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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annel 동시 처리!  더욱 높아진 효율성의 SPE 자동화 시스템

신제품 Vivace™ Duo 제품을 데모 체험으로 직접 사용해 보신 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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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 자동화 시스템 데모 체험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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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ce™ Duo
SPE 자동화 시스템

▶ What’s this for?

▶ 신청 방법  •물 분석(먹는 물, 지표수, 폐수)

•연료 분석

•식품, 사료 분석 

•토양, 비료 분석

•바이오 샘플 분석

•농약 분석

신제품 SPE 자동화 시스템 Vivace™ Duo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신청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2-Channel 30-Sample SPE System

■ High efficiency & throughput

■ 식품, 바이오, 환경 샘플 처리 가능

■ Sample Volume : 0.5 ~ 30ml

■ 5인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 2 fraction per sample

■ 2 waste channel

■ 최대 100가지 method

■ Sample vial  자동 세척 기능

■ Back-Draw 기능으로 회수율 증가

▶ 체험 기간 : 최대 2주

• E-mail : sales@revodix.co.kr 

• TEL : 031-790-1907 (내선1번)

• QR코드 스캔 후 홈페이지로 데모요청

데모체험 가능

데모체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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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달라짐

• 결과 값의 정확성을 위해 같은 분석 여러 번 반복

• 반복 실험으로 인한 비용 발생

Model Vivace™ Duo SPE-03

Application 식품, 플라즈마, 세럼, 세포용해물 등 생물학적 

시료, 토양 등 환경 시료

식품, 물, 토양, 연료, 법의학, 생물학적 시료 등 

거의 모든 샘플에서 사용 가능

Sample capacity 30, 2-Channel 8 Samples in parallel

Sample volume 0.5 ~ 15ml(sample 1, 2 사용 시 30ml) 0.5 ~ 4,000ml

SPE column sizes 1/3/6ml 1/3/6ml

Solvent capacity 6 solvents 6 solvents

Fractions 1 Fraction (Fraction 1, 2 사용 시 2개) 2 for each samples

Waste channel 2 waste channels separate outlets for sample and solvent waste

Flow fate 0.5 ~ 65ml/min 0.5 ~ 100ml/min

System control 5" resistive touch 5" resistive touch

Dimensions 35 cm x 43 cm x 35.5 cm 34 cm x 34 cm x 45 cm

Weight 13kg 13kg

• 작업자의 영향의 받지 않아 높은 재현성

• 높은 작업 효율성 및 데이터 신뢰도

• 분석 시간 및 비용 절약

• 적은 샘플로도 원하는 물질 추출 가능

PROMOCHROM社  

Automated SPE system

Automated SPE System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Manual Sample Preparation Automated SP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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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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