격

기타 조인트는 문의바랍니다.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량 C 타입은 84만 가능

가스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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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량 특성도

  ■ 외형 치수도

  ■ 제품사양

여과정도 0.003㎛

권장유량 10~100ℓ/min（ 각 모델별 ： 유량 특성곡선 참조 )

최고 사용압력 0.98MPa(142PSIG) at20℃

최대 허용차압 0.7MPa(101.5PSIG) at20℃

최고 사용온도 460℃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구성부 재질 하우징:SUS316L(전해 연마 처리）엘리먼트:SUS316L　내면조도:Rmax0.7㎛ 이하

피 팅 1/4”VCR, 그 외

메탈 가스필터 UCD  Series
차

압
 [
㎪

]

차
압

 [
㎪

]

1차압 : 1차압 :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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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형 엘리먼트 / 여과정도 0.1~10㎛
추천 유량 40~60L/min

RGF Series

거침 제거용
올메탈 가스필터

● 다양한 여과정도
    정상류, 맥동 상태에서 0.1~10㎛까지의 다양한 여과 정도 대응

● 고 내식성
    필터 구성부에 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아, 부식이나 2차생성물의 오염이 없습니다.

● 탈(脫)가스 특성 
    전용 베이킹 히터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APIMS 측정 결과 탈(脫)가스(수분량) 1.2ppb를 달성했습니다. 
   계속 사용할 경우 0.1ppb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필터내의 불순물 찌꺼기를 특수 세정으로 제거하여 탈(脫)가스 
   특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

메탈 가스필터

  ■ 제품 선택 방법

여과정도내경 조인트 타입면 간격

기타 조인트는 문의바랍니다.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hort Size

Middle Size

가스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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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유량 특성도

  ■ 외형 치수도

  ■ 외형 치수표

메탈 가스필터 RGF  Series
차

압
 [
㎪

]

차
압

 [
㎪

]

1차압 : 1차압 :

질소 가스 유량 [SLM]질소 가스 유량 [SLM]

여과정도 0.1, 0.5, 1.0, 5.0, 10㎛

권장유량 면간치수 E 사이즈…40ℓ/min, T 사이즈…60ℓ/min

설계압력 17MPa (2,465PSIG) at 20℃
본 제품은 전품14.7MPa의 내압시험후 출하를 합니다. 다만 일본 국내에있는 고압
가스안정법을 준수하며 최고사용 압력의 표기및 사용은 1MPa미만입니다. MPa이상
의 고압 가스 인정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상용압력 1MPa(145PSIG) 미만

최대 허용 차압 2MPa (290PSIG) at 20℃

최고 사용 온도 400℃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구성부 재질 하우징:SUS316L (전해 연마 처리）　엘리먼트:SUS316L　내면조도:Rmax0.7㎛ 이하

피 팅 1/4＂,  3/8＂,  1/2＂    VCR, Swagelok, 그 외

형  식 A(㎜) B(㎜) D(㎜) E(inch) F(㎜) H(㎜)

RGF-EB-02VR 15.5 34.0 Hex.30 1/4 Ø32.5 65.0

RGF-EB-02SW 10.0 35.0 Hex.30 1/4 Ø32.5 55.0

RGF-TB-02VR 15.5 53.0 Hex.30 1/4 Ø32.5 84.0

RGF-TB-02SW 10.0 53.0 Hex.30 1/4 Ø32.5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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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형 엘리먼트 / 여과정도 0.003㎛
추천 유량 15~250L/min

UCS-M Series

메탈 가스필터

  ■ 제품 선택 방법

내경 조인트 타입권장유량

기타 조인트는 문의바랍니다.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 여과정도
올메탈 가스필터

가스 필터

● 모든 재질에 SUS316L 스테인레스 스틸 적용

● 고 청정도 : 전제품 출하전에 내부 특수 세정을 실시하고 고순도 N2를 통과시키는 고온 베이킹 처리를 합니다.

● 고 유량 . 고 차압 : 고 유량 . 고 차압에서도 0.003㎛ 이상의 입자를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 고 내열성 : 460℃

● 다양한 라인업 : 10ℓ/min정도의 소유량부터 250ℓ/min정도의 중유량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준비했습니다.

● 저 압력 손실: : 종래의 메탈 필터와 비교해 압력 손실이 현저히 낮고 컴팩트한 사이즈에 의해 고유량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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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유량 특성도

  ■ 외형 치수도

  ■ 외형 치수표

메탈 가스필터 UCS-M  Series
차

압
 [
㎪

]

차
압

 [
㎪

]

차
압

 [
㎪

]

차
압

 [
㎪

]

1차압 : 1차압 : 1차압 : 1차압 :

질소 가스 유량 [SLM]질소 가스 유량 [SLM]질소 가스 유량 [SLM]질소 가스 유량 [SLM]

여과정도 0.003㎛

권장유량 10M…15ℓ/min, 13M…60ℓ/min, 19M…120ℓ/min, 24M…250ℓ/min

설계압력 17MPa (2,465PSIG) at 20℃
본 제품은 전품 14.7MPa의 내압 시험 후 출하합니다. 다만 일본 국내에 있는 고압
가스 안전법을 준수하여, 최고사용압력의 표기 및 사용은 1MPa 미만입니다. 1MPa 
이상의 고압가스 인정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상용압력 1MPa(145PSIG) 미만

최대 허용 차압 15MPa (2,175PSIG) at 20℃

최고 허용 온도 460℃ (불활성 가스)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구성부 재질 하우징:SUS316L (전해 연마 처리）　엘리먼트:SUS316L　내면조도:Rmax0.5㎛ 이하

표준사양 베이킹, 순수 특수 세정(필터내부)

피 팅 1/4＂,  3/8＂,  1/2＂    VCR, Swagelok 외

형  식 A(㎜) B(㎜) D(㎜) E(inch) F(㎜) H(㎜)

UCS-10M(13M)-02VR 15.5 53.0 Hex.27 1/4 Ø30.0 84.0

UCS-10M(13M)-02SW 10.0 53.0 Hex.27 1/4 Ø30.0 73.0

UCS-19M-02VR 15.5 96.0 Hex.30 1/4 Ø32.5 127.0

UCS-19M-02SW 10.0 96.0 Hex.30 1/4 Ø32.5 116.0

UCS-24M-02VR 15.5 98.0 Hex.37 1/4 Ø41.0 129.0

UCS-24M-02SW 10.0 98.0 Hex.37 1/4 Ø41.0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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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정도 0.003㎛
추천 유량 15~250L/min

엘리먼트를 포함한 모든 재질에 하스텔로이를 사용해, 
압력 손실이 극히 적고, 컴팩트한 크기로 보다 많은 
유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UCH-M Series

하스텔로이
올메탈 가스필터

하스텔로이 가스필터

  ■ 제품 선택 방법

기타 조인트는 문의바랍니다.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경 조인트 타입권장유량

가스 필터

● 모든 재질에 하스텔로이를 사용했습니다.

● 고 청정도 : 전제품 출하전에 내부 특수 세정을 실시하고 고순도 N2를 통과시키는 고온 베이킹 처리를 합니다.

