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실 증발 분야의 시장 리더인 BUCHI는 Infinite-Technology™와 Infinite-Control™을 이용한 
최초의 실험실 동결건조기를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시장 부문에서 R&D에서 품질 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BUCHI 솔루션을 차별화하는 요소는 효율성과 실용성입니다.

실험실 동결건조 솔루션
실험실 증발 분야의 시장 리더가 제공하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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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in your hands”는 BUCHI의 철학 및 행동을 대변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고객의 요구
에 부합하는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BUCHI가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BUCHI가 고객과 고객의 사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관계를 
지속하고 업무에 매진하는 이유입니다. 

BUCHI는 고객에게 부가적인 가치로 제공하는 고품질의 제품, 시스템, 솔루션,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당신을 돕습니다.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의 프로세스 및 작업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고객을 위한 핵심 메시지
BUCHI 는 “Quality in your hands”라는 슬로건으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용이함 
고객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다루고, 고난도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수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BUCHI는 신중하게 고안된 솔루션과 작동하
기 쉬운 장비 및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지원합니다. 

능숙함 
고객은 정확하게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 시스템, 솔루션, 응용프로그
램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BUCHI는 능숙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인 전문지식과 수십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본사의 시장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들과 협조하고 있
습니다. 

신뢰성
고객은 제품, 시스템, 솔루션,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있어 고객의 협
력자를 완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BUCHI는 장비에 대한 품질
과 성능을 보증하며 고객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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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고객은 개별화된 서비스와 간소화된 의사소통 수단을 추구합니다. 
BUCHI는 전세계적으로 조직화된 각국의 지사 및 검증된 판매처를 보
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합
니다. BUCHI의 지역 직원과 전세계의 수많은 본사의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들은 귀하가 적합한 협력자와 함께 업무를 하는데 있어 신뢰를 줍
니다. 

경제성
고객은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가능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원합
니다. BUCHI는 고객의 업무 및 프로세스를 경제적으로 처리하도록 도
와줍니다. 더불어, 고객의 높은 수준의 경제적 이익과 최대의 부가가치
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속가능성
고객은 환경적 난제에 직면했을 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협력자를 선
호합니다. BUCHI는 친환경적인 프로세스 및 긴 서비스 기간을 갖는 제
품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에너지와 물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고객은 안전이 최우선사항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BUCHI는 인류와 환경에 있어 BUCHI의 제품, 
시스템, 솔루션,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가능한 안전하도록 최대한
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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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Technology™ 및 Infinite-Control™을 이용한 동결건조 솔루션
최대의 제어 성능과 무제한의 용량

Infinite-Control™의 편리성 
언제 어디서나 동결건조기의 제어 성능을 극대화

Lyovapor™의 제어 성능
 ∙ 모든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한 눈에 확인
 ∙ 시료 보호 상태를 통한 안전성 극대화
 ∙ 종말점 검출 가능

워크스테이션을 통한 제어
 ∙ 데이터 기록 및 맞춤 보고 기능
 ∙ 실험법의 신속한 설계, 간편한 취급 및 시작
 ∙ 실시간 프로세스 도표

언제 어디서나 제어
 ∙ 모바일 기기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 푸시 알람을 통한 정보 제공
 ∙ 복수의 BUCHI 제품을 동시에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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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Technology™의 효율성 
최초의 용량 무제한 이중 컨덴서 동결건조 시스템

이중 컨덴서 기술
 ∙ 교차 컨덴서 로드로 무제한 동결 용량 제공
 ∙ Smart-Switch로 안정적인 압력 보장
 ∙ –105 °C의 시료 유연성을 위한 수성 및 유기 용매의 동결건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
 ∙ 위생적인 자동 증기 세척
 ∙ 항시 대기 중인 컨덴서로 가동 중단 최소화
 ∙ 소형 컨덴서의 사용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

고도로 유연한 기술
 ∙ 시료량 증가에 항시 대비
 ∙ 업그레이드 가능 시스템(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T 및 P 센서)
 ∙ 다양한 건조챔버로 시료 유연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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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I는 55년 이상 실험실 증발 분야를 위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높은 품질 요건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동결건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시장 
부문에서 R&D에서 품질 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용도를 위한 연속 동결건조 솔루션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실험실 동결건조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표준 용도에서 무제한 동결 용량까지

제약 교육생명공학

품질 관리 부서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R&D 부서의 
실험실 규모 합성 및 제제
 ∙ 펩티드, 비정질 및 결정질 
용액의 단백질 건조

