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UTION-CB

TME

™

Non-Destructive induction
welded seal leak
test system
The TME Solution-CB 전기 유도식 밀봉
테스트 시스템은 비파괴 압력이나 진공
Decay Leak 테스트의 민감도와 밀봉된기구
의 단순성을 결합하여 제약, 건강 기능 식품,
식음료 병에 대한 정량적 테스트 결과를 제
공합니다.
예리한 방식의 독점적인 챔버 설계로 다양
한 모양과 목, 나사 크기를 포함하여 최신 산
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병 크기의
벽이나 씰의 누출을 찾아냅니다.
맞춤형 테스트 챔버는 특수한 공정 요건 사
항, 병의 크기와 모양을 수용하여 5 micron
정도로 작은 구멍을 탐색해냅니다. 교체형
고정 헤드를 사용 시, 하나의 테스트 시스템
으로 다양한 병 크기와 모양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헤드는 테스트 챔버를 제공하고 특수한 씰
에 대해 테스트 감도를 최대화하도록 맞춤
설계 및 제작됩니다.

비파괴

인터락 도어와 무력(Zero Force)의 양손 끼임
방지와 같은 제어 장치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합니다.

Ethernet 연결 가능

개봉이나 파손된 씰을 발견하는 완전한 감지
기가 Solution CB 분석기에 탑재되어 있습니
다.

5 microns 크기의 구멍까지 감별

PSI, In H2O, kPa, mbar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
정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SPC 통계

양방향 RS232 연결은 데이터 수집과 원격 매
개변수 제어를 위한 기본입니다. Ethernet을
연결하면 LAN을 통하여 장비의 데이터를 전
송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반복적

고분해능 0.0001 Psig
Pressure or vacuum decay

CFR Pa– 11 data protection
NIST 기반 교정

TME의 다른 비파괴 시스템-Bottle

Screen capture of test .
분석기는 테스트 결과의 분석을 통계적으로 제공하
여 실시간 공정 제어를 실행시킵니다. 공정 문제를 사
전에 인지하고 조치한다면 제품 손실을 줄일 수 있습
니다.
제품 상세
치수:

8.5”W x 16”D x 10”H
21.6W x 40.6D x 25.4H cm

전원 전압:

US: 110/220V,
50/60Hz @ 2.5 amps
EU: 230V,
50-60Hz @ 1.25 amps

보관/운영 환경:

5-40ºC (40-100ºF)
RH < 80%, non-condensing

제어 수단:

누름 버튼, Touch pad, Keylock,
전원 ON/OFF 스위치

Test Channels:

1

Test mode:

Pressure or Vacuum, Single or
Differential

Single Tests:

Leak, Flow

Dual Tests

Leak/Flow, Flow/Leak

Display:

Backlit colored LCD,
40 character x 16 line
영문, 숫자

TME Solution CB는 반자동일 뿐 아니라, 약품용 병
을 각각 비파괴 방식으로 압력 Decay Leak 테스트합
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하여 양손 끼임 방지 안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병에 활용될
수 있고 내부 부품을 교체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Pressure Specifications
Pressure Range
(psig)

분해능
(psig)

정확도
+/- 0.5% FDS

-13.5 - -0.5

0.0005

+/- 0.068

0.5 - 5

0.0001

+/- 0.025

측정 단위:

psi/ InH2O / kPa / mbar
Others available

0.5 - 15

0.0001

+/- 0.075

DATALOG Memory:

Up to 5,000 tests

1.0 - 50

0.0005

+/- 0.25

2 -100

0.001

+/- 0.50

2 - 150

0.002

+/- 0.75

5 - 300

0.005

+/- 1.50

PROGRAM Memory: Up to 100 linkable programs
통계:

Manual Output

중간값, Range Charts
Histograms, 표준 편차, 평균,
최소/최대 값, UCL & LCL
테스트 매개변수, 최근 결과,
맞춤형 데이터로그 및 통계

Automatic Output: 설정된 프린터로 최근 결과 출력
Auxiliary Output

통신:

24V Opto Isolated PLC interf
ace for single and multi-port
confi gurations
RS232, connector program
input/output data

교정:

NIST Traceable

Timer Ranges

0.1 to 1,000 sec

의외의 가압 범위는 연락하여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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