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냉동고� 캐비닛� 내부에� 

특허받은� �V�I�P� �P�L�U�S� 패널을� 

사용하여� �1㎡의� 설치� 공간에

�6�7�2개� �2”� 박스� 만큼의� 최대� 

용량을� 제공합니다�.� 

냉동고의� 깊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작됩니다�.

초저온�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C�o�o�l� �S�a�f�e®
압축기가� 검증된� �P�a�n�a�s�o�n�i�c� 

캐스케이드� 냉동� 시스템에� 

사용되어� 높은�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E�Z�l�a�t�c�h를� 사용하여� 저장� 

샘플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컬러� �L�C�D� 터치� 패널은� 장갑을� 

낀� 채로도� 사용자가� 완벽하게� 

제어� 할� 수� 있으며�U�S�B� 포트를� 

사용하여� 기록된� 데이터를� �P�C로� 

편리하게� 전송합니다�.

최대� 샘플� 공간
신뢰할� 수� 있는� �P�a�n�a�s�o�n�i�c

기술력
향상된� 사용� �&� 지능형� 보안

바이오� 뱅크� 및� 바이오� 저장소에서� 
대량의� 장기� 샘플� 보관에� 이상적� 
입니다�.

품질 � 설계는 � 중요한 � 샘플의 �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뢰� 
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보장합니다�.

냉동실� 온도�,� 도어� 오픈� 시간� 및� 
알람� 이력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G�L�P분야에서� 모니터링을� 위해
기록됩니다�.

대용량� 샘플� 공간 신뢰� 할� 수� 있는� 보존성 간단한� 데이터� 모니터링

�P�a�n�a�s�o�n�i�c의� �M�D�F�-�D�U�9�0�0�V� � � � � � �-�8�6℃� �U�p�r�i�g�h�t� 냉동고는� 

�8�4�5�L

오랜� 시간� 완벽한� 보존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냉각� 성능� 및� 

신뢰가� 결합된� 최적화된� 설치� 공간에서� 최대� 샘플� 저장� 공간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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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부품은� 까다로운� 실험실� 환경에서� 최적의� 

작동을� 위해� 신중하게� 선별� 됩니다�.� 이로� 인해� 문� 

개방� 및� 샘플� 배치� 후� 온도� 복원이� 향상되었고� 내부� 

온도를� 낮춰�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설계

고효율의� �V�I�P� �P�L�U�S� 단열재를� 사용하여� 가능한� 가장� 

작은� 설치공간에서� 내부� 용적을� 최적화�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설치� 공간에� 최대� �4�0� �%� �*

�2” 박스� 저장� 용량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박스� 용량

포괄적인� 알람� 시스템� 및� 진단� 기능을� 갖춘� 통합� 

마이크로� 프로세서� 컨트롤러에� 의해� 관리� 되고� 

모니터링� 됩니다�.� �L�C�D� 터치� 스크린은� 냉동고� 온도와� 

중요한� 상태� 정보를� 표시하며� �U�S�B� 포트로� 기록된� 

데이터를� �P�C로� 쉽게� 전송� 할� 수� 있습니다�.

�1�)� 메인� 캐비닛의� 외형� 치수� �(핸들� 및� 기타� 외부� 돌출부�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의� 치수� 도면을� 참조하십시오�.
�2�)� 주변� 온도� �+� �3�0℃�,� 무부하� 상태에서� 측정한� 냉동실� 중심부의� 공기� 온도
�3�)� 공칭� 값� �-� 주변� 소음� �2�0�d�B� �[�A�]

�4�)� 작은� 내부� 도어� 키트를�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센서� 커버� 필요� �M�T�R�-�D�U�7�0�0�S�F�-�P�W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컨트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5길� �2�3� 대일테크빌딩
�T�e�l�.� �0�2�-�5�0�8�-�1�4�0�8� � � � � � �F�a�x�.� �0�2�-�5�0�8�-�2�0�9�1
�w�w�w�.�d�a�e�i�l�t�e�c�h�.�c�o�.�k�r� � � � �d�a�e�i�l�@�d�a�e�i�l�t�e�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