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

Water Vapor Permeation Analyzers

포장재 필름 막의 정밀 수분 분석을 위한 모듈 시스템

Applications
Barrier films

PET bottles

Containers

Closures

Flexible Pouches

Bags

Features & Benefits
NIST로 추적 가능한 분석 시스템

최고의 반응성과 반복성을위한 유
량, 온도 및 습도 제어

가스나 필름을 사용한 시스템 검증으
로 속도와 편의성 증대
25년 이상의 쿨로메틱(Coulometric)
P2O5 센서 판매 경험

직관적인 Windows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 및 제약 분야 활용을 위해 21
CFR PART 11을 준수하는 소프트웨
어 탑재 가능

절대 수분 측정-교정 불필요

넓은 측정 범위
Conforms to:

ASTM F-1249*

액체 냉각제, 촉매 또는 특수 가스 혼합
물이 불필요
ISO 15106-3

ISO 15105-2

DIN 53122-2

Manufacture traceable to NIST
모든 Systech Illinois 분석기는 NIST 추적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NIST 인증 가스 및 NIST
추적 가능 필름을 사용하여 분석 성능을 검증합니다. 검증 필름 세트와 예비 P2O5 센서는 모
든 수분 투과도 분석기와 함께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P2O5 Sensor Technology
수분 측정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센서 유형은 IR (적외선) 과 P2O5(오산화 인)
입니다. P2O5 센서는 IR보다 예리하고 안정적이며 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2O5는
절대 수분 측정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일리노이는 25 년 이상 P2O5 및 IR 센서 기술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Systech Illinois 7000 시리즈 분석기는 ASTM 표준 F-1249를 준수합니다.(센서 제외)
대체적으로 적외선 센서를 부착하지만 Systech Illinois는 수분 분석에 특화된 쿨로메틱
(Coulometric) 센서를 사용합니다.

Wide measurement range
7000 시리즈는 유연성 있는 연구를 위해
넓은 측정 범위를 제공합니다.

마스킹 시, 측정 범위는 0.002-1000
g/m2/day 입니다.
품질 보증을 기반으로 한 빠른 속
도와 높은 정확도
테스트 처리량 증대를 위해 최대 5
개까지 모듈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
다.

Precision control
이 분석기는 정밀한 온도 및 습기 흐름 제어를 통해 최고의 응답성과 반복성을 제공합니
다.
프리미엄 전자식 질량 유량 컨트롤러로
제어되는 가스와 운반 가스를 테스트합
니다.

20%에서 90%까지의
정확한 상대 습도 범위

5 ~ 50 °C 의 넓은 샘플 온도 범위

Laboratory Testing Services
Systech Illinois의 실험실에서 고객사의 투과도 분석을 수행합니다. 혁신적인 재료
및 패키지를 개발하거나 공급된 제품의 사양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아래
의 항목들로 하여금 고객의 기대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경쟁력있는 가격
빠른 처리

편향되지 않은 독립적인 결과
25년의 경력

Software
직관적인 Windows 기반 소프트웨어
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작동 매개 변수 및 테스트
프로토콜에 대해 간단한
입력과 불러오기 방식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추
적, 검색, 정렬, 저장 및 출력
기능.
실시간으로 측정된 데이터의
그래픽 표현
자동 정지 기능: 샘플이 평형에
도달하거나 사용자가 경과 시간
값을 입력하면 테스트 중지

Principle of Operation
수분 투습도를 감지하기 위해
Systech Illinois의 독점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샘플을 고정하거나 확산
챔버에 부착합니다. 습식 질소가 챔
버의 상부 절반 정도 유입되고 수분이
없는 운반 가스가 하부의 절반을 통해
흐르게 됩니다.
샘플을 통해 하부 챔버로 확산되는 물
분자는 운반 가스에 의해 센서로 전달
됩니다.
Sample Test Chamber

전체 시스템 진단

Start up

TEST FILM
VENT

WET N2 IN

N2/H2O OUT

DRY N2 IN

이를 통해 복잡한 추정 없이 수분을
직접 측정 할 수 있습니다.테스트 샘
플의 수분 투습도는 g/m2/day 혹은
g/100in2/day 입니다.

Set up

P2O5 Sensor

Quartz tube

Platinum
Windings

P2O5
Coating

절대적인 측정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기
술은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Actual data

오산화 인 (P2O5) 수분 센서는 석영
튜브 주위에 형성된 이중 백금 권선
으로 구성됩니다.
권선의 저항 변화는 측정된 전류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패러데이의 법칙
에 따르면 이것은 가스 흐름의 수분량
에 정비례합니다.

7000 Series - Water Vapor Permeation Analyzers

Systech Illinois’ range meets the requirement for the testing of any application.
Systech Illinois의 7002 수분 투과 분석기는
7001과 동일한 고성능을 제공하지만 더 까다로
운 응용 분야를 위해 확장된 측정 범위를 제공
합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Measurement Range

0.002 to 10 g/m2/day

7001 Unmasked
Masked

0.02 to 70 g/m2/day

7002 Unmasked
Masked

0.002 to 70 g/m2/day

0.02 to 1000 g/m2/day

41°F to 122°F (5°C to 50°C)

테스트 온도 범위

20 to 90% RH

RH 범위 샘플 테스트
사이즈

50cm2, 작은 샘플에 사용할 수있는 어댑터

Operating Conditions

Standard laboratory environment 100-240

VAC, 50/60Hz, 840 VA (max) 1.7 bar

전원 요구사항
공급 압력

regulated

Enclosure

Epoxy coated heavy gauge steel

Gas Fittings

1/8 in. Swagelok (supplied)

치수

53.3 x 53.3 x 30.5 CM

무게

23.6 Kgs

Options

확장 모듈 7011

(5개 모듈 까지 연결 가능)

Environmental Chambers

WVTR 동시 사용 가능
최대 12개 샘플 분석
특수 조건에서 패키지 완제품 테스트

Systech Illinois는 25 년 이상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 경력이 있습
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조 공장에서 산업 공정용 가스 분석기, 식품의 가스 플러싱 모니터링
을 위한 헤드스페이스 분석기, 다양한 투과/습도 분석기를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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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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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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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