● 고 유량 . 고 차압 : 고 유량 . 고 차압에서도 0.003㎛ 이상의 입자를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 고 내열성 : 460℃

● 다양한 라인업 : 10ℓ/min정도의 소유량부터 250ℓ/min정도의 중유량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준비했습니다.

● 저 압력 손실: : 기존 메탈필터와 비교해 압력 손실이 극히 낮으며, 컴팩트한 사이즈로 보다 많은 유량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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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유량 특성도

  ■ 외형 치수도

  ■ 외형 치수표

하스텔로이 가스필터 UCH-M  Series

여과정도 0.003㎛

권장유량 10M…15ℓ/min, 13M…60ℓ/min, 
19M…120ℓ/min, 24M…250ℓ/min

설계압력 17MPa (2,465PSIG) at 20℃
본 제품은 전품14.7MPa의 내압시험후 출하를 합니다. 다만 일본 국내에있는 고압
가스안정법을 준수하며 최고사용 압력의 표기및 사용은 1MPa미만입니다. MPa이상
의 고압 가스 인정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상용압력 1MPa(145PSIG) 미만

최대 허용차압 15MPa (2,175PSIG) at 20℃

최고 사용온도 460℃ (불활성 가스)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구성부 재질 하우징：하스텔로이®C-22（전해 연마 처리）　엘리먼트：하스텔로이®C-276　내면조도：Rmax0.5㎛ 이하

피 팅 1/4＂,  3/8＂,  1/2＂    VCR, Swagelok, 그 외

형  식 A(㎜) B(㎜) D(㎜) E(inch) F(㎜) H(㎜)

UCH-10M(13M)-02VR 15.5 53.0 Hex.27 1/4 Ø30.0 84.0

UCH-10M(13M)-02SW 10.0 53.0 Hex.27 1/4 Ø30.0 73.0

UCH-19M-02VR 15.5 96.0 Hex.30 1/4 Ø32.5 127.0

UCH-19M-02SW 10.0 96.0 Hex.30 1/4 Ø32.5 116.0

UCH-24M-02VR 15.5 98.0 Hex.37 1/4 Ø41.0 129.0

UCH-24M-02SW 10.0 98.0 Hex.37 1/4 Ø41.0 118.0

차
압

 [
㎪

]

차
압

 [
㎪

]

차
압

 [
㎪

]

차
압

 [
㎪

]

1차압 : 1차압 : 1차압 :

1차압 :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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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정도 0.01㎛ / 추천유량 40~300L/min.

TF Series

저 압력손실
PTFE 가스필터

● 고 여과정도 : 여과막은 PTFE 재질 2층막으로, 세월의 흐름이나 진동 등에 의한 늘어짐이 거의 없고 안정된 여과 
                        성능을 유지합니다. Nucleus 파티클 카운터로 0.01㎛의 파티클 포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 압력 손실 : PTFE 막은 2층 구조로 높은 여과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간극비를 통한 낮은 압력 손실로 
                         많은 유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TF-4 시리즈는 막적층 구조에 의해 유효 여과 면적이 크고 
                         압력 손실이 더욱 낮습니다.

● 고 내식성 : 구조부 재질은 엘리먼트 막, 엘리먼트 지지대, O-ring 등에 불소 수지를 채용하고 하우징에는 
                     SUS316L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스와 접하는 부분은 모두 Rmax 0.5㎛ 이하까지 연마하고, 
                     여기에 부동태 처리까지 더했습니다.

PTFE 가스필터

  ■ 제품 선택 방법

기타 조인트는 문의바랍니다.

Straight Tube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경 조인트 타입타입

※ 타입 2는
   1/4＂만 가능 

가스 필터

PTFE 막을 적용한 고 내식성 인라인 가스 필터 
PTFE 재질의 2층 막으로 높은 여과정도와 저 
압력 손실을 실현하여 사용 지점까지 가스의 
순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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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유량 특성도

  ■ 외형 치수도

  ■ 외형 치수표

PTFE 가스필터 TF  Series

형  식 A(㎜) B(㎜) D(㎜) E(inch) F(㎜) H(㎜)

TF-2-02VR . P 15.5 53.0 Hex.22 1/4 Ø25.4 84.0

TF-2-02SW . P 10.0 53.0 Hex.22 1/4 Ø25.4 73.0

TF-3-02VR . P 15.5 96.0 Hex.27 1/4 Ø31.2 127.0

TF-3-02SW . P 10.0 96.0 Hex.27 1/4 Ø31.2 116.0

TF-3-03VR . P 19.0 96.0 Hex.27 3/8 Ø31.2 134.0

TF-3-03SW . P 12.0 96.0 Hex.27 3/8 Ø31.2 120.0

TF-4-02VR . P 15.5 70.4 Hex.24 1/4 Ø72.0 127.0

TF-4-02SW . P 10.0 67.4 Hex.24 1/4 Ø72.0 113.0

TF-4-03VR . P 19.0 63.4 Hex.24 3/8 Ø72.0 127.0

TF-4-03SW . P 12.0 63.4 Hex.24 3/8 Ø72.0 113.0

TF-7-04ST . P 56.2 182.5 - 1/2 Ø76.3 294.9

TF-8-04ST . P 48.0 296.0 - 1/2 Ø101.6 392.0

여과정도 0.01㎛

권장유량 40~300ℓ/min（ 각 모델별 ： 유량 특성 곡선 참조 )

최고 사용압력 0.98MPa(142PSIG) at20℃

최고 사용차압 0.5MPa(72.5PSIG) at20℃

내역압 0.07MPa(10.15PSIG)at20℃

최고 사용온도 120℃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구성부 재질 하우징：SUS316L  /  내면조도：Rmax0.5㎛ 이하  /  엘리먼트 . O링：PTFE
엘리먼트 지지대：PFA/ECTFE(TF-4제품만)  /  엘리먼트：PTFE  /  O링：바이톤  /  엘리먼트 지지대：P.P（TF-7, 8 전용)

피 팅 1/4”3/8”1/2”3/4”(TF-7, 8 전용）VCR, Swagelok, 스트레이트 튜브 외

차
압

 [
㎪

]

차
압

 [
㎪

]

차
압

 [
㎪

]

차
압

 [
㎪

]

1차압 : 1차압 : 1차압 :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1차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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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정도 0.003㎛ / 추천유량 40~300L/min.

STF Series

고 여과정도 저 압력손실
PTFE 가스필터

PTFE 가스필터

  ■ 제품 선택 방법

기타 조인트는 문의바랍니다.

Straight Tube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경 조인트 타입타입

※타입 2는
  1/4＂만 가능 

가스 필터

PTFE 막을 적용한 고 내식성 인라인 가스 필터 
PTFE 재질의 2층 막으로 높은 여과정도와 저 
압력 손실을 실현하여 사용 지점까지 가스의 
순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 고 여과정도 : 여과막은 PTFE 재질 2층막으로, 세월의 흐름이나 진동 등에 의한 늘어짐이 거의 없고 안정된 여과 
                        성능을 유지합니다. Nucleus 파티클 카운터로 0.01㎛의 파티클 포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 압력 손실 : PTFE 막은 2층 구조로 높은 여과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간극비를 통한 낮은 압력 손실로 
                         많은 유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STF-4 시리즈는 막적층 구조에 의해 유효 여과 면적이 크고 
                         압력 손실이 더욱 낮습니다.

