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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
케미칼 토출 
케미칼 보충
케미칼 혼합 
케미칼 믹싱 
케미칼 첨가

Premix Vessels
Single-Wafer Tools

반도체 제작
광전지 /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및 전자

케미칼 제조

산업

초 순수 PTFE PEM050 전기식 정량 펌프
PEM050 전기식 스테퍼 펌프는 케미칼 보충, 혼합, 투약 과 소량 첨가 (응용)작업을 PTFE 
유체 경로에서 부식성 매체를 정확하게 1 에서 50 ml 토출. 전체가 지지되는 PTFE 회전
(Rolling) 다이아프램은 최대 압력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할수있는 작동. Positive 
컨트롤 벨브는 체크 벨브의 전형적인 가변성을 제거함으로써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https://wkfluidhandling.com/ko/pem050/

CONTROL METHODCONTROL METHOD

ELECTRONIC CONTROLELECTRONIC CONTROL

UP TO

100˚C
212˚F

UP TO

100˚C
212˚F

TEMPERATURETEMPERATURE

ULTRA HIGHULTRA HIGH

PURITYPURITY

UP TO 50ML / 55 PSIUP TO 50ML / 55 PSI

PRESSUREPRESSURE

진보된 펌프 기술

PTFE 전체-곡선형 
유체 경로

2~6 포트 구성

프로그램 
설정 가능한 
suckback

± 0.01% 재현성

55 psi 토출 
압력을 제공

노출된 금속이 없기
Serial, Ethernet, or  
Digital Communications

조절 가능한 
행정 속도

PTFE 회전
( Rolling) 
다이아프램

어떤 방향이든 설치 가능

안전하고, 누수 
없는 운전

• 전기적으로 제어된 조절가능한 스트로크

• 토출량 : 50 ml 까지

• 충분히 조절 가능한 행정 속도

• 고정밀도 ; ± 0.01% 재현성

• 노출된 금속이 없기 때문에 부식과 오염을 방지

• 초 고순수 적용 분야를 위한 PTFE 전체-곡선형 유체 경로

• 선형 토출을 위한 PTFE 회전( Rolling) 다이아프램

• 쉬운 설치작업 과 관찰을 위한 시각적으로 위치 참조

• Positive Inlet/outlet 밸브로 유체 흐름 제어

• 크린룸에서 조립, 테스트 및 포장

• 쉬운 설치 및 급속 고정용 바닥판

기능 및 이점
• 2~6 포트 구성

• 55 psi 토출 압력을 제공

• 어떤 방향이든 설치 가능

• 자체 시동(기동)

• 작은설치면적

• 최소 정체 용량

• 누수 감지 옵션

• 프로그램 변경식 시스템 로직

• 프로그램 설정 가능한 su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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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다이아프램은 내부 
실린더와 피스톤에 의해 
고정 됩니다. 모터가 
움직여 피스톤이 아래로 
움직이면 다이아프램은 
감겨 내려감으로서 
챔버 안으로 액체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모터가 움직여 피스톤이 
위로 움직이면 챔버 
안의 유체는 밖으로 
흐르게 됩니다. 밸브는 
포트를 통하여 흐름을 
제어 합니다. 한 포트 
또는 포트들을 번갈아 
유체가 토출됩니다. 
유체는 챔버 안에 
남겨져 필요할때마다 
토출 됩니다.

사양서
펌프 모델 PEM050

토출 범위 1-50 ml per Stroke

토출 재현성*
(at Full Scale) ± 0.01%

분당 회전수 6 CPM

사이클 당 공기 
소모량 1-3 SCFM

통신
Serial, Ethernet, or 
Digital (0-5 V, 0-10 

V, 4-20 mA)

밸브 작동 공압 4.14 - 5.52 Bar  
(60 - 80 psi)

최대 토출 압력 3.8 Bar (55 psi)

유체 경로 재질 PTFE

온도 0 - 100°C  
(32 - 212°F)

무게 2.95 kg (6.5 lb)

흡입 양정* 4.6 m (15 ft)

*흡입 양정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합니다. 원천으로 부터 4.6 m 이내의 
설치 레벨을 추천함. 최적화된 파라미터로 
재현성 향상 (최대 ± 0.01%). 최소한의 
흡입 양정은 재현성을 극대화. 상온에서 
물로 실시한 테스트. 최대/최소 공압인 80 
psi 과 60 psi 일때 전체 행정에서 측정한 
토출 범위. Pressure operation >55 psi 
back pressure diminishes over time. 
자세한 사항은 White Knight 사 또는 지역 
대리점 에 연락.“A” “B”

PEM050-02 2.7 (69) 11.0 (279)

PEM050-03 4.2 (107) 12.5 (318)

PEM050-04 4.2 (107) 12.5 (318)

PEM050-05 5.7 (145) 14.0 (356)

PEM050-06 5.7 (145) 14.0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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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애니메이션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