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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610 Fluoride Analyzer 

Flouride의 처리수 공정으로의 

주입은 별문제로 하고, fluoride 

는 물 속에서 자연히 발생하거나 

비료양 감소에 원인이 되고, 알루 

미늄 공장으로부터 방출될 수 있 

습니다. CA610은 유입수와 유출수 

에서의 flouride의 농도를 평가해 

야하는 산업체의 사용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모니터링 장치입니다. 

 

Patented electrode design 
with replaceable lanthanum 
crystal tip 
CA610은 Hach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전극 설계로 강화된 ISE 기술을 사용합

니다. 특허된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Hach

전극은 다른 전극에 비해서 더 강하고 오

랜 수명을 제공합니다. Hach probe에서

는 lanthanum crystal로 하나의

monolithic tip을 만들냅니다. 이것은 전

통적인 probe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오류와 조기 실패를 방지합니다. 

 Lanthanum crystal tip은 6개월에 한번

씩 교체되어야 한다. Probe의 교체는 쉽

고 경제적입니다.  

 Hach 전극은 또한 BNC connector를

장착해서 실험실 측정 장비와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The Hach CA610 
Fluoride Analyzer 

 경제적인 측정 – 한 달에

단 500ml의 시약 사용 

 자동 보정 

 내장형 샘플 conditioning

 특허받은 이온 선택형 전

극-tip의 교체만이 필요 

 큰 LCD화면, 메뉴기능, 탄

력적인 프로그래밍 
신뢰할 수 있는 fluoride 모니터링 

CA610 Fluoride Analyzer는 음용수 내의

fluoride 농도가 정확한지 연속적인 측정을

제공하기 위해 진보된 이온 선택형 전극 기

술을 사용합니다. 다른 ISE Analyzer보다

더 믿을 수 있고 더 다재다능한 CA610은

온도의 정 한 조절과 이온의 세기, pH 등

과 함께 fluoride 측정에 정확성을 제공합

니다. 기기는 일반적인 분석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측정값의 편향적 방해요인에

대해서 사실상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A610은 또한 확실한 경제성을 제공합니

다. 특허된 전극-fluoride crystal tip-은

예외적으로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약의 소비량과 유지보수의 필요성 또한 상

당히 낮습니다. 

Applications – drinking water 
plants and remote locations 

CA610의 가장 주요한 응용분야는 정수장 

공정에서의 측정입니다. CA610은 liquid 

fluorosilicic acid (H2SiF6), sodium 

silicofluoride (Na2SiF6), or sodium fluoride 

(NaF)와 같이 첨가된 fluoride의 형태에 

관계없이 정확한 fluoride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CA610 Fluoride Analyzer는 어떠한 정수장 

공정에서도 fluoride level의 모니터링 

측정에 이상적인 장비입니다. 또 기기는 

소모량이 적고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fluoride 의 원격 모니터링에 
합합니다. 



Principle of operation 
CA610 Flouride Analyzer내에서, 이온 선택형 전

극(ISE) 시스템은 변하기 쉬운 결정적인 두 요

인-pH, 이온의 세기-을 기기가 조절하는 동안

선택적으로 flouride를 측정하고 다른 방해요인에

의해 생기는 측정값의 편향을 제거합니다.  

 TISAB(Total Ionic Strength Adjustment Buffer

Solution)는 먼저  pH를 모니터하는 전극을 포함

하고있는 reference half-cell을 통과하여 흐르게

됩니다. TISAB와 샘플을 그 때 flow cell에 동시

에  

설치, 운영, 보정, 유지보수를 위한

Instruction manual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CA610의 운영은 간단합니다. 따라하

기 쉬운 메뉴(영어, 프랑스어, 족일어,

스페인어 지원)는 운영상 절차 등의 내용

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합니

다. 

 

Method of analysis 
Hach CA610 Flouride Analyzer의 ISE

시스템은 reference pH 전극과 교체용

tip을 가지고 있는 측정 전극을 포함합니

다. 측정 전극에서 lanthanum fluoride

crystal은 주기적인 교체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threaded cap을 만들어냅니다. 

 정확하고 연속적인 측정을 0.1~10mg/l

의 범위 내에서 실행하기 위해 세 개의

시약 – TISAB 용액과 두 개의 fluoride

표준용액-이 필요합니다. 

 액상 TISAB 용액은 다음의 세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이온의 세기 조절은 전극이 활

동도에 대립하는 것으로 농도에

반응하게 합니다. 

2. pH 조절은 fluoride를 이온상태

로 존재하게 합니다. 