● 고 내식성 : 구조부 재질은 엘리먼트 막, 엘리먼트 지지대, O-ring 등에 불소 수지를 채용하고 하우징에는 
                     SUS316L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스와 접하는 부분은 모두 Rmax 0.5㎛ 이하까지 연마하고, 
                     여기에 부동태 처리까지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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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유량 특성도

  ■ 외형 치수도

  ■ 외형 치수표

PTFE 가스필터 STF  Series

여과정도 0.003㎛

권장유량 40~300ℓ/min（ 각 모델별 ： 유량 특성 곡선 참조 )

최고 사용압력 0.98MPa(142PSIG) at20℃

최고 사용차압 0.5MPa(72.5PSIG) at20℃

내역압 0.07MPa(10.15PSIG)at20℃

최고 사용온도 120℃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구성부 재질 하우징：SUS316L  /  내면조도：Rmax0.5㎛ 이하  /  엘리먼트 . O링：PTFE
엘리먼트 지지대：PFA/ECTFE (STF-4제품만)  /  엘리먼트：PTFE  /  O링：바이톤  /  엘리먼트 지지대：P.P（STF-7, 8 전용)

피 팅 1/4”3/8”1/2”3/4”(STF-7, 8 전용）VCR, Swagelok, 스트레이트 튜브 외

차
압

 [
㎪

]

차
압

 [
㎪

]

차
압

 [
㎪

]

차
압

 [
㎪

]

1차압 : 1차압 : 1차압 :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1차압 :

형  식

STF-2-02VR . P

STF-2-02SW . P

STF-3-02VR . P

STF-3-02SW . P

STF-3-03VR . P

STF-3-03SW . P

STF-4-02VR . P

STF-4-02SW . P

STF-4-03VR . P

STF-4-03SW . P

STF-7-04ST . P

STF-8-04ST . P

A(㎜)

15.5

10.0

15.5

10.0

19.0

12.0

15.5

10.0

19.0

12.0

56.2

48.0

B(㎜)

53.0

53.0

96.0

96.0

96.0

96.0

70.4

67.4

63.4

63.4

182.5

296.0

D(㎜)

Hex.22

Hex.22

Hex.27

Hex.27

Hex.27

Hex.27

Hex.24

Hex.24

Hex.24

Hex.24

-

-

E(inch)

1/4

1/4

1/4

1/4

3/8

3/8

1/4

1/4

3/8

3/8

1/2

1/2

F(㎜)

Ø25.4

Ø25.4

Ø31.2

Ø31.2

Ø31.2

Ø31.2

Ø72.0

Ø72.0

Ø72.0

Ø72.0

Ø76.3

Ø101.6

H(㎜)

84.0

73.0

127.0

116.0

134.0

120.0

127.0

113.0

127.0

113.0

294.9

392.0

2-1/4”VCR 2-1/4”VCR 2-1/4”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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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필터

PTFE 막을 적용한 고 내식성 인라인 가스 필터 
PTFE 재질의 2층 막으로 높은 여과정도와 
저 압력 손실을 실현하여 사용 지점까지 가스의 
순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과정도 0.003㎛ / 권장유량 40~150L/min.

STF-3000 Series

고 내압용
PTFE 가스필터

PTFE 가스필터

  ■ 제품 선택 방법

기타 조인트는 문의바랍니다.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경 조인트 타입타입

※타입 2는
  1/4＂만 가능

● 고 여과정도 : 여과막은 PTFE 재질 2층막으로, 세월의 흐름이나 진동 등에 의한 늘어짐이 거의 없고 안정된 여과 
                        성능을 유지합니다. Nucleus 파티클 카운터로 0.003㎛의 파티클 포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 압력 손실 : PTFE 막은 2층 구조로 높은 여과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간극비를 통한 낮은 압력 손실로 
                         많은 유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고 내식성 : 구조부 재질은 엘리먼트 막, 엘리먼트 지지대, O-ring 등에 불소 수지를 채용하고 하우징에는 
                     SUS316L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스와 접하는 부분은 모두 Rmax 0.5㎛ 이하까지 연마하고, 
                     여기에 부동태 처리까지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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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유량 특성도

  ■ 외형 치수도

  ■ 외형 치수표

PTFE 가스필터 STF-3000  Series

여과정도 0.003㎛

권장유량 STF-2…40ℓ/min STF-3…150ℓ/min

하우징 설계압력 20.68MPa (3,000PSIG 210kgf/㎠) at 20℃

최고 사용압력 0.98MPa(142PSIG)at20℃

내역압 0.07MPa(10.15PSIG)at20℃

최고 사용온도 120℃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구성부 재질 하우징：SUS316L  /  내면조도：Rmax0.5㎛ 이하  /  엘리먼트 . O링：PTFE  /  엘리먼트 지지대：PFA

피 팅 1/4”3/8”1/2”VCR, Swagelok, 그 외

차
압

 [
㎪

]

차
압

 [
㎪

]

1차압 : 1차압 :

질소 가스 유량 [SLM] 질소 가스 유량 [SLM]

형  식

STF-2-02VR-3000

STF-2-02SW-3000

STF-3-02VR-3000

STF-3-02SW-3000

STF-3-03VR-3000

STF-3-03SW-3000

STF-3-04VR-3000

A(㎜)

15.5

10.0

15.5

10.0

19.0

12.0

19.0

B(㎜)

53.0

53.0

96.0

96.0

96.0

96.0

96.0

D(㎜)

Hex.21

Hex.21

Hex.30

Hex.30

Hex.30

Hex.30

Hex.30

E(inch)

1/4

1/4

1/4

1/4

3/8

3/8

1/2

F(㎜)

Ø23.5

Ø23.5

Ø32.5

Ø32.5

Ø32.5

Ø32.5

Ø32.5

H(㎜)

84.0

73.0

127.0

116.0

134.0

120.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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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필터

STF-MF1 Series

소형 . 대유량
PTFE 가스필터

PTFE 가스필터

  ■ 제품사양                                      ■ 외형 치수표

  ■ 유량 특성도

● 소형 . 대 유량 : 일반적인 인라인 가스 필터의 
                           크기에서 대 유량 여과 가능
● 여과정도 : 0.003㎛이상 입자 고 효율 제거
● 우수한 내식성 : 필터 미디어 및 지원재는 불소
                          수지 채용 하우징에는 SUS316L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제조 장치에서 PV용 벌크 가스 공급 라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과정도 0.003㎛

상용압력 1MPa 미만

최대 허용 정차압 0.7MPa (20℃)

최대 허용 역차압 0.3MPa (20℃)

최대 허용온도 120℃ (불활성 가스)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구성부 재질
하우징 : SUS316L (내면 전해 연마 처리) 
내면 조도 : Rmax0.5㎛ 이하 
필터 미디어 : PTFE / 서포트 : PFA