생활성 물질의 건조를 위한 
생명공학 개발에 사용
 ∙ 미량 정량판 또는 소형 
플라스크에서 소량의 건조 
및 안정화

광범위한 학계 어플리케이션
 ∙ 완전한 온도 민감 건조

화학 환경 분석식품/천연 추출물

품질 관리 및 R&D 실험실에서 
손실 없는 건조
 ∙ 미량 정량판 및 소형/대형 
플라스크에서 극소량의 건조 
또는 대량 건조 가능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사용
 ∙ 건조 중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천연 물질의 파괴 
없이 용매 제거

환경 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 전처리와 안정화에 필요
 ∙ 시료 보관 중 미생물 파괴용
 ∙ Soxhlet 추출 등을 위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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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I는 Lyovapor™ L-300과 L-200이라는 두 가지 동결건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별 
솔루션을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 정밀하게 조정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BUCHI 실험실 동결건조 솔루션

프로세스 연속 동결건조 전통적인 동결건조

항시 정보 제공 • • • •

실험법으로 건조 • •

진공 제어 • • • •

중단 없이 자동 세척 • •

용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기 용매 • •

수성 용매 • • • •

특징
컨덴서 온도 –105 °C –105 °C –55 °C –55 °C

시료 처리량 무제한 무제한 최대 6 L 최대 6 L

최대 승화 12 kg/24시간 12 kg/24시간 6 kg/24시간 6 kg/24시간

중단 없이 자동 세척 • •

건조챔버
가열 선반/스토퍼링 • •

매니폴드 랙/ 
비가열 선반 • •

어플리케이션
바이알 건조 • •

매니폴드 건조 • •

대량 건조 • •

BUCHI 솔루션 Lyovapor™ 
L-300 Pro 
«Modular»
p. 8

Lyovapor™ 
L-300 
«Continuous»
p. 10

Lyovapor™ 
L-200 Pro 
«Control»
p. 12

Lyovapor™ 
L-200 
«Classic»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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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용 가능하고, 간편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세척할 필요가 
없는 기기를 찾고 계십니까? BUCHI의 «Lyovapor™ L-300 Pro Modular» 솔루션은 전자동 실험 수행, 
실시간 데이터 기록 및 차트 작성, 위생적인 자동 동결 컨덴서 세척 기능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Lyovapor™ L-300 Pro Modular»
대용량 요구사항의 충족

피라니 게이지

nXDS10iC (진공 펌프)

통합 진공 제어

정전용량 
게이지

건조챔버

Lyovapor™ L-300 
–105 °C/∞ kg

BUCHI 
모니터 앱

Pro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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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Lyovapor™ L-300 Pro Modular» 

 ∙ 컨덴서: Lyovapor™ L-300
 ∙ 컨트롤 유닛: Interface Pro
 ∙ 소프트웨어
 ∙ 진공 펌프: nXDS10iC
 ∙ 센서를 통한 진공 조절
 ∙ 추가 외부 진공 센서 연결 가능
 ∙ 다양한 건조챔버 및 가열 선반 중에서 선택

 ∙ 어플리케이션 지원
 ∙ 실험법 지원 
 ∙ 교육 워크샵
 ∙ 서비스 핫라인 
 ∙ 예방적 유지보수
 ∙ GMP 준수 부품
 ∙ 서비스 및 문서 (IQ/OQ)

편리성
 ∙ 편리하고 명확하게 배열된 터치스크린 제어 패널
 ∙ 타이머 제어, 실험법 프로그램(압력 및 온도)
 ∙ 실험법 생성 및 관리, 데이터 기록 및 보고를 위한 편리한 소프트웨어
 ∙ 모바일 기기에서 프로세스 상태 푸시 알림

재현성
 ∙ 중요한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SD 카드에 종합적으로 기록 
 ∙ 시료 종말점 측정 

 ∙ 온도차 테스트 
 ∙ 압력차 테스트 
 ∙ 압력 상승 테스트 

 ∙ 안정적인 파라미터 덕분에 프로세스 재현 가능
 ∙ 냉각 온도 –105 °C
 ∙ 선반 온도 변화 ±1 °C
 ∙ 진공 압력

경제성
 ∙ 이중 컨덴서로 항시 사용 가능
 ∙ 위생적인 전자동 동결 컨덴서 세척 
 ∙ 불활성 기체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스토퍼링을 지원하는 건조챔버

주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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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용 가능하고, 무제한 동결 용량을 제공하고, 한 번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세척할 
필요가 없는 기기를 찾고 계십니까? BUCHI의 «Lyovapor™ L-300 Continuous» 솔루션은 미래의 시료 
처리량에 상관없이 수성 및 유기 용매의 동결건조를 지원합니다.

