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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Wavelength Range

185nm-910nm

Monochromator

Czerny-Turner Configuration

Spectral Bandwidth

0.1nm, 0.2nm, 0.4nm, 1.0nm, 2.0nm, (software selectable).

Wavelength Accuracy

± 0.15nm

Wavelength Reproducibility

< 0.05nm

Resolution

0.2nm ± 0.02nm

Baseline Stability

0.005A/30min

Sensitivity (Cu)

2 μg/ml Absorption > 0.28A (flame)

Detection Limit

Cu < 0.004 μg/ml (flame) Cd < 0.4 x 10-12g (graphite furnace)

Repeatability

Cu < 0.7% (Air/Acetylene flame)
Ba < 1.0% (Nitrous oxide/Acetylene flame)
Cu < 2.0% Cd < 2.0% (Graphite Furnace)

Background Correction

Deuterium Arc, Self reversal

Characteristic Concentration

Cu < 0.02 μg/ml, Ba < 0.15 mg/ml (N2O/Acetylene)

Burner Heads

Titanium Alloy

Nebuliser

Inert Adjustable Nebuliser, Flow Rate from 2ml - 6ml/min. Pt/Ir capillary
available for high acid concentration

Atomization Chamber

Corrosion-resistant material

Position Adjustment
Safety Functions

Automatic changeover (MegaA-700FG) Manual (MegaA-700F)
Automatic Setting of Optimum Height for Flame Burner.
Burner Identification, Flame Sensor, Gas leak Sensor, Low Gas
Pressure Sensor, Drain Trap Sensor, Power Loss Protection,
Circulation Water (graphite), Over Temperature Sensor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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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A-700FG

AAS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MegaA-700FG 원자흡광광도계는 최근 실험실에 요구되고 있는 규제의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고성능 자동화 기기입니다. 장비의 다양한 기능 및 성능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폭 넓은 분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Application

▶

농업분야

▶

임상병리분야

▶

환경분야

▶

식품분야

▶

금속분야

▶

석유화학분야

▶

광물분야

▶

제약분야

▶

지질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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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HCL(Hollow Cathode
lamp)를 장착하여 사용하며 AA
Master 소프트웨어에 의해 8개의
HCL(Hollow Cathode lamp)를
선택적으로 사용

사용중인 램프와는 별개로 대기
램프에 대한 개별적인
Warming up

D2&SR(Self-Reversal)
바탕값 보정

Czerny-Turner
Monochromator 사용으로
High Precision 데이터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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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Autosampler로 Flame,
Graphite Furnace mode 모두
사용 가능

다양한 원소 분석과 샘플
용량에 대해 폭넓게 처리할 수
있는 XYZ Autosampler

AA Master 소프트웨어를 통한
장비와 Autosampler의 완벽한
제어 및 구동
GLP Compliant

8
AA Master 소프트웨어에서
Peak Height, Peak Area 등
Integration 기능 사용

MegAA-700FG는 두 가지 모델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MegAA-700F - Flame 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간단하게 Burner의 위치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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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A-700FG-Flame과 Graphite Furnace 두 가지 모두 사용
원터치로 간단하게 Flame과 Graphite Furnace 모드를 변경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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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ME ATOMIZATION
GRAPHITE FURNACE ATOMIZATION

AAS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Graphite
Furnace Atomization

Flame Atomization
MegAA-700FG

세가지 타입의 Burner
▶

Air · Acetylene (에어 / 아세틸렌)

▶

N2O · Acetylene (아산화질소 / 아세틸렌)

▶

Air · Propane(LPG) (에어 / 프로판)

MegaA-700FG 모델에서 Graphite Furnace는 Flame Burner
뒤에 장착하여 AA Master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Flame과
Graphite Furnace를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r · Acetylene

Graphite Furnace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100mm single slot burner를 사용합니다. Position glass nebulizer 에 의해 높은 감도(Cu 2ppm > 0.280abs)를 자랑하며, Acid
resistant replacement는 옵션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스 유량을 자동 체크하여 Flame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Precision feedback system에 의해 온도가 정확하게 제어되며, 분석적인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Graphite Furnace의 Head는 Light Path에 위치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위치 조절 등이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 고성능 가열로를 위해 열처리된 Platform Tube를 기본적으로 공급하며, 분석 수행능력이 향상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기본 사양으로 20ul까지 수용할 수 있는 Platform graphite 튜브가 공급되며, 옵션 사항으로Non-platform graphite 튜브를

N2O · Acetylene
옵션으로 제공되며, 50mm single slot burner를 사용합니다. 알루미늄(Al), 주석(Sn), 티타늄(Ti), 칼슘(Ca), 바나듐(V), 몰리브뎀(Mo) 등과 같이 이온화가
어려운 원소에 이용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AA Master 소프트웨어에서 10단계 가열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Graphite 튜브는 가스 피스톤에 의해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교체 시 소프트웨어에 의해 간단히 이루어 집니다.
· Graphite 튜브는 Water Circulator에 의해 효과적으로 냉각됩니다.