3. 금속으로 이루어진 약한 합성물

질은 TISAB에 의해 깨집니다.

그것은 정확한 fluoride의 측정

에 잠재적인 방해요인이 되는

킬레이트 화합물을 만듭니다. 

Automatic calibration 
분석기의 케이스에 동봉된 두 개의 표준

용액은 기기가 자동적으로 보정을 실행하

게 합니다. 기기는 2-point 보정(0.5,

5.0mg/l fluoride-사용자 지정 시간 간

격)을 실행합니다. 시간간격은 어디서든

지 1일에서 1달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

니다. CA610은 최저값, 최고값, 기울기

곡선과  가장 최근의 보정 offset을 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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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의 비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Flow cell의

도는 40℃로 유지됩니다. 

이 시점에서 흐름은 멈추고 TISAB가 샘플 내의

속과 fluoride와 합성하는 금속을 측정하기 위

 필요시간인 200초의 지연이 시작됩니

.(fluoride는 이온상태에서 검출됩니다. Fluoride

 알루미늄과 합성했을 때-가장 중요한 방해요

-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측정된 fluoride의 농도는 mg/L F-로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 됩니다. 

내장된 샘플 conditioning은 직렬로 연결된 망

형 자가세척 필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필터는

맞은 샘플이 항상 분석기 내에 존재하도록 하는

verflow weir를 포함하고 있는 샘플의 우회로에
Compact and fully 
self-contained. 
Large windows and 
LCD display. 
High-quality 
Hach reagents, 
and ultra-low 
reagent 
consumption 
New ISE technology 
is more accurate, 
reliable and 
economical. 
와 있습니다. 



Installation 

The Hach CA610 is designed to be wall-mounted in minutes with four 1/4-inch screws.

Adequate clearance must be left at the sides and bottom of the case for plumbing and 

electrical connections. The sample inlet connection is 1/4-inch quick-disconnect fitting 

and the drain connection is 1/2-inch I.D. flexible hose. Electrical connections are inside 

the instrument case. Holes for three 1/2-inch conduit fittings are provided. Use oil-tight 

seals or sealing-type conduit fittings when wiring power, alarms, and relay connections 

to maintain the IP62 environmental rating. 

 

Hach CA610 Fluoride Analyzer 
Specifications* 
 
Range 
0.1-10 mg/L fluoride 
 
Accuracy 
± 10% or ± 0.10 mg/L, whichever is greater 
 
Precision 
± 7% or ± 0.07 mg/L, whichever is greater 
 
Minimum Detection Limit 
0.10 mg/L 
 
Cycle time 
4.2 minutes 
 
Sample Conditioning Inlet Pressure 
1 to 5 psig 
 
Sample Flow Required 
200 mL per minute minimum 
flow rate required 
 
Sample Temperature Range 
5 °C to 40 °C (41° F to 104° F) 
 
Operating Temperature Range 
5 °C to 40 °C (41° F to 104° F) 
 
Operating Maximum Humidity 
90% at 40 °C (90% at 104° F) 
 
Recorder outputs 
One 4-20 mA with an output span programmable over 
any portion of the 0.1 to 10 mg/L range. 130 V 
isolation 
from earth ground. 
 
Alarms 
Two alarms selectable for sample concentration 
alarm, analyzer system warning or analyzer system 
shutdown alarm 
Each is equipped with an SPDT relay with contacts 
rated 
for 5A resistive load at 230 VAC 
 
Optional External Outputs 
Hach AquaTrend® Network interface 
 
Power 
100-115/230 VAC 50/60 Hz (switch selectable), 
90 VA maximum, 2.5 Amp fuse 
 
Sample Inlet Connection 
1/4-inch OD tube, quick-disconnect fitting 
 
Drain Connection 
1/2-inch ID flexible hose 
 
Air Purge (Optional) 
1/4-inch OD tube, quick-disconnect fitting, 0.1 cfm 
instrument quality air at 20 psig maximum 
 
Compliance/certification 
CE approved 
ETL listed to UL 1262 
ETL certified to CSA 22.2 No. 142 
 
Enclosure 
ABS platic, IP62 enclosure rating with two clear 
polycarbonate windows 
 
Dimensions 
Approximately 16.5 inches tall, 13.5 inches wide, 
7.5 inches deep 
 
Mounting 
Wall mount 
 
Shipping weight 
25 lbs. (11.3 kg) 
 
 
 
 
*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RONT VIEW 
SIDE VIEW 

BOTTOM VIEW 



 
 
 
 
 
가격 정보와 기술적
지원, 주문 상담 등을
원하시면  
Hach Korea에 연락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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