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징

하부 보울

상부 커버

이너 제네레이터

아우터제네레이터

실리카겔

quality (품질) + Purity (청정)의 합성어로

“실시간으로”, “누구나”, “쉽게”, “즉각적인”

압축공기 모니터링장비로서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압축공기의 품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타사 (수입 제품) 가격의 약 1/30 수준 

퓨리티,
당신을 위한
오직 단 하나의
압축공기 솔루션
업계 최고의
‘직렬 2중 싸이클론’ 기술을 통해
항상 깨끗한 공기를.

압축공기 문제점 & 품질관리의 중요성 

압축공기 배관 특성상 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염 정도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점검을 하고 관리를 시작했어요.”

이러한 사후대처식 대응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투자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에 반해,
Purity는 “직렬 다중 싸이클론” 을 이용하여
압축공기 내 이물질 (수분, 오일,파티클)을 포집하고

이물질을 아래의 투명 보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새로운 AM01은 수분과 노점으로부터 압축공기를 지켜줍니다. 

 

오직 단 하나의 압축공기 솔루션

국내 최초 압축공기 수분측정기

사용설명서 

하우징

아우터제네레이

실리카

압축공기의 미래를 바꿀 퓨리티

새로운 AM01은 전에 없던 압축공기의

품질을 완성합니다.

테슬론이 주도하는 혁신 기술

퓨리티

압축공기 배관의 이슬점(노점)을 관리 하는것 만으로도

배관 설비의 수명이 연장 됩니다.

퓨리티를 설치하면 배관내의 수분이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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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 - 압축공기관리방안

[ 국내 최초 HACCP 맞춤 솔루션 ]

 1단계 : 압축공기 수분관리

 2단계 : 압축공기 노점관리 

 

 2단계 : 5분 내에 실리카겔이 까맣게 변색되면 부적합.

압축공기 노점이 너무 높으므로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노점을 낮추고 테슬론의 이세퍼레이터(압축공기필터)를 

사용해 수분을 99.9997% 제거

적합 부적합

1단계
1단계 커버 

수분 모니터링
2단계 실리카겔
노점 모니터링

2단계 

 1단계 : 상부 커버에 수분이 맺히거나 뿌옇게 

           변하게 되면 부적합. 

 

압축공기 내 수분이 너무 많으므로 테슬론의 이세퍼레이터 

(압축공기필터)를 사용해 수분을 99.9997% 제거1

2

3

4

≤-70 ℃

≤-40 ℃

≤-20 ℃

≤ 3 ℃

식품 직접 분사

식품 간접 분사

등급 Class 수분 함량(노점) 용도

(AM01)

 압력 :  3bar   유량 : 160L/min

 시간 : 5분  기준 : 3.0℃

측정 결과 B등급 이하 : HACCP 압축공기관리 부적합

                                    (식품 간접분사 위험)

■ 사용 설명

① 하부커버 분리 후,
파이프 안에 동봉된 실리카겔 채우기 

② 하부커버 결합

③ 측정 전, 라인의 압력을 반드시 3bar로 설정 

④ 배관(호스)에                연결 후 측정 시작

⑤ 5분간 압축공기 대기압 개방

⑥ 상부커버 확인 (1단계)

⑦ 압축공기 차단 후 배관과                 분리

⑧ 변화한 실리카겔의 색을 색상표와 비교 (2단계) 

⑨ 측정 결과 B등급 이상 : HACCP 압축공기관리 적합

                                         (식품 간접분사 가능)

참고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 - 압축공기관리방안

■ 주의 사항 

① 제품  전면의 로고를 기준으로 입구 : 왼쪽, 출구 : 오른쪽

② 커플러를 결합 시 테프론 테이프 사용 필수

③ 방향족 탄화수소 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

   
(신나, 벤젠, WD-40, 윤활유 등)

④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발생한 손상의 경우 : 보증기간

내 무상 A/S 및 교환 (보증기간 : 1년)

⑤ 소비자의 고의 혹은 과실,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상의 경우 : 유상 A/S (보증기간 무관)

※ 해당 제품은 압축공기의 품질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간이 키트이며, 정밀 측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1.  Tesllon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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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간접분사 가능)

참고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 - 압축공기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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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의 경우 : 유상 A/S (보증기간 무관)

※ 해당 제품은 압축공기의 품질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간이 키트이며, 정밀 측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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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B등급 이하 : HACCP 압축공기관리 부적합

                                    (식품 간접분사 위험)

■ 사용 설명

① 하부커버 분리 후,
파이프 안에 동봉된 실리카겔 채우기 

② 하부커버 결합

③ 측정 전, 라인의 압력을 반드시 3bar로 설정 

④ 배관(호스)에                연결 후 측정 시작

⑤ 5분간 압축공기 대기압 개방

⑥ 상부커버 확인 (1단계)

⑦ 압축공기 차단 후 배관과                 분리

⑧ 변화한 실리카겔의 색을 색상표와 비교 (2단계) 

⑨ 측정 결과 B등급 이상 : HACCP 압축공기관리 적합

                                         (식품 간접분사 가능)

참고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 - 압축공기관리방안

■ 주의 사항 

① 제품  전면의 로고를 기준으로 입구 : 왼쪽, 출구 : 오른쪽

② 커플러를 결합 시 테프론 테이프 사용 필수

③ 방향족 탄화수소 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

   
(신나, 벤젠, WD-40, 윤활유 등)

④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발생한 손상의 경우 : 보증기간

내 무상 A/S 및 교환 (보증기간 : 1년)

⑤ 소비자의 고의 혹은 과실,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상의 경우 : 유상 A/S (보증기간 무관)

※ 해당 제품은 압축공기의 품질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간이 키트이며, 정밀 측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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