피 팅 1/4”3/8”1/2”가스켓 씰 (표준) 압축 씰, 기타

형 식 피 팅 D(㎜) F(㎜) H(㎜)

STF-MF1-02VR . P 1/4”가스켓 씰 (VCR 피팅 상당) Hex.35 Ø38 127

STF-MF1-04VR . P 1/2”가스켓 씰 (VCR 피팅 상당) Hex.35 Ø38 127

STF-MF1-02SW . P 1/4”압축 씰 (Swagelok 피팅 상당) Hex.35 Ø38 113

STF-MF1-03SW . P 3/8”압축 씰 (Swagelok 피팅 상당) Hex.35 Ø38 118

STF-MF1-04SW . P 1/2”압축 씰 (Swagelok 피팅 상당) Hex.35 Ø38 119

차
압

 [
㎪

]

차
압

 [
㎪

]

질소 가스 유량 [SLM]

● 메가플로우 유량특성 (1/4”피팅) ● 메가플로우 유량특성 (1/2”피팅)

질소 가스 유량 [SLM]

1차압 :
1차압 :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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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FD Series

초고압(~85 MPa) 대응
커스터마이즈 올 메탈필터

고압가스 설비 시험 인증제품

  ■ 제품사양

  ■ 외형 치수도

39
초고압 메탈필터  HSFD

● 초고압 : 85MPa까지 요구에 따라 압력 대응합니다.

● 맞춤설계 : 커스터마이즈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압력에 따라 여러 종류의 피팅 형상에
                   대응합니다. 1개도 제작 대응합니다.

● 고 청정도 : 출하 전에 내부 특수 세척을 실시하고, 
                    고순도 N2를 통과시키며 고온 베이킹 
                    처리합니다. (진공 이중 포장)

여과성능 0.1,  0.5,  1,  5,  10,  20㎛ 등 다양

설계압력 1~85MPa

엘리먼트 재질 SUS316L

하우징 재질 SUS316L

설계온도 상담 가능합니다

피 팅 설계 압력에 따라 각종 상담에 응합니다.

● 85MPa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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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필터란? 가스켓 모양의 가스 필터를 
정밀 여과의 가스 필터 입구/출구의 피팅부에
장착하여 0.3㎛ 이상 또는 0.1㎛ 이상의 배관 중 
큰 파티클을 잡아내는 것으로 정밀 여과 정도 
가스 필터와 메스 플로우 컨트롤러의 눈 막힘을 
방지하고 메탈 실리브등의 불량에 따른 출류를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관 면 씰 피팅부의 가스켓 형태로 장착 가능
※기존의 배관에도 개조없이 장착할수 있습니다.

PGH/PGTSeries
하이브리드 필터

하이브리드 필터

  ■ 제품 선택 방법

시리즈               가스켓 재질       여과정도         사이즈      리테이너

H : 디스크 타입
T : 콘 타입

S : SUS316L
N : 니켈

공백 : 리테이너 없음
    T : 리테이너 있음

※1㎛는 PGH 전용
※0.5㎛는 PGT 전용

※L은 PGH 전용※니켈은 PGH 전용

● 공간 절약형 디자인 : 디스크 타입과 콘 타입을 라인업하여, 배관면 씰 피팅부의 가스켓으로 단독 설치 가능합니다.

● 비용 절감 효과 : 가스켓 겸용 필터이므로, 기존 배관에도 개조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 고압/고온 사용가능 : 엘리먼트, 가스켓은 SUS316L재질(디스크 타입은 니켈 대응)이므로, 고온 · 고압
                                  (PGT 시리즈)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스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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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유량 특성도

  ■ 외형 치수도

PGH/PGT  Series

시리즈 PGH 시리즈 (디스크 타입) PGT 시리즈 (콘 타입)

여과정도 0.3㎛, 1㎛ 0.3㎛, 0.5㎛

추천유량 ~ 100ℓ/ min ~ 50ℓ/ min

최고 사용압력 0.98MPa -

최대 허용차압 - In → Out : 9.0MPa  / Out → In : 6.5MPa

최고 사용온도 400℃ 400℃

구성부 재질 가스켓 : SUS316L 또는 니켈, 필터 / 리테이너 : SUS316L 엘리먼트 / 가스켓 / 리테이너 : SUS316L 

피 팅 1/4”3/8”(1/2”공통) / VCR / UJR 가스켓 피팅 1/4”/ VCR / UJR 가스켓 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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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정도 0.003㎛.

FBA Series
퀵 디퓨즈 벤트필터

벤트필터

  ■ 유량 특성도

가스 필터

반도체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로드락챔버(Load lock chamber)와 반송 챔버(Transfer chamber) 등에서 진공 파괴할 때 

발생되는 파티클의 말아올림 현상 및 과도한 난류의 발생은, 웨이퍼에 파티클 부착이나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엔 질소 가스를 서서히 주입하는 슬로우 벤트로 이런 현상을 방지했지만, 퓨어론 벤트 필터를 사용하면 슬로우 

벤트가 불필요해져 스루풋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성 곡선 중 세로축 [챔버 내 압력(MPa G)] 0MPa 값에서 수평으로 이동하여, 
0.3MPa의 곡선과 만난 점의 가로축 [경과시간(SEC)]의 값을 읽습니다. (70초)

● 모든 재질이 SUS316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 고 여과정도를 지원합니다.
● 컵 형태이므로, 끝부분도 가스 분출이 됩니다.

[유량특성곡선을 보는 방법 / FBA-5 시리즈, 챔버 용량 800L의 경우]

- 예 - 

아래 조건의 경우, 진공에서 대기압이 되는 시간은 약 70초입니다.

● 1차압력 : 0.3MPa
● 2차압력 : 진공 
● 챔버용량 : 800L
● FBA-5의 사용 갯수 : 1개

[ 각 압력에 대한 소요시간 ]

※ 유량 특성 곡선은 Chamber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특성 곡선에 대해서는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1차압력 0.1MPa 0.2MPa 0.3MPa 0.4MPa 0.5MPa 0.6MPa

진공에서 대기압까지의 소요 시간 168sec 100sec 70sec 55sec 45sec 38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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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외형 치수도

FBA  Series

여과정도 0.003㎛

상용압력 1MPa 미만

최고 사용온도 400 ℃

베이킹 온도 400 ℃

가스 접촉부 재질 SUS316L

피 팅 1/4” 튜브, 3/4” 튜브, 1/4” 가스켓 씰, 1/2” 가스켓 씰, 각종 플랜지 대응※

※ 기타 피팅 형상 등에 대해서는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43

● FBA-4-02VR

● FBA-5-04VR

● FBA-4-02ST

● FBA-5-02ST

1/4”가스켓 씰

1/4”가스켓 씰

※ 이상은 예시입니다. 요청에 따라 형태, 사양을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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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정제장치

초 고순도 가스 소형 정제기는 사용 지점에서 
불활성 가스, 특수 가스 중에 포함된 수분, 산소, 
하이드로 카본 등의 불순물을 효율적으로 제거
합니다.

