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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토트 탱크 히터

TOTE 시리즈

U  1–1.2 m (40–48") 평방의 
모든 토트 탱크에 적합함

U 높이 0.9, 1.1, 1.2 m (36, 
42, 48)로 제공

U 가열 구역 2개

U 내장 조정 가능 써모스탯 2개

U 내장 상한 써모스탯 2개

U 버클이 달린 조정 가능한 
나일론 끈

U  유연한 실리콘-주입 천 외장 
및 라이너

U  6 mm (1/4") 유리 섬유 절연

U 1.8 m (6') 전원 코드

사 양
조정 가능한 써모스탯 설정:  
10–70°C (50–160°F)

써모스탯 설정상한: 약 90°C (195°F)

써모스탯 상한 초기화: 수동

최대 노출 온도: 230°C (450°F)

외부 피복과 라이너: Silicone impregnated
부착 방법: 조정 가능한 버클이 있는 나일론 끈

유리섬유 절연: 6 mm (0.25")

담요 총 길이: 약 5 m (16.5')

가열 길이: 약 4.1 m (13.5')

높이: 0.9 m (36"), 1.1 m (42"), 1.2 m (48")

전력량: 1440 또는 2880 W

전원 코드: 1.8 m (6') 및 기본 전원 코드

전력: 120 또는 240 Vac

TOTE481-ADJ/120V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무게

 TOTE361-ADJ/120V  토트 히터 및 써모스탯, 120V, 18 kg 
1440 W, 높이 0.9 m (36") (40 lb)

 TOTE362-ADJ/240V   토트 히터 및 써모스탯, 240V,  18 kg 
2880 W, 높이 0.9 m (36") (40 lb)

 TOTE421-ADJ/120V    토트 히터 및 써모스탯, 120V, 1440  20 kg 
W, 높이 1.1 m (42") (45 lb)

 TOTE422-ADJ/240V  토트 히터 및 써모스탯, 240V,  20 kg 
2880 W, 높이 1.1 m (42") (45 lb)

 TOTE481-ADJ/120V  토트 히터 및 써모스탯, 120V,  22 kg 
1440 W, 높이 1.2 m (48") (50 lb)

 TOTE482-ADJ/240V     토트 히터 및 써모스탯, 240V,  22 kg 
2880 W, 높이 1.2 m (48") (50 lb)

 TOTE-COVER 토트 히터 상단 덮개
 열 구역 2개 각각 조정 가능한 상한 써모스탯이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TTOTE361-ADJ/120V, 토트 가열기 및 써모스탯, 120V, 1440 W, 높이 0.9 m (36〞), 
토트-덮개, 토트 절연 상부 덮개

OMEGA® 토트 시리즈 탱크 가열기는 

두르는 형태로, 높이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는 표면 가열기입니다.  

이 가열기는 빠르고, 쉽고, 비 침습 

방식으로 여러 제품을 데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정 가능한 나일론 끈과 

버클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기본 토트 

탱크에 적합합니다. 탱크 주위에는 끈을 

3개 두르고 상단에는 끈을 2개 놓습니다. 

장비에는 구역 2개 각각의 조정 가능한 

써모스탯과 수동 초기화 상한 써모스탯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