솔루션 «Lyovapor™ L-300 Continuous»
무제한 승화 용량으로 인한 편리함

건조챔버

Lyovapor™ L-300 
–105 °C/∞ kg

통합 진공 제어

컨트롤 유닛

피라니 
게이지

nXDS10iC (진공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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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 무제한 로드를 위한 이중 컨덴서
 ∙ 안정적인 파라미터 덕분에 프로세스 재현 가능

 ∙ 냉각 온도 –105 °C
 ∙ 진공 압력

 ∙ 수성 및 유기 용매의 승화
 ∙ 항시 사용 가능, 세척 불필요

경제성
 ∙ 소형 진공 펌프의 사용으로 전기 소비 감소 
 ∙ 무제한 승화 용량
 ∙ 여러 사용자에게 하나의 기기만 필요 

편리성
 ∙ BUCHI 모니터 앱을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프로세스 파라미터 확인 가능
 ∙ 위생적인 자동 증기 세척 
 ∙ 유연한 디스플레이 위치 설정(전면 또는 측면)

주요 혜택

솔루션 «Lyovapor™ L-300 Continuous»

 ∙ 컨덴서: Lyovapor™ L-300
 ∙ 컨트롤 유닛
 ∙ 진공 펌프: nXDS10iC
 ∙ 센서를 통한 진공 조절
 ∙ 외부 진공 센서 추가 가능
 ∙ 다양한 건조챔버 중에서 선택

 ∙ 어플리케이션 지원
 ∙ 교육 워크샵
 ∙ 서비스 핫라인 
 ∙ 예방적 유지보수
 ∙ GMP 준수 부품
 ∙ 서비스 및 문서 (IQ/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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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수준이 높은 소형 고품질 동결건조 솔루션을 찾고 계십니까? BUCHI의 «Lyovapor™ L-200 
Pro Control» 솔루션은 전자동 실험법 수행, 손쉬운 실험법 생성, 실시간 데이터 기록 및 차트 작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Lyovapor™ L-200 Pro Control»
고급 구성을 위한 동결건조 솔루션

Duo 6 (진공 펌프)

건조챔버

Lyovapor™ L-200 
–55 °C/6 kg

BUCHI 
모니터 앱

진공 조절기

피라니 게이지

Pro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정전용량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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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 모든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터치스크린 제어 패널
 ∙ 손쉬운 실험법 프로그래밍 및 보고서 작성(진공 압력 및 물질 온도의 시간별 제어) 
 ∙ 실시간 압력 및 물질 온도 데이터 기록
 ∙ 모바일 기기에서 푸시 알림을 통해 수동 조작이 필요한지 결정

경제성
 ∙ 고급 동결건조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 공간 절약형 디자인
 ∙ 불활성 기체를 첨가해 스토퍼링을 지원하는 건조챔버
 ∙ 간편한 세척

재현성
 ∙ 중요한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SD 카드 또는 소프트웨어에 종합적으로 기록 
 ∙ 안정적인 파라미터 덕분에 프로세스 재현 가능

 ∙ 냉각 온도 
 ∙ 선반 온도 변화 ±1 °C
 ∙ 진공 압력

주요 혜택

솔루션 «Lyovapor™ L-200 Pro Control»

 ∙ 컨덴서: Lyovapor™ L-200
 ∙ 컨트롤 유닛: Interface Pro
 ∙ 소프트웨어
 ∙ 진공 펌프: Duo 6 
 ∙ 센서를 통한 진공 조절
 ∙ 추가 외부 진공 센서 연결 가능
 ∙ 다양한 건조챔버 및 가열 선반 중에서 선택

 ∙ 어플리케이션 지원
 ∙ 실험법 지원 
 ∙ 교육 워크샵
 ∙ 서비스 핫라인 
 ∙ 예방적 유지보수
 ∙ GMP 준수 부품
 ∙ 서비스 및 문서 (IQ/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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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이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고품질 동결건조 솔루션을 찾고 계십니까? 6 kg/–55 °C 컨덴서, 
컨트롤 유닛, 진공 펌프 및 진공 조절 등 BUCHI의 «Lyovapor™ L-200 Classic»은 동결건조의 모든 
주요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충족합니다.

