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ssy L80-6000
수분 투과도 분석기
간단하고 높은 신뢰도의 수분 투과도 테스트
L80-6000은 수 십년 간 전세계에
서 사용되며 검증된 L80 시리즈
최신 모델입니다.
•
•
•
•
•

간단한 사용법
적은 유지비용
매우 빠른 속도
넓은 측정 범위
비용 효율이 높으며, 현실의
조건을 가장 잘 재현하는
모델입니다.

Features & Beneﬁts
• 향상된 디스플레이: 5.7 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 자동 온도 조절

• 최신 통신 접속과 네트워크 연결 • Motorized sample clamping 방
식으로테스트 일관성 향상
• 유지보수와 물 보충에 용이하
• 테스트 파라미터 자동 입력으로
작업자 입력값으로 인한 차이
도록개방 Front door로 설계
제거
되었습니다.
• 밀봉을 위한 윤활유(Grease)가 필
•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건조제
요없는쉬운 사용법의 테스트 샘
교체시기를 감지
플 홀더
• 모든 결과와 날짜가 컴퓨터에 저
• 테스트 파라미터와 샘플
장되어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간편하게 설정
Sample cards
L80-6000용 샘플 준비는 몇 분안에
완료됩니다. 챔버 샘플 부분을 단단
히 밀봉하기위한 윤활유 (Grease)
나 접착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테
스트 샘플은 테스트 챔버의 접착식
샘플 카드에 고정됩니다.
샘플의 표면적을 감소시키는 카드
에서 샘플 감소를 사용하여 고투
과성 물질을 측정합니다.
샘플의 표면이 줄어들면 시스템이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어
기기의 상부 챔버를 건조시켜 투과
도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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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ﬁca�ons
General descrip�on
치수
무게
측정 범위
센서 수명
전압
Conforms to
these standards

480H X 400W x 470D
Approximately 26kg
0.03 - 22,000 g/m2/day as standard
More than 5 years under normal
condi�ons
230 VAC or 110/100 VAC
ASTM E398, ISO/CD 15106,
JIS K 7129. TAPPI T523 om-82,
NF H00-044

Measuring
측정 온도 범위
습도 범위

5-70 °C, 온도 조절 기능이 내장된
실제 온도 범위: 30-70°C
(30°C 미만을 측정하려면 외부 냉
각수 온도 조절기 필요)
챔버 측정 시 10 % 또는 35 % RH
(샘플에 대해 90 % 또는 65 % RH
차이와 동일)

Sample Requirements
측정 면적
샘플 두께
최소
샘플 사이즈

Low permeability samples - 50cm2
High permeability samples - 2.4cm2
12mm 이상
10 x 10cm

측정 챔버에 직접 위치한 매우
민감하고 신뢰할 수있는 습도
센서를 사용하여 0.03-22,000
g / m2 / 일의 높은 정확도와 매
우 광범위한 테스트 범위를 달
성합니다.이 테스트 방법은 가
스의 이동 또는 추출 측정 기
술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
제 조건을 가장 잘 재현합니다.
습도 센서는 작동되는 습도 범
위에 관계없이 매우 안정적입
니다. 결과적으로 L80-6000은
투과율의 높고 낮은 정도를 간
단하고 빠르게 전환합니다. 일
반적으로 “Simulated Test
standard” 기능을 사용하면 1시
간 이내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테스터는 샘플이 안정화되면
자동으로 평형 상태를 감지합
니다.
Measuring temperature
많은 제품의 수분 투과성은 온
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L80-6000은 이 점을 활용하였
기 때문에 측정 온도에서 정확
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er Interface
키보드
디스플레이

L80-6000은 측정이 매우 빠르
며 샘플의 투과성이 높을수록
측정 시간이 짧아집니다. 짧
은 테스트 시간과 광범위한
테스트 범위에도 L80-6000은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
다.
사용자에 의한 일련의 테스트
에서 Lyssy 기기의 표준 편차가
± 5 % 미만이고 재현성 허용 오
차가 1.5 % 로 낮다는 것이 입
증되었습니다. (물질에 따라
다름)

영문, 숫자
Full Color

Opera�onal Environment
주변 온도
주변 습도

5 - 400C

All content and speciﬁca�ons subject to change.

10 - 90% RH(non-cond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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