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링 펌프의 새로운 혁명!!!

다중이용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샘플링에 최적
소형경량으로 장시간 샘플링에 문제없이 작업환경 시료채취에도 적합!
최고 사양의 Coreless Motor를 사용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된 샘플링
기존 판매되어지고 있는 Mass Flow Sensor보다 더 Upgrade 된
Mass Flow Sensor를 사용하여 설정된 유량을 정확히 흡입하는 정유량 장치 기능
폭 넓은 유량대로 대기환경의 악취물질 까지 샘플링 가능한 다용도 멀티 샘플러 HSP-series

HSP-500

HSP-1500

HSP-5000

[ HSP-500 ] 휘발성유기화합물 샘플링 펌프 : 설정유량 0.050~0.500 L/min
■ 환경부 형식 승인번호 : 제 IASM-2013-9호

[ HSP-1500 ] 포름알데히드 샘플링 펌프 : 설정유량 0.50~1.5 L/min
■ 환경부 형식 승인번호 : 제 IASM-2012-3호

[ HSP-5000 ] 대기시료 및 작업환경 샘플링 펌프 : 설정유량 1.5~5.0 L/min

하리오 사이언스의 샘플링 펌프는 50~5000 mL/min 까지의 폭넓은 유량을 저, 중, 고유량 3종류,
각각의 샘플링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종에 대해 높은 압력의 부하에도 견딜 수
있는 고부하용 구조로 제작 되어있어 흡입압력으로 인한 유량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고출력, 고효율의 Coreless Motor 채용
축적된 먼지에 의한 유량저하를 방지

새로운 Mass flow sensor 사용
설정된 유량에 대해 높은 안정성 및 재현성을
확보, 신뢰성 높은 샘플링이 이제 가능
대용량 리튬이온 전지를 채용

필터 교환은 간단한 원터치 탈착식.

작업환경용 샘플링

(24시간이상 작동-무부하시)

오염 확인이 쉬운 투명한 홀더 장착

(Option)

벨트

유량 FAULT 기능
설정된 유량에 대해 ±5% 이내의 유량변경이
있을 경우

운전중 《FAULT》모드가 점등

외부 부착용 건전지 Unit

하고 측정 데이터의 정밀도 유지를 합니다.

알칼리건전지 8본입 외부 부착용

《FAULT》의 상태에서 10초이상 연속 운전...

건전지 Unit.

을 시키면 자동 정지합니다..................................

충전지가 떨어졌을 때의 리스크
를 고려해서 넣은 예비전지.
전원을 떨어뜨리는 일 없이 자동

충전기 본체 내장...

...... .........................

전환. (Option)

AC 아답터 접속 중은 충전하면서 펌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본체 내장 충전)

백라이트 부착 대형 액정 화면
현장에서 보기 쉽고 사용이 용이

좌우 어느 쪽이라도 조작이 용이

Memory 기능

Universal Design

과거 16회분 보존 가능

■ Specification
형식

HSP-500

유량가변범위(L/min)
순간유량지시범위(L/min)
정유량사용범위
정유량정밀도
적산유량설정범위
적산유량표시범위
시간설정ㆍ표시설정
내장유량계
펌프방식
측정모드
표시부
통신
흡인ㆍ배기구경
사용온도ㆍ습도범위
전원
연속동작시간
외형치수(mm)
질량
부속품

0.050 ~ 0.500
0.000 ~ 0.750

HSP-1500

HSP-5000

0.50 ~ 1.50
1.50 ~ 5.00
0.00 ~ 2.00
0.00 ~ 5.50
12kPa 이상
설정유량치에 대해 ±5% 이내
0 ~ 1999.99L
0 ~ 1999.9L
0 ~ 1999.99L
0 ~ 1999.9L
0:00 ~ 1999:59 [시간:분]
Mass flow sensor
Double Diaphragm 방식
Manual / Down Timer / Volume Timer / Program
Back Light 부착 액창표시기 (56mm×37mm)
USB (miniB)
Ø6 Tube용 Tube 누락방지기구 포함
0 ~ 40℃,
0 ~ 90%RH
내장 리튬이온 전지 / AC adapter (충전 및 AC 기능이 동시에)
24시간이상(무부하시)
85(W)×60(D)×155(H)mm (돌기부미포함)
약 700g
Dust필터(5장), 접속용 튜브, 취급설명서, 보증서, Ø6~8 튜브 커넥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