솔루션 «Lyovapor™ L-200 Classic»
필수 요구사항의 충족과 제어를 위한 동결건조 솔루션

Duo 6 (진공 펌프)

건조챔버

Lyovapor™ L-200 
–55 °C/6 kg

BUCHI 
모니터 앱

진공 조절기

피라니 게이지

컨트롤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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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 일상 업무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 모듈형 플랫폼, 추가 업그레이드 가능
 ∙ 실험대나 트롤리에 설치 가능한 공간 절약형 디자인

효율성
 ∙ 신속한 냉각 및 압력 조절 
 ∙ 전자식 배수 밸브를 통한 반자동 세척
 ∙ 안정적인 파라미터 덕분에 프로세스 재현 가능

 ∙ 냉각 온도 
 ∙ 진공 압력 

편리성
 ∙ 안내식 프로세스 덕분에 작동이 간편
 ∙ 프로세스 및 서비스 간격에 대한 상태 메시지
 ∙ BUCHI 모니터 앱을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프로세스 확인 가능

주요 혜택

솔루션 «Lyovapor™ L-200 Classic»

 ∙ 컨덴서: Lyovapor™ L-200
 ∙ 컨트롤 유닛 
 ∙ 진공 펌프: Duo 6 
 ∙ 센서를 통한 진공 조절
 ∙ 추가 외부 진공 센서 연결 가능
 ∙ 다양한 건조챔버 중에서 선택 

 ∙ 어플리케이션 지원
 ∙ 교육 워크샵
 ∙ 서비스 핫라인 
 ∙ 예방적 유지보수
 ∙ GMP 준수 부품
 ∙ 서비스 및 문서 (IQ/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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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필요를 충족하는 최상의 솔루션
고객의 요구사항과 사용 용도에 따른 제품 비교

동결 컨덴서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건조챔버 진공 펌프

필요 사항/솔루션  페이지
L-300 L-200 Pro 옵션 nXDS10iC Duo 6 nXDS6iC

«Lyovapor™ L-300 Pro Modular» 8 • • • • • • «Lyovapor™ L-300 Pro Modular»

«Lyovapor™ L-300 Continuous» 10 • • • • «Lyovapor™ L-300 Continuous»

«Lyovapor™ L-200 Pro Control» 12 • • • • • • • «Lyovapor™ L-200 Pro Control»

«Lyovapor™ L-200 Classic» 14 • • • • • • • «Lyovapor™ L-200 Classic»

동결 컨덴서 성능 동결 컨덴서 성능

온도 –105 °C –55 °C 온도 

최대 승화 12 kg/ 
24시간 6 kg/24시간 최대 승화

동결 용량 무제한 6 kg 동결 용량 

특징 특징

가열 선반(최대 60 °C [±1 °C]) • • • • 가열 선반(최대 60 °C [±1 °C])

제품 온도 제어 [Pt1000] • • • • 제품 온도 제어 [Pt1000]

피라니 게이지에 의한 압력 제어 • • • • • • • • 피라니 게이지에 의한 압력 제어

정전용량 게이지에 의한 압력 제어 • • • • 정전용량 게이지에 의한 압력 제어

종말점 측정 종말점 측정

온도차 테스트 
Tshelf ≈ Tproduct 

• • • • • • 온도차 테스트 
Tshelf ≈ Tproduct 

압력차 테스트
Pcapacitive ≈ Ppirani 

• • • • • 압력차 테스트
Pcapacitive ≈ Ppirani 

압력 상승 테스트 • • • • • 압력 상승 테스트 

작동 작동

유기 시료의 건조 • •** • • • • 유기 시료의 건조

수성 시료의 건조 • • • • • • • • • 수성 시료의 건조

앱을 통한 건조 상태 • • 앱을 통한 건조 상태

실험법 및 보고 •* • • • 실험법 및 보고

*SD 카드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nXDS6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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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컨덴서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건조챔버 진공 펌프

필요 사항/솔루션  페이지
L-300 L-200 Pro 옵션 nXDS10iC Duo 6 nXDS6iC

«Lyovapor™ L-300 Pro Modular» 8 • • • • • • «Lyovapor™ L-300 Pro Modular»

«Lyovapor™ L-300 Continuous» 10 • • • • «Lyovapor™ L-300 Continuous»

«Lyovapor™ L-200 Pro Control» 12 • • • • • • • «Lyovapor™ L-200 Pro Control»

