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GPC 220
POLYMER CHARACTERIZATION UP TO 220 °C

PL-GPC220

통합

GPC/SEC

시스템은

어떠한

GPC/SEC 응용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가동 범위에
대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현성을 나타낸다.
또한 30℃에서 220℃까지 자동 온도 제어로 거의
모든 용매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고분자 분자량
분석을 할 수 있다.

주요장점
모든 고분자의 특성 분석 - 넓은 온도 가동 범위를

한 단계 상승된 굴절률 감도와 안정성 – 최소한의

가지고 있어 어떤 용매, 어떤 고분자도 실제 분석이

베이스라인 기울기와 신호대 잡음비로 최대감도를

가능하다

보장한다

자동 운전 - 자동제어로 인해 가동시간, 생산성을

편리한 프로그램 - 세련된 소프트웨어는 기대되는
모든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다.

증가시켰다

안전한 용매 모듈 - 누액 감지, 자동정지 등 운전자

두 개의 가열 영역을 갖는 자동 시료 주입기 시료전송 시 석출 위험 제거로 베이스라인 변형을

안전장치로 완벽한 용매관리가 가능하다

최소화 하였다
넓고 편한 오븐 접근성 - 편리하고 안전한 설계로
30cm 길이의 Column 6 개까지 쉽게 탈 부착

시료를 담는 캐로셀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온도를
제어하여 시료의 열 변형 가능성을 최소화 시킨다.

가능하다

다중 검출 능력 - 4 가지 다른 검출기 (굴절률,
점도, 광산란, FTIR Cell)를 장착할 수 있는 오븐
공간으로 완벽한 고분자 특성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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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전처리 선택 장치 - GPC 가동 전 시료의
효율적 용해와 여과 등의 전 처리를 할 수 있다.

PL-GPC 220
PL-GPC 220 시스템은 완전함, 유연성을 가진 시

통합용매관리와 안전설계

스템 운영과 편안한 PC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PL-GPC220 에 포함된 용매모듈은 용매 공급과 폐

상온에서 220℃까지 고분자물질 특성분석을 할 수

기를 수행하며, 환경제어하고 안전성도 보장한다.

있다. 사전에 필요한 안전성확보와 실험실 밖에

PL-GPC220 은 13L 스테인리스 용기로부터 2L 병

PC 를 두고 제어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칼라코드

용기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듀얼 채널 기포제거장

그래픽은 상호작용을 하는 접속 방식(GUI)으로 사

치가 장착되어있다. 용매모듈은 32℃로 일정하게

용이 편안하고, 메인 스크린에서 어떠한 운영 조건

제어되어 고점도 또는 상온에서 고체형태로 존재하

도 간단하게 클릭할 수 있다. 용매이송, 온도, 자동

는 용매에 대하여도 효율적, 연속적으로 재현성 있

시료주입 등등을 빠르고 쉽게 바꿀 수 있고, 도움

게 용매이동을 할 수 있다.

메뉴를 스크린상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시간추정인지는 분석에 필요한 용매 량을 알려주며,

넓은 온도범위

시스템분석 날짜, 시간을 입력하면 PL-GPC220 을

PL-GPC220 은 상온에서 220℃까지 폭넓은 가동

일정에 맞춰 분석을 수행한다.

온도 범위를 가지고 사실상 대부분의 고분자시료
분석이 가능하다. 멀티히터, 강제순환방식오븐은 시

기기운영 경비절감과 운영자 편리성

간당 0.05℃이하의 온도 정밀도를 보이며, GPC 분

PL-GPC220 은 사실 무인제어 방식으로, 펌프가

석에서 가장 중요한 머무름 시간과 최소한의 베이

낮은 유속으로 Column 내 용매 이송하는 동안

스라인 기울기를 보장한다. 모든 검출기가 한 오븐

천천히 분석온도까지 가열한다. 오븐가동온도에 도달,

안에 장착되어 데드 볼륨과 밴드브로드닝을 최소화

안정상태가

한다.

분석조건으로

되면

펌프는

흘려준다.

천천히

그리고

유속을

굴절률

올려

검출기를

자동 퍼지 한 후 Baseline 이 안정되면 Autozero 를
시행한다. 검출기 신호가 안정상태가 되면 첫 번째
시료를

주입한다.