GP/GPF Series

소형 초 고순도
가스 정제기

초 고순도 가스 정제기

  ■ 제품 선택 방법

● 최대 1PPB 이하까지 제거 : 사용 지점에서 불활성 가스나 특수 가스에 포함된 수분, 산소, 하이드로 카본 등의 
                                            불순물을, 조건에 따라 최대 1PPB 이하까지 제거합니다.

● SUS316L 내장필터 : 불순물을 잡는 내장 필터 미디어는 모두 SUS316L을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부식에 의한 파티클 발생이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부식성 가스 수분제거 : HBr, HCl 등의 강부식성 특수 가스에 포함된 수분을, 조건에 따라 최대 100PPB
                                (분석장치의 검출한계) 이하까지 제거합니다.

● 소형 . 경량 타입 : 소형·경량 타입 GP-05는 필터 사이즈가 같은 소형 타입(면 간격 84mm)으로, 120g 더 가볍습니다.

● 반복적 사용 가능 : 가스 종류에 따라 350℃부터 400℃의 베이킹으로 재활성 처리를 하면, 완전한 수명으로 되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제재 : 메탈, 게터, 그 외

이상

이상
그 외 그 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장 파티클 여과                         ★1                      재활성 처리용                           
엘리먼트 여과정도     권장유량       사용 가스 종류       퍼지 가스                   내경             조인트 타입

★1. 발열이 일어나는 반응을 막기 위해, 가스 
     종류를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율 불순물 제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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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외형 치수도                                                                    ■ 유량 특성도

  ■ 정제 보증치

GP/GPF  Series

정제성능 개별 불순물：최대 1PPB 이하 / 출구측 불순물 합계：최대 10PPB 이하 (조건에 따름）

재 질 하우징：SUS316L  / 전해연마 R max 0.7㎛ 이하 / 필터미디어：SUS316L / 정제재：메탈, 게터, 그 외

유량범위 0.5LPM~20LPM（모델/압력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고 사용압력 0.97MPa (140.65PSIG)

사용온도 실온 또는 350~400℃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누량 2×10-11 Pa . m3/sec이하

피 팅 1/4”3/8”VCR, Swagelok

  ■ 외형 치수표

형  식

GP-05

GP-1

GP-2

GP-5

GP-10

GP-20

A(㎜)

84

84

122

160

224

317

B(㎜)

38

38

76

114

178

272

C(㎜)

25

38

38

51

51

63

권장유량(ℓ/min)

0.1~0.5

0.1~1.0

02~2.0

1~5

2~10

5~20

수명(유량) ※

약1년간（0.2LPM 조건)

약1년간（0.5LPM 조건)

약1년간（1LPM 조건)

약1년간（3LPM 조건)

약1년간（5LPM 조건)

약1년간（10LPM 조건)

※상기 수명은 입구 (일차측) 부터의 불순물 합계가 10PPM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이며  중간에 재활성 처리가 필요합니다.
차

압
 [
㎪

]

1차압 :

아르곤 가스 유량 [SLM]

사양 정제 대상 가스 정제 불순물 정제 보증치

불활성 가스 He, Ne, Ar, Kr, Xe

H2O, O2, CO2 1 PPB이하 (실온에서)

H2O, O2, CO, CO2, N2, THC 1 PPB이하 (가열 시)

출구(2차)측 불순물 합계 10 PPB이하 (8LOGS)

질소 가스용 N2
H2O, O2, CO2 1 PPB이하 (실온에서)

H2O, O2, CO, CO2, THC 1 PPB이하 (가열 시)

수소 가스용 H2，Ar/H2，N2/H2
H2O, O2, CO2 1 PPB이하 (실온에서)

H2O, O2, CO, CO2, N2, THC 1 PPB이하 (가열 시)

하이드라이드 가스용
프레온 가스용

SiH4, Si2H6, SiH2Cl2, AsH3, PH3, NH3, B2H6  
H2S, GeH4, Ge2H6, CH4, CF4, CCl4, SF6

H2O, O2, CO2 10 PPB이하 (실온에서)

산소 가스용
(산소 가스 정제기는 싱글 타입 듀얼 
타입의 2종류가 있습니다)

O2, Air

싱글
H2O 100 PPB이하 (실온에서)

CO2 10 PPB이하 (실온에서)

듀얼
H2O 100 PPB이하 (가열 시)

H2, CO, CO2 10 PPB이하 (가열 시)

부식성 가스용 HBr, HCl, BCl3, BF3, Cl2 H2O 100 PPB 이하 (실온에서)

※ 부식성 가스의 순도 분석에는 FT-IR을 사용했습니다. ( 검출한계 100PPB ）    ※ 상기  보증치는 입구측 불순물 합계 10 PPM 이하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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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정제장치

초 고순도 가스 소형 정제기는 사용 지점에서 불활
성 가스, 특수 가스 중에 포함된 수분, 산소, 하이드
로 카본 등의 불순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GPFC Series
활성탄 가스 정제기

가스 정제기

  ■ 제품 선택 방법

● 초정밀 가스 필터 : 초정밀 가스필터 엘리먼트와 고청정활성탄을 내장해, 사용지점의 드라이에어 및 불활성가스 중의 
                               미립자, 기체유기물, 산소계불순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정제재 : 단일 구형 활성탄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PFC-100
    1/4”만 가능

권장유량                사용 가스 종류                 내경               조인트 타입

나사

나사

고효율 불순물 제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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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외형 치수도                                                                   ■ 유량 특성도

  ■ 정제 보증치

GPFC  Series

재 질 하우징：SUS316L　내면 전해연마  /  필터 엘리먼트：SUS316L  /  정제재：단일구형 활성탄

설계압력 0.98MPa (142PSIG)

최고 사용차압 0.68MPa (98.6PSIG)

최고 사용역압 0.3MPa (43.5PSIG)

내장필터 엘리먼트 여과정도 0.003㎛ 이상 (99.9999999％)

불순물 포착 효율
● 기체 유기물（C6이상의 하이드로 카본을 99.9%이상）
● 산소계 불순물 (NO2, SO3, SO2, H2S, HF, HCL, HBr, NH3  etc. 99.9％이상)

초기 청정도 0.01㎛ 이상의 미립자가 1개 이하 /100slpm

내면처리 전해연마（Rmax 0.5㎛ 이하）

최고 사용온도 350℃

피 팅 VCR, Swagelok, PT, Rc 그 외

  ■ 외형 치수표

형  식

GPFC-100- ** -02VR

GPFC-500- ** -04RC

GPFC-500- ** -04VR

A(㎜)

160

350

345

B(㎜)

115

282

282

C(㎜)

Ø51

Ø100

Ø100

차
압

 [
㎪

]

1차압 :

유 량 [SLM]

사 양 정제 대상가스 정제 불순물 정제 보증치

Air, 불활성가스 Air, He, Ar, Kr, Xe
기체 유기물（하이드로 카본：C6이상） 99.9% 이상

산소계불순물 (NO2, SO3, SO2, H2S, HF, HCL, HBr, NH3 etc.) 99.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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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  (Heater)

가스필터 베이킹용 자켓히터 FBR 시리즈는 200℃ 
고온에서 필터를 베이킹하는 획기적인 베이킹히터
입니다.

