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Waterproof
포장 작업 환경을 위한
견고한 휴대용 방수 헤드스페이스 가스 분석기
GS 방수는 휴대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사용이 간편하며 시장에서 가장 견고
한 헤드스페이스 가스 분석기로 설계
되었습니다. 인체 공학적 운반 손잡이
를 사용하여 포장 작업 라인과 공장 위
치에서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NEMA 6 보호 기능을 제
공하는 IP67 등급이며 닫을 때 부식 방
지, 파손 방지 및 방수 기능을 제공합
니다.
자동 보정, 진단 및 제어를 포함하여
헤드 스페이스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
는 가장 진보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
습니다. GS 방수는 일관되게 신뢰할
수있는 결과와 간단한 작동을 제공하
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
다.
적용 분야
신선육

조리육

채소류

제빵

제과

조리/가공 식품

제약 바이알

샐러드
생선

제약 포장재

특징 및 장점

인체 공학적 핸들로 휴대 가능

자동 보정 및 진단

방수 (케이스가 닫혀있을 때), 부식 방지

제품별 Pass ro Fail 설정 기능

및 파손 방지
튼튼하고 견고한 IP67 / NEMA 6 케이스

프린터(옵션)
컴퓨터 소프트웨어 (옵션)

터치 스크린으로 설정 및 사용이 쉽습니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및 지원
5가지 샘플 테스트 방법

Technical Specifications

Sensor Type
GS1W

산소 : 0 ~ 100%, Zirconia, solid state, ultra low volume

GS3W

산소 : 0 ~ 100%, Zirconia, solid state, ultra low volume
Carbon Dioxide 0 to 100%, dual wavelength, Infra-red
Balance Gas 0 to 100%, Arithmetic

이산화탄소 : 0 ~100%, dual wavelength, Infra-red

GS2W

표준 응답 시간

3초

최소 샘플 유량

평형 수준에 따라 매우 작습니다. 문의 요망

정확도 :

10 ~ 100% : 약 0.2% (측정값의 max 2%) + 마지막 자리 ±1
1 ~ 9.99% : 약 0.02% (측정값의 max 2%)+ 마지막 자리 ±1
0 ~ 0.999% : 약 0.005 % + 마지막 자리 ±1

산소

이산화탄소
측정 범위 선택

약 ± 0.5% + 측정값의 ±1.5%

Auecimal places
Oxygen:
0.001% ~ 99.9%
CO2:
0.1% ~ 99.9%

터치스크린, Wide angle 3.74" x 2.16", 4.5" 고해상도 LCD

디스플레이

6.7H x 16.14W x 13D inches

치수
무게

14.3 lbs

작동 환경

샘플, 대기 중 온도 : 0 ~ 35°C

샘플링 방법

바늘 프로브, 캔 피어싱 스테이션 또는 직접 주사기 주입
각 측정 가스에 대해 상한 / 하한 프로그래밍 가능, 최대 99개의 제품, 사용자 및

알람

생산 라인 코드에 대한 개별 설정. 상한 / 하한 경보 조건의 화면 및 인쇄된 디스
플레이

내부 데이터 저장

1000개 이상의 측정 결과 및 경보 조건 저장

인터페이스

보고서 및 데이터 로깅을 위한 직렬 컴퓨터 인터페이스

자동 자가 진단 기능

전원 공급 시 시작

Auto-cal

자동 보정 루틴 표준

Auto pass/fail

사용자 프로그래밍 가능, 굥보 조건의 화면 및 인쇄된 디스플레이

Auto test sequencing

샘플 프로브를 팩에 삽입하여 시작

Options

내장 프린터

각 테스트에 대한 결과 및 알람을 인쇄합니다.

유연재 포장 kit

표준 패킷 및 파우치에서 분석에 필요한 모든 것

Can Piercing Station

단단한 캔 및 유리병 분석용

데이터 전송 소프트웨어

로깅된 데이터를 구성하고 Excel로 가져오기

주사기 직접 주입

기기에 샘플을 수동으로 주입

전기 화학 셀

지르코니아 대신 전기 화학적 산소 전지

전력 요구 사항
Mains power

90-260 Vac, 50/60 Hz, 50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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