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T 가스 투과도 분석기
Gas transmission tester
당사의 신제품 GTT는 이전 제품인 GDP-C의 입증된 강력한 측정 원리에,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가스
투과도 분석기입니다. GTT는 측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 결과를 출력하는데 사용하
는 고해상도 터치스크린을 갖춘 간편한 분석기입니다.
필요한 경우 무선 키보드(및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연결 옵션
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USB 커넥터 두 개가 장치 앞면에, LAN 포트 한 개가 장치 뒷면에 제공됩니다.
GTT를 제어하거나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PC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외부 water bath thermostat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열 온도 조절 장
치로 대체했습니다. 이에 따라 GTT는 외부 온도조절 장치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구성이 완료되
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T의 특징 및 장점
• 이 분석기는 마모 부품이 전혀 없이 설계되어 유지 보수
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 매우 튼튼한 센서 (압전저항 압력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
측정 중의 갑작스러운 공기 유입에도
아무런 손상 없이 견딥니다. 전기화학
센서에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포
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극소량의 측정 샘플(보통 0.3cm3)을 정
교한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가스 투
과도를 매우 높은 감도로 측정할 수 있
습니다.
• 사용하는 측정 원리 상 진공도에 대한
요구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롭습니다.
넓은 범위 (최대 10hPa) 안에서 시작 압
력 레벨의 영향이 없으므로 간단한 진
공 펌프만 있으면 됩니다.
• 다양한 테스트 가스의 가스 투과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기의 잠재 효용성이 매우 높
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대상 재료의 특성을 종종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테스트 가스가 다르다고 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 분석기에는 테스트 가스의 유량을 시간당 약 1.2리터로 줄일 수 있는 가스 절약 모드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작은 10리터 병의 내용물은 60일 동안 중단 없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몇몇 측정 모드에서는 지연 시간을 포함한 값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샘플의 용해도나 확산 계수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온도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초정밀 펠티에 소자에 의해 전열 방식으로 샘플링 과정에서 제어되며, 제
어 범위는 일반적으로 측정에 사용되는 15℃~45℃의 전체 온도 범위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
자에게는 활성화 에너지와 같은 재료의 다른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 상단 샘플챔버 안에 설치된 디지털 센서가 테스트 가스의 상대 습도 및 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해 주
기 때문에 GTT는 가습 테스트 가스의 측정 (옵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차트 및
테스트 보고서

사양

테스트 방법

ISO 15105-1 에 따른 차압 방법 (Manometric method) 을 사용해 필름
재료의 가스 투과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테스트 가스

모든 비 부식성 가스, 불활성 가스

테스트 가스의 가스 유량

약 50cm3/분
(테스트 가스 절약 모드 사용 때 20cm3/분)

측정 범위
분해능

0.05 cm3/(m2×d×bar) ~ 20,000 cm3/(m2×d×bar)
[masking 한 경우 최대 500,000 cm3/(m2×d×bar)]
0.01 cm3/(m2×d×bar)

테스트 시스템의 누설량

0.03 cm3/(d×bar) 미만

영점 압력

0Pa (사용하는 진공 펌프에 따름)

투과 압력 측정 센서

압전 저항 소자

허용 오차

전 측정 범위의 0.3% 미만

분해능(내부)

21비트 (0.05Pa에 해당함.)

테스트 가스 압력 센서

0hPa~1200hPa

허용 오차

전 측정 범위의 1% 미만

분해능(표시)

0.1hPa

테스트 가스 습도 센서

10%RH~90%RH (옵션)

허용 오차

3% 미만

테스트 가스 온도 센서

0℃~80℃

허용 오차

3% 미만

샘플 온도 범위

15℃~45℃

허용 오차

1℃ 미만

온도 변동

0.2℃ 미만

제어

산업 규격의 고성능 10인치 터치 패널 PC 내장

크기

약 45 x 50 x 30cm

무게

약 23kg

보관 온도

0°C~50°C

작동 온도

20°C~26°C (테스트 중 일정해야 함.)

상대 습도

최대 80%,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공급 전원

100~115VAC / 220~240VAC, 50/60Hz, 소비 전력 약 150W
서울 강서구 양천로 401, A-301 호(가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 www.ultratec.co.kr
TEL 070-8282-5979, 02-3662-9006

FAX 02-3662-9026

Email. info@ultrat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