«Lyovapor™ L-200 Classic» 14 • • • • • • • «Lyovapor™ L-200 Classic»

동결 컨덴서 성능 동결 컨덴서 성능

온도 –105 °C –55 °C 온도 

최대 승화 12 kg/ 
24시간 6 kg/24시간 최대 승화

동결 용량 무제한 6 kg 동결 용량 

특징 특징

가열 선반(최대 60 °C [±1 °C]) • • • • 가열 선반(최대 60 °C [±1 °C])

제품 온도 제어 [Pt1000] • • • • 제품 온도 제어 [Pt1000]

피라니 게이지에 의한 압력 제어 • • • • • • • • 피라니 게이지에 의한 압력 제어

정전용량 게이지에 의한 압력 제어 • • • • 정전용량 게이지에 의한 압력 제어

종말점 측정 종말점 측정

온도차 테스트 
Tshelf ≈ Tproduct 

• • • • • • 온도차 테스트 
Tshelf ≈ Tproduct 

압력차 테스트
Pcapacitive ≈ Ppirani 

• • • • • 압력차 테스트
Pcapacitive ≈ Ppirani 

압력 상승 테스트 • • • • • 압력 상승 테스트 

작동 작동

유기 시료의 건조 • •** • • • • 유기 시료의 건조

수성 시료의 건조 • • • • • • • • • 수성 시료의 건조

앱을 통한 건조 상태 • • 앱을 통한 건조 상태

실험법 및 보고 •* • • • 실험법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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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I 동결건조 솔루션
기능적 원리

동결건조는 열에 민감한 고부가가치 물질에 특히 적합한 건조 프로세스입니다. 건조 프로세스는 먼저 액체 
제제(일반적으로 수성 용액)를 동결한 다음, 저온 및 저압에서 승화에 의해 동결 용매를 제거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승화가 일어나려면 저온이 필요합니다. 압력과 온도에 대한 물질 및 상전이 상태의 의존성은 
상평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성 제제의 동결 건조는 물이 동결 상태에서 충분히 높은 증기압을 계속 보유한다는 사실에 의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증기압은 3중점에서 6.11 mbar (= 6.11 hPa)입니다. 이는 얼음과 주변 대기 
간, 즉 고체상과 기체상 간에 여전히 물 분자의 교환이 활발히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동결건조기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기체상을 통과하는 수증기 분자가 냉각 표면에서 응축에 의해 제거되면 얼음의 양이 
계속 감소합니다. 승화 건조 프로세스를 유지하려면 열 손실이 열 입력에 의해 상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 입력은 물질이 놓이는 온도 조절 선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동결건조 프로세스는 3단계(동결, 1차 건조, 2차 건조)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통제된 
동결건조 프로세스에서 최종 물질의 외관 및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조된 물질 매트릭스의 
구조적 변화를 막기 위해 물질의 온도는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충분히 낮게 유지됩니다.

압
력

 [m
ba

r]

온도 [°C]

6.11 mbar

1 bar

221 bar

0 100 374

증기
3중점

고체

액체

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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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리

L-300 Continuous 동결건조법

디쉬나 바이알을 위해 스토퍼링 메커니즘이 있는 가열 및 
비가열 선반식 건조챔버. 라운드 플라스크나 와이드넥 플라
스크의 연결을 위해 매니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컨덴서 챔버를 전환하기 위한 밸브 연결 플레이트가 있어 
연속 작동이 가능합니다.

컨덴서 챔버 중 한쪽은 로드 준비가 된 상태로 –105 °C까지 
조절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증기 발생기를 통해 위생적으로 
자동 세척됩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로드된 동결 콘덴서
가 빈 콘덴서로 전환됩니다.

진공 조절 밸브 및 피라니 게이지 

진공 펌프

L-200 Classic 동결건조

디쉬나 바이알에서의 건조를 위해 스토퍼링 메커니즘이 있
는 가열 및 비가열 선반식 건조챔버. 라운드 플라스크나 와
이드넥 플라스크 등의 연결을 위해 매니폴드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55 °C까지 조절되는 동결 용량 6 kg의 컨덴서 챔버.  
프로세스가 끝나면 챔버가 온수에 의해 해동됩니다.