FBR Series
가스필터용 자켓히터

가스 필터용 자켓 히터

  ■ 제품 선택 방법

● 탈부착 가능 : FBR 시리즈는 필터에 간단히 탈착할 수 있습니다.   
● 200℃ 베이킹이 가능합니다.

● 단선 검출 기능 : 콘트롤러유니트는 과열방지 인터록 기능과 단선 검출기능이 있어 안전합니다.

● 원격 조작 가능 : 온도, 시간 등 설정은 원격조작 가능한 디지털식 콘트롤러로 조작이 간편합니다.  

● 히터 유닛 : 얇고 가벼워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 일단 필터 내부의 금속 표면이나 엘리먼트에 대기중의 수분이 흡착돼버리면, N2퍼지만으로는 거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위기 가스중에 H2O나 O2가 존재할 경우, 실온에서 수분과의 반응에 의해, 필터내부 및 프로세스 챔버 내의 반응
   생성물에 의한 오염이나 부식이 생깁니다. 이럴 때 수분 등 탈(脫)가스 성분을 벗겨내는 데는 200℃ 이상의 베이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퓨어론은 필터를 200℃ 베이킹하는 획기적인 베이킹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으로 APIMS 측정결과
   탈(脫)가스량(수분량) 1.2ppb를 달성했습니다.

필터모델
● 디지털 온도 / 타임 컨트롤러 (별매)

● 온도, 시간 설정 컨트롤러
     GCW FBR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케이블 길이● FBR 시리즈 연장 케이블

※ By 1 meter, 1 to 5m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터용 / 정제기용 자켓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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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외형 치수도

FBR  Series

최고사용온도 200℃

전 원 AC 100V

소비전력 60~100W (0.6~1A)

가열 타이머 최대 사용시간 100Hrs (디지털 설정）

온도절약 PID제어 (디지털설정）

시스템구성 히터 유닛, 컨트롤러 유닛

부속품 전원 코드, 중계 코드

옵 션 멀티체널 . 스캔식 컨트롤러, 그 외 다른 옵션 가능합니다.

  ■ 외형 치수표

형  식 외경 A(㎜) 내경 B(㎜) 길이 C(㎜)

FBR-2 60.0 43.0 80.0

FBR-3 60.0 43.0 50.0

FBR-5 50.0 30.0 50.0

후면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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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  (Heater)

퓨어론 소형 가스 정제기용 GCW시리즈는 효율적인 
히팅을 위해 개발된 전용 자켓히터입니다.

GCW Series
소형 가스 정제기용 자켓히터

가스 정제기용 자켓히터

  ■ 제품 선택 방법

● 고온난방 : GCW 시리즈는 400℃ 고온으로 정제기를 가열할 수 있습니다.    
● 맞춤설계 : 정제기 크기에 맞게 설계되어 꼭 맞습니다.

● 발진없는 재질 : 외장은 폴리에스테르섬유재질로, 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작의 편리성 : FBC (온도 컨트롤러) 시리즈와 함께 쓰면 더욱 조작이 간단해집니다.

정제기 타입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채널
2 채널

● 디지털 온도 / 타임 컨트롤러 (별매)

필터용 / 정제기용 자켓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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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외형 치수도

GCW  Series

형 식 05 1 2 5 10 20

전기용량 AC 100V 80W AC 100V 100W AC 100V 100W AC 100V 200W AC 100V 360W AC 100V 200W

정격저항 125Ω (±10％） 100Ω (±10％） 100Ω (±10％） 50Ω (±10％） 27.8Ω (±10％） 50Ω (±10％）

히 터 NCHW-2

최고 내열온도 450℃

재 질

내장재 유리섬유　A335T

외장재 폴리에스테르 섬유 EL-7950

단열재 Super Glass Mat SGM

구 분 매직 테이프 막음

전원리드 테프론 선

센 서 K열전대　글라스듀프

A：전장（㎜) 84 84 122 160 224 318

B：외경（㎜) Ø70 Ø82 Ø82 Ø95 Ø95 Ø107

B 
: 

외
경

A : 전장

매직 테이프

센서 리드 전원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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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센서  (Pressure Sensors)

SUS316L제 (다이어프램부는 하스텔로이)
측정 매체 온도는 최고 300℃
(주변온도 250℃)까지 가능.

PCH-1000 Series
초고온(300℃) 대응 압력센서

초고온 대응 압력센서

  ■ 제품 선택 방법

● 최고 측정온도 : PCH-1000 시리즈는, 측정 매체 온도가 최고 300℃ (주변온도：250℃)까지 가능합니다.    
● 오일레스 : 실리콘 오일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신호출력 : 신호출력은 4~20mA, 0~5V를 선택 가능합니다. (증폭 회로부는 외부 부착 방식)

● 가스 접촉부 : 가스(액) 접촉부는 SUS316L 사용（다이어프램은 하스텔로이®)

● 각종 피팅에 대응합니다.

● 진공 출력기준 : PC-1004/1005 모델은 출력 기준을 진공(-100kPa)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지정）

출력신호 배관접속

공백 :
1/4”(표준)

공백 : 대기압
  V   : 진공압

내경 조인트 형태 압력범위
나사
형상

출력
기준

센서 . 앰프간
케이블 길이

엠프 . 전원간
케이블 길이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 스트레이트
T : T 앵글

1 : 1m
2 : 2m
이후 1m 단위

M : 수나사 (표준)
F : 암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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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외형 치수도

PCH-1000  Series

커넥터

케이블 측 커넥터

A형 T형 엠프부

홀

형 식
게이지 압

KPa 300KPG 500KPG 1MPG

압력범위
kgf/cm2 0~3.059 0~5.098 0~10.19

PSI 0~43.5 0~72.5 0~145

정도(％ Full Scale) ±1％

과부하 압력 Full Scale×2

구동(전원) 전압 DC 24V±10％

보관 온도범위 -10℃~300℃ (주변온도 : -10℃~250℃) (미통전）

보상 온도범위 0℃~250℃（주변온도 : 0℃~200℃）

온도 드리프트 ±0.05％　FS/℃

외부 리크량 2×10-11Pa . m3/sec

가스(액) 접촉부 몸체 : SUS316L（전해 연마 처리） /  다이어프렘부 : 하스텔로이® 재질

피 팅 1/4”(표준) 3/8”1/2”VCR(표준), Swagelok, 그 외

형 식 1004 1005

출력신호 4~20mA 0~5V

스 팬 16mA±0.16mA 5V±0.5V

오프셋 4mA±0.4mA 0V±0.1V

※ 옵션에 따라 출력 기준을 진공(-100KPa)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문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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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센서  (Pressure Sensors)

SUS316L제, 고 내식성 . 고 정도 압력 트랜스미터.