모든

시료

분석이

완료되면,

유속은 프로그램에 입력한 유속으로 자동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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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GPC 220
강화된 RI 감도와 안정성

두 영역으로 가열되는 자동시료 주입장치

강화된 포토다이오드, 파이버 옵틱 기술을 사용하는

혁신적 디자인으로 설계된 자동시료주입 장치는 산

굴절률 검출기는 GPC/SEC (그림 3)의 좋은 예에서

업표준 2ml 바이얼 시료 40 개를 장착하여 별도의

보듯

세척과정 없이도 시료와 시료 사이의 오염이 없으

최소한의

신호대

잡음비와

베이스라인

며 평균편차 1%내의 시료주입정밀도를 보여준다.

기울기를 유지하며 최대의 감도를 보여준다.

두 영역의 가열은 시료분해를 최소화 시켜준다. 상
온에서 220℃까지 두 영역을 별도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료 바이알은 분석온도보다 낮은
온도 조건을 유지하며 시료주입을 대기하며, 시료
주입 전에 분석조건으로 가열된다.

시료

바이알은

유지하기

위해

시료주입
Column

전

오븐

시료온도평행을
안으로

이동하며

시료석출과 베이스라인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고성능 펌프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도와
재현성
PL GPC-220 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고성능
펌프를 장착하여 상온 THF 조건뿐만 아니라 고온
160℃ TCB 조건에서도 표준편차 0.07% 재현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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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GPC 220
PL-SP260VS 시료전처리 시스템

바이알 선택

PL-SP260 은 GPC 분석에 앞서 시료를 녹이고 여과

- 여러 가지 바이얼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의

하도록 설계된 장치이다. 이장치는 30℃에서 260℃

열 가열 알루미늄 블록을 이용할 수 있다.

까지 85-230rpm 범위에서 휘젓는 속도를 조절하여

- 표준 액세서리 키트는 표준시료 바이얼 즉 PL

부드럽게 교반하며 대부분의 고분자 전 처리에 사용

2ml

할 수 있다.

고안되어있다.

바이얼

또는

4ml

바이알을

이용하도록

- 선택 가능한 액세서리 키트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알을 이용할 수 있다.

시료의 효율적인 여과
- 두 종류의 여과 재료를 이용 할 수 있다.
스테인레스 스틸 (0.5 ㎛, 2 ㎛, 5 ㎛ 또는 10 ㎛)
과 유리섬유(1 ㎛)를 사용하여 좀 더 다양한
시료의 여과에 이용 할 수 있다.
-

독특한

구조의

최소한의
시료분석용

시료를

장치는

시료용해

바이알(2ml)로

효율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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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펫

뜨겁게

용해된

바이알(20ml)에서
여과하여

이동하는

PL-GPC 220
Technical Specifications

Component

Parameters

Specification

Pump

Flow range
Flow rate precision

0.1 - 5.0 mL/min
<0.07%

Oven

Temperature range
Temperature stability
Column capacity

30 - 220 °C
<0.05 °C/h
6 x 300 mm columns

Refractive index detector

Differential refractometer
Cell volume
Sensitivity*
Noise*
Drift*
Wavelength

Deflection
8 µL
2 x 107 RIU/mV
≤80 µV (≤1.6 x 108 RIU)
≤10 mV/h (≤3 x 10-6 RIU/h)
890 ± 50 nm

Autosampler

Carousel
Injection volume
Precision*

40 x 2 mL vials
Flushed fixed loop, 5-500 µL
≤1 %

Instrument control

Microprocessor

Instrument interface
control

MS Windows® 2000 based advanced PC

General

Power requirements

230 V AC (± 10%)
50/60 Hz, 15 A

Size (w x d x h)
Packaged size (w x d x h)
Weight

1260 x 540 x 580 mm
2 boxes, 965 x 665 x 820 mm
180 kg, 368 lb

* These technical specifications were determined by experimentation and reflect the total system performance. The values quoted were calculated from
analyses performed in THF at 40 °C and in TCB at 160 °C. For full technical specifications see the Varian website at www.varianinc.com/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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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GPC 220
Ordering Information

Description

Part No.

PL-GPC 220 Integrated GPC System

PL0820-0000

PL-SP 260VS Sample Preparation System

PL0810-4050

PL-SP 260VS Standard Accessory Kit

PL0810-4100

PL-BV 400HT Viscometer

PL0810-3050

PL-HT 15/90 Light Scattering Detector

PL0640-1200

Cirrus™ Multi-detector Software

PL0570-2020

Cirrus GPC-FT-IR SCB Software

PL0570-2400

GPC-FT-IR Data Import Module

PL0570-2300

PL HTGPC-FT-IR Interface

Contact your local sales office or distributor to discuss interface options

Heated Transfer Line

PL0810-1001

Degasser

PL0870-0100

Fixed Wavelength UV Detector

PL0870-1000

Variable Wavelength UV Detector

PL0870-1500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

PL091/24797

Network Interface

PL08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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