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0 & 8701

Oxygen Permeation Analyzers

여러 개의 병, 포장 또는 필름의 빠르고 안정적인 산소 투과 테스트
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

8700 Applications

여러 병의
빠르고 이상적인 투과도 테스트
페트병

코팅된 페트병

다양한 포장재의
유연하고 이상적인 테스트
사료 포장재
제약 포장재

코팅된 맥주, 와인 병
청량음료 병

8701 Applications

병 마개

완전 포장재
과일 주스 용기

시리얼 포장재

Trays

필름 막
페트병

Features & Benefits
11 개 샘플 동시 측정-개별 시작, 중지
또는 지연. 손쉬운 샘플 연결과 빠른 측
정으로 8700/8701은 가장 효율적인 투
과 분석기입니다.

초고속 테스트-Systech Illinois의
TurbopurgeTM 기술은 투과 측정을 위한
가능한 가장 빠른 안정화 시간을 보장합니
다. 조건을 벗어난 생산 시간을 절약합니
다. 테스트는 3 시간 이내에 완료 할 수 있
습니다.
이 분석기는 오류를 제거하고 작업자의
교육량을 줄이도록 설정되었습니다.

투과 측정에 대한 확신-입증된 전기량 측
정 센서는 높은 신뢰도의 반복적이며 정확
한 측정을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간단한 윈도우 기반 소프트웨어 제어QuickStart에 저장된 테스트 구성으로 쉬
운 설정, 명확하고 간결한 결과 제시
낮은 운영 비용-특수 가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산업 등급의 질소 만 있으면 됩
니다.
8700와 8701 은 어떠한 포장재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Conforms to:
ASTM D-3985 F-1307 F-2622
ISO 15105-2
DIN 53380
JIS K-7126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89/336/EEC
Low Voltage Directive 73/23/EEC

Principle of Permeation
투과의 기본 원리는 샘플을 투과하는 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플래턴을 사용하
여 샘플을 챔버에 밀봉하여 수행됩니다. 투과 가스는 필름 또는 포장재의 한 면에서 흐르고
운반 가스는 필름 또는 포장재의 다른 면에서 흐릅니다. 투과율은 알려진 흐름에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운반 기체에서 측정되는 투과물의 양입니다.

Ultra Fast Analysis for QC
폐품 발생 및 높은 재작업 비용 방지
8700 및 8701 모델은 TurbopurgeTM는 독점
쿨로메틱(coulometric) 센서와 함께 작동합
니다. 막으로 코팅된 페트병에 대한 완전한 테
스트 결과는 12 시간 이내에 제공됩니다. QC
에 대한 사양 테스트는 3 시간 이내에 얻을 수
있습니다.

Easy to Use

Multiple Test Stations
동시 측정
다중 측점의 플라스틱 병 몰딩(Moulding) 기구는
멀티 챔버 OTR 분석기를 요구합니다. 8700과
8701 모델에는 11개의 테스트 챔버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수용력 증대를 위해 하나의
측점으로 제어되는 5개의 확장 장치(총 66개의
테스트 챔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8701모델은
각 테스트 챔버를 개별적으로 활성화, 비활성화,
중지, 시작, 지연이 가능합니다.

제어 소프트웨어는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교육량은 최소화되며 QA 직원은 몇 분 안에 OTR 테
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윈도우 기반 소프트웨어는 측정에 대해 그래프 표현을 제공하
여 공정을 관리하고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Easy to use tabs
Analyse data
over any
duration

‘At a glance’
station status
Simple set up
menu

Instant recall of
commonly used
settings

Wide Measuring Range
하나의 분석기는 막(Barrier)의 다양한 대안
과 성능을 평가합니다.

Automatic Contro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질량 흐름 컨트롤
러, 온도 및 모든 중요한 테스트 매개 변수
를 자동으로 조작하는 동시에 중요한 데이
터, 설정 및 결과를 그래픽 및 디지털 방식
으로 보관합니다.

R & D and QC
어떤 것을 적용하든 모델 8700과 8701은 중
요한 QA도구로 사용될 만한 속도와 유연성을
갖췄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킵니다. 이 분석
기는 제조국의 연구개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므로 최첨단 장벽 기술 OTR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8700 oxygen permeation analyzer
고정 플래턴이 있는 모델 8700은 주로 페트병 제
조에 사용되며, 새로운 포장재 개발을 위한 중요
한 R & D 자원으로 새로운 포장재를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OTR (CC O2/
Pack/Day)

20,000 E-04

15,000 E-04

OTR Response / Time with ACTIS™ Coated bottles

GLUE DRYING

Bottle 1
Bottle 11

CONDITIONING

10,000 E-04

SPECIFICATION

5,000 E-04

또한 이 분석기는 품질 관리에 사용되어
포장의 성능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테스트는 3 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EQUILIBRIUM

