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Flo Sample Monitor (TruFlo 샘플 모니터)

z

펌프 튜빙이 손상되었습니까?

z

펌프 롤러에 이상이 있습니까?

z

부적절하게 펌프장력이 조정되었습니까?

z

네브라이져가 막혔습니까?

z

시료도입의 Tube가 구부러져 있습니까?

TruFlo 샘플모니터는 그 동안 간과되었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분석에 있어서 샘플주입
량은 중요변수일 뿐만 아니라 분석신호의 크기나 정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본 TruFlo는
샘플 주입량을 분석자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열흐름 측정방법
TruFlo샘플모니터는 유량측정을 하기 위해서 열전감지(Thermoelectric Sensing)을 사용합니다.
즉 2개의 Sensor사이에 있는 Heater에 의해서 변화된 시료온도는 이들 센서에 의해 열량이 측정
됩니다. 양 센서에서 측정된 온도변화(열량)는 시료유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TruFlo의 특징

조정 가능한 허용범위(빨간색라인)
허용범위 탈선시 경보 알람
디지털 디스플레이
데이터 저장 및 출력
범위: 0~4ml/min
위 그래프는 알람 한도의 예를 나타낸 것 입니다. 만일 유량이 미리 설정한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시청·각 알람이 작동하여 즉각적으로 분석자에게 알려줍니다.

2. 그래픽 장점
펌프장력에 의한 흐름변화 모니터링

위 그래프는 펌프 튜빙를 설치할 때 걸쇠에 가해지는 힘에 따라서 변화하는 유량의 양을 그래프
에 모티터링 된 것으로, 시료액체의 도입은 동일한 펌프rpm에서 걸쇠장력에 의해 흐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분석자가 알맞은 걸쇠장력을 유지하여 튜빙의 마모 및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흐름량(Uptake rate) vs. 펌프속도

위 그래프는 펌프속도 증가에 따라서 시료의 흐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튜빙종류에 따른 용적
공식 및 분석장비프로그램에서의 펌프속도 케이지나 별도 장착된 펌프의 스탑와치로 유량을 계산
할 필요가 없이, 단지 본 Truflo에서 제공하는 그래프에서 현재의 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TruFlo Sample Monitor 규격
TruFlo는 실시간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모든 ICP, ICP-MS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ICP에서 사용하는 페리펌프나 펌프없이 자체분사방식을 취하는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현재의 시료도입을 모니터링 해줍니다.
펌프튜빙과 네브라이져 교환주기를 분석자에게 알려주므로써 분석 Fail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료도입량에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분석자에게 경보알람을 해줍니다.

상세사항
가능시료 : 수용액, 유기용제, 불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에 적합
유량감지 : 비침습적 열전감지(2개의센서와 가운데 Heater장착)
측정가능한 유량범위 : 0~4.0mL/min
눈금가능한 유량범위 : 0.2~4.0mL/min. TruFlo는 샘플유량이 0.2mL/min 이하에서 매우 좋은 반복
정밀도를 가지지만 정확도는 규정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측정용액(교정액) : 탈이온수..
유량판독의 정확성 : +/-5%(탈이온수,측정유량 범위내)
내부용량 : 0.13mL
무게 : 300g
크기 : 100x40x60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