Air · Propane - LPG
비교적 안전한 불꽃 방식으로써 3 slot burner를 사용합니다. Flame의 낮은 온도로 인해 칼륨(K), 나트륨(Na), 리튬(Li) 등과 같은 알칼리 금속을
분석하는데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고순도의 Acetylene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원소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AFETY FEATURES

모든 가스에 대한
압력 모니터링 기능
Pressure
monitoring for all
gases

혼합가스 압력 측정
Over pressure
in Pre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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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EATURES
버너 인식 기능
Burner
Identification

불꽃 감지 기능

가스 누출 검출기

Flame sensor

Gas Leak Detector

Drain Trap
Level Sensor

Safety Cut
off Switch

아르곤(Ar)
가스 압력 센서
Argon Gas
pressure Sensor

Water flow 센서
Water flow sensor

과열 센서
Over Temperature
Sensor

Broken graphite
tub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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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AA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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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소프트웨어 - AA Master

ACCESSORIES

AA Master 소프트웨어는 MegaA-700FG 시스템 제어와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MegAA-700FG
파워풀한 소프트웨어입니다.

Autosampler (자동시료주입장치) - 하나의 Autosampler로 Flame, Graphite Furnace 모두 사용 가능

AA Master 소프트웨어는 샘플 측정, 저장, 데이터 해석의 세가지 중요한 작업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 및 Calibration
Curves, 샘플테이블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A Master 소프트웨어는 또한 Sample Wizard 와
Autosampler에 의해 다수의 원소분석도 순차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하며, 이는 모두 자동으로 조
절 할 수 있습니다.

Flame Analysis

Graphite Analysis

· 38개의 Sample position
(Standard sample 6개, Unknown sample 32개)
· Sample vial size : 6 mL
· Standard sample vial size : 12 mL
· Wash 기능을 위한 Pressure protection

· 76개의 Sample Position (Standard sample 10개,
· Modifier solution 6개, Unknown sample 60개)
· Sample vial size : 1.5 mL
· Modifier vial size : 12 mL
· Wash 기능을 위한 Pressure protection
· 최대 3개의 Modifier 추가 기능

Hydride Unit (수소화물 장치)
· Mercury cold vapour 분석 가능
· Temperature controlled heated absorption cell 공급
· Unique electric quartz absorption tube 사용
· RSD < 2%

Lamp turret Setup은 램프의 Operation 및 Warm-up을 제어하며, 이는 원하는 측정 파장을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높은 감도 | 대부분의 원소에서 1ng/ml/1%A 이상
· 샘플 볼륨 | 2.0ml - 2.5ml (샘플당)
· 빠른 분석 | 25-30 초 내에 측정.

Water Circulator
· Re-circulating water cooler
· Forced air cooling system
· Cooling capacity : 2Kw
· 전원 | 230V, 270W

Emission Spectra를 확인하여 각 Lamp 별 정확한 Peak Locatio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량 | 5 Litre Water
· 유량 | 2 L / minute
· 크기 | 250 x 245 x 700 mm

Air Compressor

Sample Wizard 기능으로 분석 관련 Menu로 빠르고 간단하게 분석 setup을 할 수 있습니다.

· 100% Oil Free Design
· Efficient, Horizontal Twin pump unit
· 컴팩트한 디자인
· 저소음 | 53-59dB

· 압력 | 10 bar
· 탱크 용량 | 15 Litrer
· 공급량 | 104L/min
· 무게 | 14Kg

Auto Balance 기능으로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수동으로 Atomiser 위치를 조절
하여 Energy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XYZ Autosam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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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O/Acetylene버너

Air/Propane
(LPG)버너

Inert Adjustable
Nebuliser

Gas Regulators

Fume Extraction
System

Acetylene Flame
Arrestor

Standar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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