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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농축기의 진공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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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농축기의 진공  
소스

회전 농축기가 다양한 장점을 제공함에 따라 실험실 및 예비  
실험 규모에 따른 용매 농축과 관련해 해당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농축용 플라스크의 내
벽에서 물질 혼합이 균일하게 분배됨으로써 진공으로 인한 낮
은 열공급으로 정교하고 효율적인 농축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입증된 기술을 뒷받침해 주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원하는 실험에 정확한 진공 소스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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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은 농축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전 및 가열 수조는 보통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편, 진공은 원하는 끓는점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변수입니다. 온도와 비교해 
진공은 유연하고 빠르게 바뀔 수 있으며 열민감성 
물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진공 
펌프는 이렇듯 농축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종종 부수적인

악세사리로 취급되어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험에서 진공 
펌프는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 예로, DMSO와 
같이 끓는점이 높은 용매를 농축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너무 낮은 진공압으로 적합하지 않은 펌프를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성능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 
제어 정확성, 소음 레벨 및 유지 보수 강도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우스	진공	연결

이것은 주로 대학이나 대형 연구소에서 쓰입니다. 
상황에 맞게 넉넉한 치수의 진공 펌프가 전체 
연구팀, 전체 층, 심지어는 종합 빌딩에서 진공 
공급 중앙 소스로 사용됩니다. 회전 농축기가 
글래스웨어 연결부를 통해 이러한 비조절 진공 
소스로 연결됩니다. 진공 제어는 보통 회전 농축기 
또는 별개의 컨트롤러로 제어되는 밸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조절	진공	펌프

이는 1~3개의 회전 농축기에 전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안입니다. 이 저렴한 진공 펌프는 
고객이 요하는 최대 성능에 맞게 작동합니다. 
해당 펌프는 또한 초기에  제어되지 않은 진공을 
발생시키고 이후 하우스 진공과 유사하게 삽입된 
진공 밸브를 통해 회전 농축기 글래스웨어 내부의 
진공압력을 조절합니다.

속도	제어	진공	펌프

이는 다른 두 대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펌프의 기본 원리는 회전 농축기의 신호 또는 
펌프 제어 장치에 맞게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진공이 필요할때 제어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속도의 매우 정밀하고 역동적인 제어로

 이 펌프는 원하는 끓는점으로 매우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정값을 160mbar로 
설정한 경우, 펌프는 200mbar의 속도를 천천히 
낮춰 정밀한 조절을 달성합니다.   펌프가 설정값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정지 모드로 바뀌고 전체 
시스템에서 누수가 발생해 설정값 및 설정 이력이 
초과될 경우에만 바로 재활성화됩니다. 이러한 
경우 펌프는 대기 모드에서 잠시 활성화되어 
시스템 진공이 다시 설정값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속도가 1~2초간 높아집니다.

①	 농축	공정에서	진공	작업이란	무엇입니까?

②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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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려	사항:	공정	상황,	작동,	지속가능성	및	현	기술의	비용

비조절	진공	펌프

이는 진공을 요하는 다양한 실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싱글 펌프입니다. 공정 측면에서 이러한 
펌프는 정교한 기술 덕분에 회전 농축기를 위한 
안정적인 진공을 공급하지만 하우스 진공과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펌프 또한 
원하는 진공값이 진공 밸브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 
이로써 펌프의 고정된 진공값과 주위 압력 보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작동 방식은 정밀한 평균 진공 제어와 농축 
공정 상의 특정 이력으로 이어집니다. 지속가능성 
및 영구 비용은 아마도 이 기술의 최대 약점일 
것입니다. 회전 농축기에서 목표 진공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펌프가 계속 최대 전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회전 
농축기의 견고성 증진으로 불필요합니다.

하우스	진공	연결

이이는 펌프의 유지 보수 측면과 같은 사용자를 
위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종종 중앙 기술 
작업에 해당하며 대용량 시스템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소비자 역시 진공 소스의 기능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일일 작업흐름에 있어 엄청난 효율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중앙 공급으로 실험실에서 굉장한 
공간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고, 소음 레벨이 분산된 
펌프에서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총 전력 소비가 잘 계산된 
가동률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비조절 펌프보다 낮으나, 여전히 지향적 속도 
제어 펌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스템으로.

