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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냉장고 ]

 혈액 보관 필수 장비로서, 당사의 BB Series는 까다로운 의료기기 품질 

인증을 획득한 신뢰도 높은 제품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마이크로 프로세스 제어를 바탕으로 경보 기능, 

편리한 수납 공간, 리모트 엑세스 기능 등 혈액 보관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

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사양
BLOOD BANK SERIES

REFRIGERATOR BLOOD BANK
BB0123, 0150 SERIES

보관물이 담긴 그대로 운반한다!

1. 탈착식 레일 드로어
*REMOVABLE RAIL DRAWER

혈액냉장고 내부 공간을 칸칸이 분리하여 다양한 종류의 혈액을 별도 보관할 수 있으며,

바닥부의 타공을 통해 냉기를 통과시켜 내부의 혈액들을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드로어 내부의 바스켓을 보관된 물품과 함께 별도로 꺼낼 수 있어 보관 및

운반이 매우 편리합니다.

두개의 송풍기로 강력한 온도유지

2. 냉기 순환 시스템
* AIR CIRCULATION SYSTEM

내부에 설치된 2개의 Fan이 내부 공기를 신속하게 순환시켜

설정된 내부 온도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또한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아도 설정된 온도로 신속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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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양
PHARMACEUTICAL SERIES

REFRIGERATOR PHARMACEUTICAL
CC0123, 0150 SERIES

[ 시약냉장고 ]

 강력한 냉장시스템을 자랑하는 시약냉장고 CC Series는 실험, 시약, 백

신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료기기 품목허가 등의 엄격한 기준을 충

족하도록 안정적인 온도를 제공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고품질의 스테인레스 스틸 내/외장은 오염을 방지해 주며, Microprocess 

controller에 의해 안정적인 온도 제어 구현, 저소음, 사용의 편의성을 제

공해 시약 보관 및 연구에 품격을 높여줍니다.

 시각적 상태에서의 온도 변화 경보, 정전, 전압 이상 등 다양한 이벤트 

장치는 더욱 안전한 귀하의 시약을 보관하도록 도와줍니다.

REFRIGERATOR   

 높낮이 조절을 내 마음대로-

1. 이동 탈착식 코팅 선반
 *REMOVABLE COATING SHELF
  시약냉장고의 코팅선반은 이동 탈착식으로 설계되어 보관 용기 크기에 적합하도록 

  선반조절이 자유로우며, 시약의 종류에 따라 수납이 용이하고, 모든 선반에 냉기 

  순환구가 있어 냉장고 내부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유해화학성분 제거로 연구를 안전하게!

2. 유해화학성분 제거 장치
 *HAZARDOUS CHEMICAL REMOVER DEVICE
  냉장고 내부에 장치를 설치하여 다양한 시료들로 인한 불쾌한 냄새 

  및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들을 제거하여 연구원의 안전과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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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 FEATURES
REFRIGERATOR SERIES 

탈착식 레일 드로어

혈액냉장고에 장착된 서랍은 바닥면이
균일한 철망으로 제작되어 냉기를 천장
부터 바닥까지 그대로 통과시켜 냉장고 
내부의 혈액들을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드로어 내부의 
바스켓을 보관된 물품과 함께 별도로 

꺼낼 수 있어 보관 및 운반이 매우 
편리합니다.

공기 순환 시스템

내부에 설치된 2개의 Fan이 내부 공기
를 신속하게 순환시켜 설정된 내부 온도
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또한 냉장고 문
을 자주 열고 닫아도 설정된 온도로 신
속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제어 시스템

Micro processor에 의한 Digital 
sensor 제어기로 온도 조절 및 
알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조명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냉장고 
내부에 설치된 라이트가 점등되어

외부에서 시료를 확인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차트 레코더

냉장고 내부의 온도 변화를 기록하여 
사용자가 보관된 혈액/시약이나 기기의 
상태 및 이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탈취제 설치 

냉장고 내부에 탈취 및 유해화학성분 제
거 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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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REFRIGERATOR SERIES

BLOOD BANK Series
Series BB0123 BB0150

Capacity 557 liters 1251 liters

Ext. Dimensions
(WxDxH mm)

740 x 830 x 1910 1500 x 830 x 1910

Int. Dimensions
(WxDxH mm)

610 x 630 x 1450 1370 x 630 x 1450

Weight (kg) 135 221

Drawer 6 EA solid stainless slide drawers 12 EA solid stainless slide drawers

Door 1 Double-paned tempered glass doors 2 Double-paned tempered glass doors

Temperature Range Temperature is factory set at 4℃ with a 0℃ ~10℃

Material Interior all stainless steel

Electrical 110V, 220V 60Hz, 230V 50Hz

Certification ISO9001 / 14001 / 13485 / KGMP

Refrigeration 1/3 HP Hermetic comp

PHARMACEUTICAL Series
Series CC0123 CC0150

Capacity 557 liters 1251 liters

Ext. Dimensions
(WxDxH mm)

740 x 830 x 1910 1500 x 830 x 1910

Int. Dimensions
(WxDxH mm)

610 x 630 x 1450 1370 x 630 x 1450

Weight (kg) 119 173

Drawer 4 EA 8 EA

Door 1 Double-paned tempered glass doors 2 Double-paned tempered glass doors

Temperature Range Temperature is factory set at 4℃ with a 0℃ ~13℃

Material Interior all stainless steel

Electrical 110V, 220V 60Hz, 230V 50Hz

Certification ISO9001 / 14001 / 13485 / KGMP

Refrigeration 1/3 HP Hermetic comp



Contact
Base Address Telephone Fax

본사 및 생산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548번길 84 031-867-1384 070-7950-3911

서울/경기지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7 1577-4053 02-491-4073

수원지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안당하리길 34 031-298-8147 031-298-8149

대전지사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8로 58 1F 042-824-1145/6 042-824-1147

영남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 75, 4F 070-4354-3977/5000 070-7950-3941

호남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효로 20-15 062-951-8010 062-951-8011

Since 1988

Global website: www.1sb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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