0
0:00:00

6:00:00

12:00:00
18:00:00
Time (including glue drying time)

24:00:00

8701 oxygen permeation analyzer
Built to be versatile
8701은 다양한 옵션 어댑터를 제공하여 다양한
패키지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필름, 용기, 캐니
스터, 파우치, 백, 마개 등을 분석하는 데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는 응용 프로그램에
맞게 특별히 설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패키지 테스트 요건 사항을 위해
8701과 함께 사용할 어댑터 선택.
지연 반복
테스트 어댑터
평형을 유지하는 데
며칠이 걸리는 패키
지를 테스트합니다.
연결하고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선반으
로 빼낸 후 다시 연결
하여 평형을 확인합
니다.

병 어댑터
더 이상 병을 어댑터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빠른 테스트를 위해 나
사를 조이면 됩니다.

필름 테스트 어댑터
필름 샘플을 테스트합
니다. 기기의 보정을
확인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 완제품 어댑터
쉽고 빠른 테스트를 위해 전체 패키
지에 접착제를 붙입니다.

8000 Range of Oxygen Permeation Analyzers
8001 533 x 533 x 305 (mm) 28.1kg
필름 또는 포장재를 위한 2 개의 측점, 정
밀한 습도 제어는 몇 분 내에 습식 또는 건
식 샘플 간에 전환 할 수 있습니다.

8200 533 x 533 x 305 (mm) 25.4kg
필름이나 포장재를 위한 2개의 측점

8001L 533 x 533 x 305 (mm) 28.1kg

8501 356 x 356 x 279 (mm) 18.2kg
필름 또는 포장재를 위해 축소된 단일
측점 사양, 건식 테스트 전용.

8002 533 x 533 x 305 (mm) 28.1kg

8700 760 x 590 x 350 (mm) 65kg
병 테스트를 위한 11 개의 측점.

8003 533 x 533 x 305 (mm) 28.1kg
건식 테스트만 수행하는 8001

8701 760 x 590 x 350 (mm) 65kg

새로운 쿨로메틱(Coulometric) 산소 센
서를 갖춘 8001.

건식 또는 습식 테스트만 수행하
는 8001 (100 % RH로 가정).

Technical Specifications

OTR Test Range
Films
0.005 - 432,000 cc/m2/day
(0.0003 - 28,000 cc/100in2/day) No masking required

0.008 - 432,000 cc/m2/day
(0.0005 - 28,000 cc/100in2/day) No masking required
0.04 - 100,000 cc/m /day
(0.0001 - 5,000 cc/100in2/day) No masking required
2

포장재 테스트를 위한 11 개의 측점.

8001 8001L 8002 8003 8200 8501 8700 8701



1 - 99,999 cc/m2/day
(0.07 - 6,800 cc/100in2/day) No masking required

Package
0.000025 - 2,000 cc/pack/day
0.00004 - 2,000 cc/pack/day



Test Temperature Range
41°F to 122°F (5°C to 50°C)
59°F to 104°F (15°C to 40°C)





 

Expansion
Expandable up to 5 Modules (Total 12 test cells)
Expandable up to 5 Modules (Total 66 test cells)
Test Sample Size
Films 50cm2
Films 100cm2
Packages

 



ambient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Power rating
100-240 VAC, 50/60 Hz, 840 VA (max)
100-240 VAC, 50/60 Hz, 150 VA (max)
Illinois Instruments, Inc (U.S)
2401 Hiller Ridge Road
Johnsburg, Illinois 60051
U.S.A
Tel: +1 815 344 6212
Fax: +1 815 344 6332
E-mail: sales.usa@systechillinois.com
www.systechillinois.com

Systech Instruments Ltd (UK)
17 Thame Park Business Centre
Wenman Road
Thame, Oxfordshire OX9 3XA
Tel: +44 (0)1844 216838
Fax: +44 (0)1844 217220
E-mail: sales.uk@systechillinois.com
www.systechillino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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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Films or NIST gas



  

   

Controlled RH Testing
Dry (0% RH) or generated RH (20% to 90%)
Dry and Unknown Wet RH (Assumed saturated or 100% RH)
Dry only



 


 
 

       
    ambient  ambient ambient
    

Illinois Instruments (Thailand)
6th fl Nopnarong Bldg No7
Ladprao23, Jatujak, Bangkok 10900
Thailand
Tel: +66 (0)2938 0798
Fax: +66 (0)2938 1058
E-mail: sales.ap@systechillinois.com
www.systechillinois.com

Systech Illinois reserve the right to change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2014/02

  

Systech Illinois (China)
Room 1105 Forte Building
No. 910 Quyang Rd, Hongkou district Shanghai, China 200434
Tel: +86 21 65533022
Fax: +86 21 65539651
Email: info@systechillinois.cn www.systechillinois.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