진공 조절 밸브 및 피라니 게이지 옵션 

진공 펌프

1  

2  

3  

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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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I 동결건조 솔루션
특징

Pro

«간편 시작» 기능 • •
유지보수 메뉴(표시된 진공 펌프의 진공 테스트, 오일 교환 주기) • •
동결 컨덴서 온도 모니터링 • •
건조챔버 압력 모니터링 • •
Monitor App • •
실험법 편집기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 •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
선반 온도 제어 •
물질 온도 센서 •
SD 카드 •
종말점 측정 •
소프트웨어 직접 연결 •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더욱 편리한 사용

더욱 쉽게 실험법을 생성 및 관리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BUCHI는 Lyovapor™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실험법 편집기, 실험법 가져오기 및 관리 옵션, 연속 센서 데이터 
기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추가적인 보고 도구를 제공하고 CFR 21 Part 11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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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언제 어디서나 정보 제공 

BUCHI는 실험실 사용자에게 동결건조 프로세스의 중요 파라미터에 대한 정
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앱을 제공합니다.
동결건조기와 함께 사용 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알림을 통해 시간 경
과, 건조챔버 내 진공, 선반 온도, 컨덴서 온도, 물질 온도 등 프로세스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을 현장에 설치된 모든 L-300, L-200 또는 R-300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각 동결건조기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서: 프로세스 안전성의 향상 

동결건조 프로세스의 모니터링과 종말점 측정을 위한 다양한 센서 옵션을 
제공합니다.
 ∙ 압력 측정용 피라니 게이지
 ∙ 정확한 압력 측정을 위한 정전용량 게이지
 ∙ 정밀한 물질 온도 측정을 위한 RTD 열전쌍

구성기: 맞춤형 솔루션 구축

BUCHI는 사용자가 올바른 Lyovapor™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웹 기반 구성기를 제공홥니다. 클릭 몇 번으로 용도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www.buchi.com/config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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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I 동결건조 솔루션
유용한 정보

바이알의 충진 용량과 온도 센서의 위치 설정

바이알에서 제제를 건조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물질 깊이가 2 cm를 넘지 않는 바이알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일반적인 충진 
깊이는 약 1 cm입니다.

 ∙ 물질의 승화 정면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즉, 얼음 경계 표면 위는 
건조된 물질이고 그 아래는 아직 승화되지 않은 얼음 결정을 함유한 동결 
물질입니다.

 ∙ 승화된 얼음 분자는 건조 과정에서 건조된 물질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낮은 물질 저항에 대한 표준 농도는 최대 약 10 – 15 %
입니다.

 ∙ 종말점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센서를 바닥 근처에서 바이알 중앙에 놓아야 
합니다.

건조 선반 전체의 열 분배

BUCHI 건조 선반은 선반 전체에 걸쳐 +/–1 °C 이내의 매우 정확한 열 
분배를 보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반 바깥쪽에 있는 바이알은 중앙에 
있는 바이알보다 빨리 건조됩니다. 그 이유는 아크릴 돔을 통한 주변 열 
입력 때문입니다. 보호 재킷을 이용하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 선반 중앙에 있는 바이알에서 종말점을 측정하기 위한 온도 센서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열전쌍이 추가 열을 물질에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치 전체에서 모든 얼음이 제거되도록 물질에 따라 건조 시간을  
30분에서 2시간 사이로 연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진공 펌프 서비스 간격

24시간마다 로터리 베인 펌프의 검사창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일 색이 변했을 
경우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로터리 베인 펌프의 오일은 
500시간마다 교환합니다. 1000시간마다 모터 팬 그릴, 가스 밸러스트 밸브 
및 펌프 전체를 점검하고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슬라이드 밸브는 10,000
시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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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건조의 종말점 측정 방법

정전용량 압력 게이지와 피라니 센서 사이의 비교 압력 측정으로 
종말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전용량 압력 게이지는 기체 
유형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항상 건조챔버의 실제 압력을 
나타내는 반면, 피라니 센서는 특정 기체로 캘리브레이션되고 기체 
유형에 따라 상대적인 수치만 측정합니다. N2로 캘리브레이션된 
피라니 센서는 챔버 내 물 분자의 존재에 대한 응답으로 정전용량 
압력 게이지보다 높은 레벨을 나타냅니다. 물 분자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피라니 센서의 판독 값은 종말점에서 같아질 
때까지 정전용량 압력 게이지의 값에 점차 가까워집니다.