PC-300 Series
고정밀 압력센서

압력 트랜스미터

  ■ 제품 선택 방법

PC-300 시리즈는 우수한 온도 특성을 가진 고정도 압력센서입니다. 또한 가스(액) 접촉부는 SUS316L를 사용해 우수한 
내식성을 갖췄습니다. 출력은 4~20㎃, 0~5V, 0~10V를 선택 가능해, 각종 디지털 판넬메타,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와 간
단히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고정도 . 고신뢰성 : 선형성, 히스테리시스, 반복성의 영향에 의한 베스트 피트 직선에서 최대 편차는 0.25％의 
                               고정도로 높은 신뢰성을 갖췄습니다.    
● 넓은 측정범위 : 게이지압 0~172.4KPa(1.76kgf/㎠)부터 20,684KPa(210kgf/㎠)까지, 절대압 0~2,586torr 
                       등 다양한 압력 범위의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옵션으로 진공으로도 가능합니다.

● 긴 제품 수명 : 각 범위의 사이클 내구성 테스트에서 100만회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 입 . 출력 : 4~20㎃, 0~5V, 0~10V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력신호 조인트 형태 압력범위
배관
접속

나사
형상

출력
기준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 : 수나사 (표준)
F : 암나사

A : 스트레이트
T : T 앵글

공백 : 대기압
  V   : 진공압
※ 게이지 압력 타입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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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게이지압 ※ 절대압

PSI 25G 50G 100G 200G 500G 3000G 15A 25A 50A

압력범위

KPa 0~172.4 0~344.7 0~689.5 0~1,378.9 0~3,447.3 0~20,684 0~103.4 0~172.4 0~344.7

kgf/㎠ 0~1.76 0~3.52 0~7.03 0~14.06 0~35.16 0~210.9 - - -

torr - - - - - - 0~776 0~1,293 0~2,586

정도(％ Full Scale) ±0.5％ ±0.2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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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외형 치수도

PC-300  Series

[압력범위]-M [압력범위]-M [압력범위]-M [압력범위]-M

과부하 압력 Full Scale×2

보관 온도범위 -40℃~85℃ (미통전）

보상 온도범위 0℃~70℃

온도 드리프트 ±0.05％　FS/℃

외부 리크량 2×10-11Pa . m3/sec

가스(액) 접촉부 SUS316L

피 팅 1/4”VCR, Swagelok, UJR,®  그 외

형 식 304 305 310

구동(전원) 전압 DC 12~26V DC 12~26V DC 12~26V

출력신호 4~20㎃ 0~5V 0~10V

스 팬 16㎃±0.16㎃ 5V±0.5V 10V±1V

오프셋 4㎃±0.4㎃ 0V±0.1V 0V±0.1V

※ 게이지압 타입은 옵션에 의거 출력 기준을 진공(-100KPa)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문 시 지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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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센서  (Pressure Sensors)

HBr, HCl 등 할로겐계 반응성, 부식성 특수 
가스에 강한 내식성을 가진 하스텔로이를 사용
부식성 특수가스용 압력 트랜스미터

PC-600 Series

하스텔로이®

압력 트랜스미터

압력 트랜스미터

  ■ 제품 선택 방법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 과정에는 HBr, HCl 등 할로겐계 반응성, 부식성 특수 가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식성 
가스는 가스 공급 배관계에 사용되는 압력센서, 가스필터의 내부 표면에 붙어 있는 수분과 반응해, 부식성 물질을 형성합니
다. 그 부식성 물질은 파티클을 발생시켜 반도체 프로세스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퓨어론은 이런 부식성 특수 가스에 대해 스
테인레스강 재질 SUS316L보다 훨씬 내식성이 강한 하스텔로이®를 사용해, 부식성 특수가스용 압력센서 PC-600 시리즈
를 개발했습니다.

● 고 내식성 : 가스 접촉부는 HBr, HCl 등의 할로겐계 반응성, 부식성 특수 가스에 대해, 종래의 스테인레스강 재질
                    SUS316L 보다 내식성이 훨씬 강한 하스텔로이®를 사용하고, 또한 전해 연마 처리를 하여 부식성 특수 
                    가스에 탁월한 힘을 발휘합니다.

● 고 정도 . 고 신뢰성 : 선형성, 히스테리시스, 반복성의 영향에 의한 베스트 피트 직선에서 최대 편차는 0.25％의 
                                 고정도로 높은 신뢰성을 갖췄습니다.    
● 넓은 측정범위 : 게이지압 0~172.4KPa(1.76kgf/㎠)부터 20,684KPa(210kgf/㎠)까지, 절대압 0~2,586torr 
                       등 다양한 압력 범위의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옵션으로 진공으로도 가능합니다.
● 긴 제품 수명 : 각 범위의 사이클 내구성 테스트에서 100만회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 출 력 : 4~20㎃, 0~5V를 선택할 수 있어, 각종 디지털 판넬메타 및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와 접속 가능합니다.

출력신호 조인트 형태 압력범위
배관
접속

나사
형상

출력
기준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 : 수나사 (표준)
F : 암나사

A : 스트레이트
T : T 앵글

공백 : 대기압
  V   : 진공압
※ 게이지 압력 타입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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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게이지압 ※ 절대압

PSI 25G 50G 100G 200G 500G 3000G 15A 25A 50A

압력범위

KPa 0~172.4 0~344.7 0~689.5 0~1,378.9 0~3,447.3 0~20,684 0~103.4 0~172.4 0~344.7

kgf/㎠ 0~1.76 0~3.52 0~7.03 0~14.06 0~35.16 0~210.9 - - -

torr - - - - - - 0~776 0~1,293 0~2,586

정도(％ Full Scale) ±0.5％ ±0.25％ ±0.5％

  ■ 제품사양

  ■ 외형 치수도

PC-600  Series

[압력범위]-M [압력범위]-M [압력범위]-M [압력범위]-M

과부하 압력 Full Scale×2

보관 온도범위 -40℃~85℃ (미통전)

보상 온도범위 0℃~70℃

온도 드리프트 ±0.05％　FS/℃

외부 리크량 2×10-11Pa . m3/sec

가스(액) 접촉부 하스텔로이®

피 팅 1/4”VCR, Swagelok, 그 외

형 식 604 605

구동(전원) 전압 DC 12~26V DC 12~26V

출력신호 4~20㎃ 0~5V

스 팬 16㎃±0.16㎃ 5V±0.5V

오프셋 4㎃±0.4㎃ 0V±0.1V

※ 게이지압 타입은 옵션에 의거 출력 기준을 진공(-100KPa)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문 시 지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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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센서  (Pressure Sensors)

PTFE 재질 / 반도체산업, 의료산업, 식품산업 등의 
각종 제조 라인에 최적의 센서.

PC-500 Series
케미컬용 압력센서

세라믹 압력센서

  ■ 제품 선택 방법

● 고  내식성 : PC-500 시리즈는 접액부에 테프론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 약품 제조 등의 라인에 초순수부터 
                     부식성이 강한 매체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 력 : 0~100㎃, 4~20㎃, 0~5V, 1~5V, 0~10V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넓은 측정범위 : 순수, 강산, 부식성 약액의 압력계측에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옵션으로 진공 대응도 가능합니다. 
                           각종 피팅의 대응에 대해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력신호 조인트 형태내경

센서종류 케이블 길이● 케이블

압력범위
배관
접속

케이블
단말처리

출력
기준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 스트레이트
T : T 앵글

공백 : 대기압
  V   : 진공압

공백 : 나선 (예비납땜)
  CS : 나일론 커넥터
  CP : 원형 커넥터

※ 표준길이 1m입니다.

