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조식 열충격기
CPU 보드의 출하검사, 반도체의 스크리닝, 프린트 기판이나 자동차 부품의 내구성시험에

사용되어 개발 기간의 단축에 쓰이는 장비(일본 특허 제3898210)

●  시험 중 테스트 영역을 완전히 격리함으로써 소비되는 액체의 양을 대폭 줄임

●  2계통 냉각 방식으로 시험 조건에 따른 소비 전력을 감소시켜 에너지 절감

●  시험 종료 후 고온액의 급냉 회로를 도입하여 액체의 소비량 절감

●  자동급액 장치를 설치하여, 번거롭게 액체를 보급할 필요 없어 유지 보수 용이

●  유증기 회수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는 외부로 방출하고 고온액은 회수하여 액체의 소비량 절감

●  저온 탱크에 결빙 방지 회로를 설치하여 1000사이클 이상의 장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

●  반송 시스템의 신규 설계로 자동차 부품 등의 중량물의 시험이 가능(기종에 따라 최대 20Kg)

●  저온⇨고온 / 고온⇨저온의 급격한 온도 변화가 필요한 시험에 적합

●  관측창을 설치하여 시험 중의 샘플과 액상태의 모니터링 가능

●  MIL-STD, JEDEC, IEC 규격 시험 가능

●  JEDEC 규격의 트레이 사용 가능

주요기능



고객 요구에 맞춘 시료 바구니

제품사양

구조 시스템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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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2.0kg 시험 데이터

형식 LTS-100-HO LTS-100-A  LTS-150-A/W  LTS-300S-W LTS-1000-W

고온

범위 65.0 ~ 280.0℃ 50.0 ~ 150.0℃

변동폭 ±0.3℃

고온 안정 시간 20.0 ～ 280.0℃까지 120분이내

저온

범위 10.0～ 25.0℃ -65.0 ~ 25.0℃

변동폭 ±0.3℃

저온 안정 시간 20.0 ~ 10.0℃ 까지 30분이내 20.0 ~ -65.0℃ 까지 90분이내

재질/

구성

부품

내부재질 스테인레스 강판(SUS 316)

외부재질 냉간압연강판 / 분체도장

단열재 우레탄폼, 화이트울

압축기 저온(밀폐형) 저온(반밀폐형, 이원냉동), 상온(밀폐형)

응축기 공랭식(수냉식가능)

냉매 R404A R404A, R23

액량 57L 58L 95L 180L 200L

바스켓
사이즈(W*H*D) 150 X 200 X 250 mm 150 X 150 X 250 mm 220 X 220 X 250 mm 200 X 300 X 400 mm 350 X 260 X 350 mm

내하중 IC 2.0Kg IC 1.0Kg IC 1.5Kg IC 10.0Kg IC 6.0Kg

본체사이즈(W*H*D) 1,150 X 1,750 X 1,200 mm 1,000 X 1,650 X 1,000 mm 1,420 X 1,870 X 1,400 mm 1,420 X 1,950 X 1,750 mm 1,750 X 1,900 X 1,800 mm

안전 사양 제어회로 차단, 온도 과승 방지, 과부하 계전기(교반기, 배기팬, 압축기), 누전 차단기, 비상정지스위치(EMO)

전원 사양 220V AC 3ø 50/60Hz, 12KW<정격 ±10%이내 동작> 

※ 온도 사양은 무시료, 무발열, 성능 안정시 기준임 ※ 기타사항은 별도 문의

※ 시료에 따라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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