물질과 컨덴서 챔버 사이에 있는 밸브를 닫아 압력 상승을 
테스트합니다. 두 챔버가 격리되면 물 분자의 승화로 인해 물질 
챔버의 압력이 상승합니다. 압력 상승 곡선은 물 분자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감소합니다. 종말점은 더 이상의 압력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필수 조건에서 바이알을 닫기 위한 스토퍼링

BUCHI 상단 장착식 동결건조 랙의 선반 높이는 무한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선반 건조 랙에서 특허받은 스토퍼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 밀봉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진공 및 주변 압력 조건에서 스토퍼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과 달리 라운드 선반 중간에 
구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척 및 폐수 처리

이중 컨덴서의 세척은 완전히 로드될 때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즉, 폐수는 배수관이나 수거 용기로 직접 배출됩니다. 
수거 용기에는 용기를 비울 필요가 있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수위 센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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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보완적인 관련 제품들
관련 제품

건조챔버 소프트웨어 센서
실험실용 Rotavapor® 
(회전 증발 농축기) 분무 건조

추출 장비
(Extraction units)

Lyovapor™는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건조챔버 
제품군입니다.

혁신적인 Lyovapor™ 
소프트웨어는 동결건조 
프로세스를 제어 및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손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온도 센서, 진공 센서 
및 진공 밸브 중에서 선택해 
Lyovapor™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Rotavapor® R-300(회전 
증발 농축기)은 최대  
5리터의 플라스크를 
지원하는 실험실 규모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종합 
회전 증발 솔루션입니다.

Mini Spray Dryer B-290 
(소형 분무 건조기)은 액체 
용액을 분말로 신속하게 
건조하는데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SpeedExtractor E-914
와 E-916은 식품, 토양 
및 소비재내의 잔여물과 
오염물을 가압추출 하는데 
특화된 제품입니다.

트롤리 다양한 액세서리 진공 펌프 캡슐화 장비 병렬 증발 농축기

분리 및 정제  
(Separation & 
purification)

Lyovapor™에는 실험대 
옆에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트롤리가 포함됩니다.

BUCHI는 고객의 일상적인 
실험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유리 
제품 및 기타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고품질 직립형 
진공 펌프는 일상적인 
동결건조 작업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Encapsulator B-390 및 
B-395 Pro(캡슐화 장비)
를 사용해 조미료와 
향료, 비타민 또는 오일을 
부동화해 보십시오.

Syncore® Analysts R-6/R-12 
(병렬 증발 농축기)를 
사용하면 추출물을 미리 
지정한 잔류량으로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으로 
용리물의 농축을 위해 SPE
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UV 및 ELS 감지 기술의 
결합과 고급 신호 처리로 
이전에는 감지하지 못하던 
화합물을 감지합니다. 이는 
모든 화합물의 최적화된 
분획/분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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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및 지원
가능성 평가 실험에서 예방 보수까지

여러분은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전세계에 걸친 우리의 프로페셔널한 응용 
전문가, 서비스 기술자 뿐만 아니라 BUCHI 제품에 만족하고 있는 수많은 고객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파트너와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개선
우수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지속적으로 기준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합니다. 관련 어플리케이션 노트에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서 1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확인해 보십시오.
www.buchi.com/applications 

기기 작동 중단 최소화
BUCHI의 글로벌 역량 센터는 서비스 지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방적 
유지보수와 서비스 계약으로 기기 작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기는 보증 기간이 2년이며, 기기 단종 후 최소 10년 동안 예비 
부품 제공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 없는 기기 작동을 보장합니다.

추가 정보:
www.buchi.com/freeze-drying

워크샵, 교육 및 세미나로부터의 혜택
우리는 실용적인 세미나 및 워크샵을, 때로는 시료 전처리 및 분석 
분야에서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하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국내외의 과학 및 산업 학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활동들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www.buchi.com/events

정지 시간의 최소화
예방 보수와 맞춤 서비스 패키지로 제품의 정지 시간을 피하십시오. 
우리는 1년의 제품 품질보증을 제공하며, 10년의 예비부품 사용을 
보증합니다.