중앙 공급의 주요 단점은 시스템 내 전력 변동이며, 
이는 다수의 소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석션 
전력 및 도달 가능한 최대 진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후자의 경우 보통 농축기 당 하나의 진공 
펌프가 있는 솔루션에 비해 낮습니다. 공정 정확도 
역시 하우스 진공의 고정 진공 밸브를 환기를 통해 
원하는 설정값으로 조절하기 위해 밸브 스위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받습니다.

요약컨대, 하우스 진공은 농축 공정에 알맞지 않고 
부정확할 수 있지만 작동, 비용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성능은 평균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유지 보수 간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모품 교체는 대개 결국 더 자주 교체하게 됩니다. 
이러한 펌프는 보통 사용 빈도가 낮은 유연한 
시스템을 원할 경우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더 자주 교체하게 됩니다. 이러한 펌프는 
보통 사용 빈도가 낮은 유연한 시스템을 원할 경우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

지속가능성 취득 비용

인수 비용

운영비용

제어 정확성 및 성능 설치, 작동 및 유지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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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어	진공	펌프

이는 회전 농축기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정교한 
솔루션입니다. 이 펌프의 장점은 진공의 정교한 
제어 오버히팅 및 이력 현상 없이 설정된 진공으로 
거의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표 
진공값이 설정값을 매우 정밀하고 아주 정교한 
재조정으로만 유지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가장 정밀한 진공 제어를 달성하고 
이력현상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고온의 거품이 
발생하는 샘플에서 지연될 위험을 최소화해 주고, 
더욱 순수한 물질 분리가 가능합니다. 고품질의 
펌프는 또한 의도적으로 펌프 성능을 낮추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시스템을 더욱 느리고 
정교하게 비워낼 수 있고 이에 따라 거품 형성 및 
비등 압력 방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또 다른 장점: Heidolph's AUTOaccurate와 같은 
자동 농축 프로그램이 최대 효율성에 도달할 수 
있고 극도로 정밀한 진공 공급 덕분에 끓는점을 더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에만 
펌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특히 낮은 누수량을 
보이는 밀폐식 회전 농축기와 통합될 경우 에너지 
소요량을 최대 90%까지 줄입니다.

보수

지속가능성 취득 비용

인수 비용

운영비용

제어 정확성 및 성능 설치, 작동 및 유지 

가치평가

보수

지속가능성 취득 비용

인수 비용

운영비용

제어 정확성 및 성능 설치, 작동 및 유지 

가치평가

유지 보수 간격 및 소모품의 필요 측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비교적 비싼 펌프 가격과 시스템을 회전 
농축기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입니다.

비록 이러한 펌프가 100만원 가격의 진공 밸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력 비용 및 소모품 측면에서 
연간 절약분이 최대 15만원 수준이지만, 이 
시스템은 구매 비용이 높아 기본적으로 매우 비싼 
솔루션에 속합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제값을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회전 농축기가 주기적으로 
작동되기 전에는 이러한 장점을 완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6

문의 사항
하이돌프코리아 주식회사
Heidolph Korea Co., Ltd.

+82 10-9174-8838
sales@heidolph.kr

추가 정보	
Heidolph 회전 농축기 
Heidolph 밸브 조절 진공 펌프 
Heidolph Rpm-조절 펌프 
진공 구성

https://heidolph-instruments.com/ko_KR/%EC%A0%9C%ED%92%88/%ED%9A%8C%EC%A0%84%20%EB%86%8D%EC%B6%95%EA%B8%B0~c19
https://heidolph-instruments.com/ko_KR/%EC%A0%9C%ED%92%88/%EB%B0%B8%EB%B8%8C%20%EC%A1%B0%EC%A0%88%20%EC%A7%84%EA%B3%B5%20%ED%8E%8C%ED%94%84~c42
https://heidolph-instruments.com/ko_KR/%EC%A0%9C%ED%92%88/RPM%20%EC%A1%B0%EC%A0%88%20%EC%A7%84%EA%B3%B5%20%ED%8E%8C%ED%94%84~c781
https://heidolph-instruments.com/documents/Brochures-Catalogs/Matrix/Vacuum-Configurator%20Matrix.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