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eries 5000 Analyzer

최상급 공정 제어를 위한 가장 믿을 수 있는 Silica

분석기 시리즈 분석기는 초고순수. Hach 5000 Silica

설비에서 품질 제어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다.

신뢰성 있게 용존 를 측정함으로써 이 장비는Silica ,

가 소진되거나 필터의 막힘이 즉시Demineralizer

해결 되야 하는 등의 조기 경보를 줄 수 있다.

100% pump-free reagent delivery

독특한 가압 시약 이송장치는 시리즈Hach 5000

분석기에 펌프 없이 시약을 공급한다Silica .

펌프의 고질적인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장비는 매우 정확하며 시약의 소비가 적다.

자동 보정은 일 간의 고장 없는 작동을 보장한다30 .

Alarms and outputs

개의 프로그램 된 은4 alarm

샘플 농도 분석기alarm,

시스템 분석기 시스alarm,

템 이다shutdown .

아날로그 디지털 모두 출,

력으로 사용 가능하다.

Easy set-up & operation

장비 제어는 개의 메뉴로3

간단하다 설정 보정 실험- , ,

기능 이것은 설정부터 일반-

작동까지 당신을 안내할 것

이다.

Learn more About the Series 5000 Silica Analyzer

초고순수 반도체 제조 공정이나-ㆍ

의약품 공정을 위한 장비

발전소ㆍ

고압 보일러ㆍ

Clear, complete instructions

시리즈 분석기는5000 Silica

설치 운영 유지 보수를, , ㆍ

위해 포괄적인 읽기 쉬운

설명서를 제공한다.



When silica control is critical, the choice is simple

증명된 화학과 함께 저 농도colorimetric silica

을 위해 편리한 설정 문제점 없는 작동은monitoring ,

매우 단순하다 펌프 없이 작동하는 시리즈. 5000 Silica

분석기를 선택하시오. Call at 800-227-4224

무료 를 신청하시오date sheet . #4545

Series 5000 Silica Analyzer

Specifications

Range: 0.0~5000 / as SiO㎍ ℓ 2

Accuracy: 0~500 / : ±5%, 1.0 /㎍ ℓ ㎍ ℓ

500~5000 / : ±7%㎍ ℓ

Precision: ±0.5 / or ±1%㎍ ℓ

Minimum Detection Limit: 0.5 /㎍ ℓ

Response time: 8.8min: 30~50℃

15min: 5~40℃

Recorder Outputs

0~10mV, 0~100mV, 0~1V or 4~20mA

Serial I/O: RS232 Output

Alarms

Four programmable relays are built

in for sample concentration alarms

(2), analyzer system warning, and

analyzer system shutdown. Each is

equipped with an unpowered SPDT relay

Enclosure

ABS plastic NEMA 4X/IP65 cabinet

with gasketed doors

Dimensions

856mm×563mm×419mm

Power

115/230 VAC, 50/60Hz

Certification

Designed to meet UL 1262, CSA C22.2

No.142m IEC 1010-1, and FCC/CISPR

Class A compliance for EMI/RFI

emissions

Call 800-227-4224 to order the

Series 5000 Silica Analyzer

Catalog number

60000-00 Series 5000 Silica Analyzer

60000-01 Series 5000 Silica Analyzer

with 120VAC sample heater

60000-02 Series 5000 Silica Analyzer

with 120VAC sample heater

Convenient grab sample capability

시리즈 분석기는 기지5000 Silica

농도의 추가 표준액을 사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

임의 샘플 은 수행 준비가 돼있으cell

며 는 샘플 흐름에 방해 없이 단, proess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Reliable, self-correcting operation

연속적인 보정은 탁하고 색이 있는zero

샘플로부터 를 막아준다 자가 진단은bias .

작동을 하고 비정상 조건을 경고한monitor

다 은 샘플 흐름이 방해 받. failure alarm

았을 때 작동 정지되고 샘플이 저장되면,

다시 시작된다.

Pressurized reagent delivery -

without a pump

의 특허 받은 시약 이송 시스템은 빠르Hach

고 간결하며 실제적으로 아주 간단하다 가, , .

압된 시약은 에 의해 제어되micro-processor

는 밸브에 의해 정 하게 측정된solenoid

양으로 유입된다.

Genuine, pre-mixed Hach reagents

산업의 엄격한 품질 표준을 만족하는 Hach

시약은 깨끗함과 정확성 안정성을 보장한다, .

시약의 교환은 분 미만이며 한 달에 한번15 ,

이다 시약은 편리함과 정확성의 보장을. Hach

위해 미리 측정되었다.



에서 최신 기술은 단지 등식의 한 부분일 뿐이다 최신 기술과 의 유명Hach . Hach

한 전 세계적 지원 헌신적인 기술 지원 직원 그리고 숙련되고 빠른 서비스 팀,

이 결합하면 당신은 수질 분석과 실험 분야에서 공식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오래전부터 는 일류 기술이라 일컬어지는 수질 분석Hach

실험 분야를 유지해 왔다.

복잡하고 최고의 실험실 기구에서부터 특별한 공정on-line

모니터링 시스템 실제 실험실 에 이르기 까지 는 다른, kit Hach

사람들이 따라 오도록 표준을 만들었다.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리 측정되고 봉인된 의 특별한 시약을 사용함으, , Hach

로써 는 분석화학의 수준을 새로운 정확성의 단계까지 올려놓았다Hach .

의 모든 장비에 설계된 정 한 혼합 분석 과정은 계속적으로Hach sampling, ,

정확성과 믿을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의 뛰어난 기술 직원은 모든 요청에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Hach

한다 전화상의 단순한 질문에서 복잡한 요구사항이나 현장의.

방문까지 에게 다음은 없다Hach .

소비자는 e-mail(techhelp@hach.com 로 요청할 수도 있다) .

에 있는 기술 연수 센터는 화학자 기술자 운영자 교Colorado, Loveland Hach , , ,

육자 관리자 모두가 참여해서 최신의 실질적인 분석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운,

영되고 있다 주제는 물 폐수 보일러 그리고 냉각수에서 유제품 미생물 슬. , , , ,

러지와 고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계획 과정에 대한 질문은.

로 하시오800-227-4224×2391 .

의 헌신적인 서비스 직원은 개국에서 활동 중이다Hach 95 .

올바른 시스템이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이해 장비의 문제해결,

등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의 기술자들은 당신을 도울Hach

것 입니다 설치 보증 그리고 수리는 의 무료 전화. , Hach

로 연락하면 해결 가능하다800-227-4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