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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 제품 자주 하는 질문  

 

 

 

독일에 위치하고 있는 SCAT(Safety-Center-Analyses-Technology)사는 실험실 환경 개선 및 안전 시스템 

관련 제품 전문생산 기업입니다. SCAT사의 HPLC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하고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

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고객의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Extraction systems 

 

[SafetyCaps] 

▼ 에어 밸브의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기능 개선된 에어 밸브는 밸브와 필터 기능이 결합되었습니다. 에어 밸브는 유해 증기의 공기 중 

누출을 차단함과 동시에 바깥 공기에서 유입되는 먼지와 오염물질을 흡착합니다. 필터의 멤브레인은 용매 

증기와 접촉하고, 용매병의 개폐 시 주변 공기의 오염물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완벽한 성능을 위해 에어 

밸브를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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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Cap이 장착된 이동상 용매병에 과압(Overpressure)이 발생될 수 있나요? 

아니오. 이 경우 밸브는 반대편으로 자동 차단 해제됩니다. 또한 원활한 작동을 위해 에어 밸브를 교체 

사용해야 합니다. 

 

▼ 에어 밸브의 색상은 어떻게 공급되나요?  

빨강색 에어 밸브는 분취용 HPLC 작동을 위해 특별 고안되었으며, 최대 400mL/min의 유량을 특징으로 

가집니다. 그 외 기본 파란색 에어밸브는 최대 150mL/min을 가지며, 주황색 에어 밸브는 내화성 재질로 

설계되었으며 150mL/min의 유량을 가집니다. 

 

 

 [분취 용]       [기본]          [화염 저항성] 

 

Waste systems 

 

▼ 배기 필터를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기 필터는 증기 및 먼지 입자, 오염 물질에 영구적으로 노출됩니다. 따라서 포화 상태가 되어 수명이 다

한 배기 필터의 경우, 필터를 교체 장착하여 작업 공간의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기 필터는 다양한 

크기(S, M, L)로 제공됩니다. S 사이즈 필터는 사용 3개월 후, M 사이즈 필터는 6개월 후, L 사이즈 필터는 

9개월 후 교체를 권장합니다. 

 

Safety funnel 

 

▼ 뚜껑이 없는 Safety Funnel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뚜껑이 없는 Safety Funnel은 통합 볼 밸브가 내장 설계되어 있습니다. 통합 볼 밸브는 폐액을 깔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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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을 시에는 자동 열리고, 채운 후에는 자동 닫힘으로 자동 개폐로 안전한 사용을 제공합니다. 

 

 

▼ 화이트 색상 & 블랙 색상 깔때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화이트 색상의 깔때기는 일반 타입의 제품으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로 설계되었습니다. 블랙 

색상의 깔때기는 전기 전도성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되며, 접지 클램프와 함께 제공되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안전한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Level control 

 

▼ Level Control(수위 제어기)의 센서 차이는 무엇입니까? 

디스크 센서: 용기에 채워진 내용물을 건드리지 않고, 채움 정도를 감지합니다. 센서의 감도는 용기 벽 강

도 차이에 따라 조절 가능합니다. 센서의 Signal box는 설정된 채움 수위에 도달하기 전 빛과 음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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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출합니다.  유리 및 비전도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든 용기에 사용 적합합니다. 원하는 채움 수

준으로 센서를 용기 벽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 

[디스크 센서] 

Safety Waste Cap: 전도성 플라스틱 및 금속 용기의 경우, 밀폐를 통해 수위 제어가 가능합니다. 전자 레

벨 제어기가 있는 Safety Waste Cap은 Signal box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Signal box] 

 

Laboratory installationl 

 

▼ 실험실 설치용 제품군은 설치 후 리뉴얼이 가능한가요? 

본 제품은 사용자가 정기적 테스트를 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 사용해야 합니다. Tube의 경우 적어도 

설치 2년 후 교체해야 합니다. 

Container 

 

▼ 용기의 스레드 크기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SCAT Safety Cap은 다양한 스레드(나사선) 타입의 용기에 장착 사용 가능하며, SCAT은 모든 스레드 크기에 

적합한 용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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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 기존의 피팅 제품군은 새롭게 디자인 개선된 Safety Cap에 호환 가능한가요? 

네! SCAT 악세사리는 새 디자인의 Safety Cap Safety Cap에 사용 가능합니다. SCAT의 모든 제품을 서로 호

환 사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