우리와 연락하십시오:
www.buchi.com/warranty

장비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
우리는 여러분이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는 FDA, GLP/GMP 규정 또는 GAMP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완벽한 
Installation/Operation Qualifi cation (IQ/OQ)을 제공합니다. 초기 설치, 
재검정 또는 재설치로 인한 어떠한 경우이든지간에, 우리는 전문적인 
규정에 따르는 검교정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십시오:
www.buchi.com/service-support

전세계 네트워크
우리의 각국 지사 및 협력업체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요구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연락하십시오:
www.buchi.com/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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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교육 및 세미나로부터의 혜택
우리는 실용적인 세미나 및 워크샵을, 때로는 시료 전처리 및 분석 
분야에서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하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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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십시오:
www.buchi.com/service-support

전세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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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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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uchi.com/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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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in your hands

당사는 전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공급 협력업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현지 담당자를 찾으시려면 아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buchi.com

South East Asia

BUCHI (Thailand) Ltd.
TH-Bangkok 10600
전화 +66 2 862 08 51
팩스 +66 2 862 08 54
bacc@buchi.com
www.buchi.com/th-th

Latin America

BUCHI Latinoamérica Ltda.
BR – Valinhos SP 13271-570
전화 +55 19 3849 1201
팩스 +41 71 394 65 65
latinoamerica@buchi.com
www.buchi.com/es-es

Middle East

BUCHI Labortechnik AG
UAE – Dubai 
전화 +971 4 313 2860
팩스 +971 4 313 2861
middleeast@buchi.com
www.buchi.com

BÜCHI NIR-Online

DE – 69190 Walldorf 
전화 +49 6227 73 26 60
팩스 +49 6227 73 26 70
nir-online@buchi.com
www.nir-online.de

BUCHI 지사:

BUCHI 지원 센터:

BÜCHI Labortechnik AG
CH – 9230 Flawil 1
전화 +41 71 394 63 63
팩스 +41 71 394 64 64
buchi@buchi.com
www.buchi.com

BÜCHI Labortechnik GmbH
DE – 45127 Essen
부담 0800 414 0 414
전화 +49 201 747 490
팩스 +49 201 747 492 0 
deutschland@buchi.com
www.buchi.com/de-de

BUCHI Sarl
FR – 94656 Rungis Cedex
전화 +33 1 56 70 62 50
팩스 +33 1 46 86 00 31
france@buchi.com
www.buchi.com/fr-fr 

BUCHI Italia s.r.l.
IT – 20010 Cornaredo (MI)
전화 +39 02 824 50 11
팩스 +39 02 57 51 28 55
italia@buchi.com
www.buchi.com/it-it

BÜCHI Labortechnik GmbH
Branch Offi ce Benelux
NL – 3342 GT 
Hendrik-Ido-Ambacht
전화 +31 78 684 94 29
팩스 +31 78 684 94 30 
benelux@buchi.com
www.buchi.com/bx-en

BUCHI UK Ltd.
GB – Oldham OL9 9QL
전화 +44 161 633 1000
팩스 +44 161 633 1007
uk@buchi.com
www.buchi.com/gb-en

BUCHI Russia/CIS
United Machinery AG
RU – 127787 Moscow 
전화 +7 495 36 36 495
팩스 +7 495 981 05 20
russia@buchi.com
www.buchi.com/ru-ru 

BUCHI China
CN – 200233 Shanghai
전화 +86 21 6280 3366
팩스 +86 21 5230 8821
china@buchi.com
www.buchi.com/cn-zh

BUCHI (Thailand) Ltd. 
TH – Bangkok 10600
전화 +66 2 862 08 51
팩스 +66 2 862 08 54
thailand@buchi.com
www.buchi.com/th-th

Nihon BUCHI K.K.  
JP – Tokyo 110-0008 
전화 +81 3 3821 4777
팩스 +81 3 3821 4555
nihon@buchi.com
www.buchi.com/jp-ja

BUCHI India Private Ltd.
IN – Mumbai 400 055 
전화 +91 22 667 75400
팩스 +91 22 667 18986
india@buchi.com 
www.buchi.com/in-en

PT. BUCHI Indonesia
ID – Tangerang 15321
전화 +62 21 537 62 16
팩스 +62 21 537 62 17
indonesia@buchi.com
www.buchi.com/id-in

뷰키코리아
KR – Seoul 153-782
전화 +82 2 6718 7500
팩스 +82 2 6718 7599
korea@buchi.com
www.buchi.com/kr-ko

BUCHI Corporation
US – New Castle, 
Delaware 19720
부담 +1 877 692 8244
전화 +1 302 652 3000
팩스 +1 302 652 8777
us-sales@buchi.com
www.buchi.com/us-en

BUCHI Brasil Ltda.
BR – Valinhos SP 13271-570
T +55 19 3849 1201
F +41 71 394 65 65
latinoamerica@buchi.com
www.buchi.com/br-pt

Distributors

11595457C ko 1910 / 기술 데이터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품질 시스템 ISO 9001.
영어 버전은 원본 버전이고, 모든 번역본은 영어 버전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