PT: 테이퍼 나사
ST: 스트레이트 튜브
KF: KURABO FINAL . LOCK®

     그 외공백 

공백 : 501용,  4 : 504용,  5 : 505 / 510 / 515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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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게이지압 ※

KPa 150KPG 500KPG 1MPG

압력범위
kgf/㎠ 0~1.529 0~5.098 0~10.19

PSI 0~21.75 0~72.51 0~145

  ■ 제품사양

  ■ 외형 치수도

PC-500  Series

정도(％ Full Scale) ±2％

과부하 압력 Full Scale×2

보관 온도범위 액체온도 0℃~80℃  /  주변온도 0~50℃

보상 온도범위 0℃~70℃

가스(액) 접촉부 PTFE

피 팅 1/4”테이퍼나사, NPT, 스트레이트 튜브, 그 외 각종 피팅에 대응 가능.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형 식 501 504 505 510 515

구동(전원) 전압 DC 5V DC 12~26V

출력신호 0~100mV 4~20㎃ 0~5V 0~10V 1~5V

스 팬 100mV±15mV 16㎃±0.16㎃ 5V±0.5V 10V±1V 4V±0.4V

오프셋 0mV±10mV 4㎃±0.4㎃ 5V±0.1V 0V±0.1V 1V±0.1V

※ 게이지압 타입은 옵션에 의거 출력 기준을 진공(-100KPa)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문 시 지정해 주십시오.)

케이블 단말 처리

예비 납땜나선 (예비 납땜)

CS : 나일론 커넥터

CP : 원형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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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센서  (Pressure Sensors)

표시기 부착 압력 트랜스미터.

PCD-905 Series
표시기 압력 트랜스미터

고정밀 압력센서

  ■ 제품 선택 방법

조인트 형태배관접속 압력범위 출력기준나사형상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 스트레이트
T : T 앵글

공백 : 대기압
  V   : 진공압

PCD-905 시리즈는 우수한 온도 특성을 가진 표시기 부착형 고정도 압력 센서입니다. 가스(액) 접촉부는 SUS316L 재질
을 채택하여 우수한 내식성을 갖췄습니다. 출력은 0~5V 전압 출력으로, 각종 디지털 판넬메타 및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와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고 정밀 . 고 신뢰성 : 선형성, 히스테리시스, 반복성의 영향에 의한 베스트 피트 직선에서 최대 편차는 0.25％의 
                                 고정도로 높은 신뢰성을 갖췄습니다.     
● 밝고 보기 편한 LED 표시 : 문자 높이 9.4mm, 3-1/2항 표시기 채택.

● 출 력 : 0~5V 출력으로, 각종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와 접속 가능합니다.

M : 수나사 (표준)
F : 암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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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사양

  ■ 외형 치수도

PCD-905  Series

과부하 압력 Full Scale×2

구동(전원) 전압 DC 12~26V

보관 온도범위 -40℃~85℃ (미통전)

보상 온도범위 0℃~40℃

온도 드리프트 ±0.05％ FS/℃

출력신호 0~5V

스 팬 5V±0.5V

오프셋 0V±0.1V

외부 리크량 2×10-11Pa . m3/sec

가스(액) 접촉부 SUS316L

피 팅 1/4”VCR, Swagelok

문자높이 9.4㎜

문자색상 적색

표시항 3-1/2항 (1999)

정 도 ±2Count

케이스 재질 프런트 패널:ABS　리어 케이스:알루미늄

비교출력 정도:±5digit / 히스테리시스:±5digit / 비교 설정 범위:50~1999 / 오픈 콜렉터 출력:max DC 26V 30㎃

● 센서부

● 표시부

[압력범위]-F

형 식
게이지압

KPa 300KPG 500KPG 1MPG 1.5MPG 20MPG

압력범위
kgf/㎠ 0~3.059 0~5.098 0~10.19 0~15.29 0~203.9

PSI 0~43.5 0~72.5 0~145 0~217.5 0~2,900

정도 (% Full Scale) ±0.5％ ±0.25％

표시전환 스위치

비교설정 트리머

케이블 길이: 1m / 마무리부 외경 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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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300/600/700/920 시리즈는 커넥터 접속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접속 커넥터는 타지미 커넥터와 벤딕스 커넥터를 선택 가능합니다.

접속 케이블

  ■ 제품 선택 방법    PC-300 / 600 / 700 / 920

  ■ 외형 치수도

  ■ 연결

커넥터 타입 길이
연결
센서

CB : Bendix 커넥터
CT : Tajimi 커넥터

● 4:PC-304/604/704/924용（4-20㎃) ● 5:PC-305/310/605/705/925용 (0-5V,0-10V)

와이어 컬러 신호명 비 고

적 색 ＋EXC DC 12-26V

흑 색 SIG 4-20㎃

투 명 Shield

와이어 컬러 신호명 비 고

적 색 ＋EXC DC 12-26V

흑 색 COM 0V

녹 색 ＋SIG DC 0-5V,0-10V

투 명 Shield

예비 솔더링

예비 솔더링

케이블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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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연장 케이블

접속 케이블 / 커넥터 연장  케이블

  ■ 제품 선택 방법    PC-302 / 601

  ■ 외형 치수도

  ■ 연결

커넥터 타입 길이

● PC-302/601용 (0-100mV,0-50mV)

와이어 컬러 신호명 비 고

적 색 ＋EXC（전원） ＋5V (6V max)

흑 색 -EXC（전원）

녹 색 ＋SIG（출력) 100(50)mV

백 색 －SIG（출력）

투 명 Shield

CS : 나일론 커넥터 연장 케이블
CP : 고온타입 메탈 커넥터 연장 케이블

예비 솔더링

예비 솔더링

● PC-302/601시리즈는 50㎝ 케이블(표준·나선)이 부착되어 있지만, 사용 환경에 맞춰 쓸 수  
    있도록 연장용 케이블을 준비했습니다.

● 케이블 접속은 나일론 커넥터(표준)와 고온 타입 메탈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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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1409호 (SKn 테크노파크 비즈센터)  
                  TEL : (031)-776-0880  FAX : (031)-776-0890
남부사업부 : 대구 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908호 (신당동, 이앤씨이노비즈타워) 
                  TEL : (053)-591-8905   FAX : (053)-591-8907

중부사업부 :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4  센티온 BD  1212호 (둔산동 1412번지)  
                  TEL : (042)-472-8905   FAX  :  (042)-472-8906

( 대구소재 )

( 대전소재 )

제품 및 견적문의 :sales@sunden.co.kr / 기술지원문의 : tech@sunden.co.kr

• 영업 및 기술지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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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사업부

( 대전소재 )

남부 사업부

( 대구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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