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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정밀 펌프-압력 및 진공 캘리브레이션 용

U  41bar(600psi) 압력 및 진공 
캘리브레이션 용 공압 펌프

U  0~690bar(0~10,000psi)  
유압 펌프

U  섬세한 조정이 가능한  
정밀 버니어

U  고성능,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오메가의 HPP 시리즈 정밀 캘리브레이션 
펌프는 가혹환경 내에서도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4개의 모델은 진공상태에서 
690bar(10,000psi)까지의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펌프는 별도로 구매 가능하며 운반 
케이스, 튜빙과 피팅이 포함 된 세트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HPP-100 및 HPP-VAC는 0~6.9bar(0~100 
psi)까지 또는 0~-0.95bar(0~-28 inHg 진공) 
용으로 설계 된 경제적인 펌프입니다. 두 모델 
모두 듀얼 O-링이 모든 피스톤에 설치되어 누출 
없이 매끄러운 작동이 가능 합니다. 충격방지 
슈레이더 밸브는 환기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니들 밸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HPP 시리즈

HPP-600 
HPP-600는 진공과 압력을 모두 발생 
시킬 수 있는 공압 펌프입니다. -0.95bar(28 
inHg) 진공에서 41bar(600 psi) 압력까지 
커버합니다. 듀얼 O-링, 대형 체크 밸브 및 
충격방지 통기 밸브는 매끄럽고 문제 없는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HPP-10K 
HPP-10K 유압 펌프는 
0~690bar(0~10,000psi)까지의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유압액, 
기름, 물과 호환 가능합니다. 정밀한 스트로크 
조정으로 높은 압력에서도 쉽게 펌핑 할 수 
있도록 빠른 마중물 붓기 또는 쇼트 스트로크가 
가능 합니다. 비산방지 저장기, 삼중 여과 시스템 
및 내장된 압력 경감 밸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RECiSiOn HAnDHELD PUmPS FOR PRESSURE AND VACUUM CALIBRATION

HPP-VAC 공압 펌프, 
주문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사진은  
실물보다 작습니다.

HPP-600 공압 펌프,  
사진은 실물보다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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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HPP-100/HPP-VAC)
범위:  
 HPP-100: 0 ~ 6.9 bar (0 ~ 100 psi)
 HPP-VAC: 0 ~ -0.95 bar  
 (0 ~ -28 inHg vacuum)

연결: (2) 1/8 NPT 암형 포트

크기: 229 L x 38 mm Dia (9 x 1.5")

무게: 680 g (1.5 lb)

사양
(HPP-600)
범위: -0.95 ~ 41 bar  
(-28 inHg ~ 600 psi)
연결: 상위 1/4 BSP 암형, 측면 1/8 BSP  
암형 (NTP 어댑터 포함)
무게: 907 g (2 lb)

사양 
(HPP-10K)
범위: 0 ~ 690 bar (0 ~ 10,000 psi) 
연결: 상위 3/8 BSP 암형, 측면 1/44 BSP 암형  
(1/4 NPT 어댑터 포함)
권장 액체: 유압 기름 기반 증류수 또는 광천수
유체 접속부: S스테인리스 스틸, 폴리우레탄, PTFE 
및 니트릴
무게: 1.4 kg (3 lb)

 모델 번호 설명

 HPP-HOSE  HPP-100 또는 HPP-VAC 용 1/8 NTP 피팅의 0.6 m (2’) 튜빙

 HPP-600-HOSE  HPP-600 용의 1/8 NPT 피팅의 0.6 m (2’) 튜빙

 HPP-10K-HOSE  (2) 1/4 BSPm 자가 밀폐 테스트 포인트 어댑터가 있는 HPP-10K 용의 0.9 m (3’) 고압 튜빙

 HPP-10K-FW  HPP-10K용 교체 필터 및 세척기

액세서리 (추가 비용)

 주문하려면 kr.omega.com/hpp_series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펌프만 구매 시

 모델 번호  설명 

 HPP-100 휴대용 압력 공압 펌프, 0~6.9bar(0~100 psi)

 HPP-VAC 휴대용 진공 공압 펌프, 0~-0.95bar(0~-28 inHg 진공)

 HPP-600 휴대용 압력/진공 공압 펌프, -0.95~41bar(-28 inHg ~ 600 psi)

 HPP-10K 휴대용 유압 펌프, 0~690bar(0~10,000 psi)

 펌프 키트 (키트는 펌프, 운반 케이스, 피팅과 튜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PP-100-Kit HPP-100 펌프, 운반 케이스, HPP-HOSE 및 64 mm  (21⁄2") 게이지 

 HPP-VAC-Kit HPP-VAC 펌프, 운반 케이스, HPP-HOSE 및 64 mm   (21⁄2") 게이지 

 HPP-600-Kit HPP-600 펌프, 운반 케이스 및 HPP-600-HOSE

 HPP-10K-Kit HPP-10K 펌프, 운반 케이스, 액체 용기 및 HPP-10K-HOSE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BSP 피팅 포함 제품은 NPT 어댑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문 예: HPP-100, 휴대용 압력 펌프, 0~6.9bar(0~100 psi).

HPP-600-KIT, 운반 케이스, 피팅과 튜빙이 있는 진공 41bar(600 psi) 펌프 키트

HPP-10K-KIT는 운반 케이스,  
피팅과 튜빙, 그리고 액체 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정밀 펌프
PRECiSiOn HAnDHELD PUmPS 

HPP-10K-KIT  
유압 펌프 키트,  
사진은 실물보다  

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