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 분석기

진보적인 수분 분석을 위한 전문적인 수분 분석기
MB120과 MB90 수분 분석기를 이용할 때보다 수분 성분을 측정하는 것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이 수
분 분석기들은 실험실에서 정밀도와 효율성을 증가시키도록 맞춰졌기 때문에, 0.01%까지의 정밀도로 신속
하고 반복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밀하게 제어되는 할로겐 가열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
다. 튼튼한 본체와 주물로 된 구조는 손 쉽고, 도구가 필요 없는 청소 및 내구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 아이콘-구동 메뉴는 작동 과정 전 단계를 통해 사용자를 안내합니다.

표준 특징:


건조 매개변수들을 정의하고 용이한 소환을 위해 최대 100가지의 방식들을 저장
MB120의 온도 가이드는 샘플을 분석해서 최적의 건조 온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측정
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 최대 100가지 방식과 1000개의 총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수준의 사용자 관리는 개별적인 사용자 요구를 맞추는 것이 가능하고 데이터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정밀한 결과를 가져오는 신속한 가열 할로겐 기술로 실험실에서의 효율성 증가
정밀하게 제어되는 할로겐 가열 시스템은 신속하고 반복적인 결과를 보장하면서, 샘플 위에 균등
하게 열을 분배시킵니다. MB120에서는 용이한 1단계 건조를 위한 네 가지 선택 가능한 가열 프
로파일들과 자동으로 그 테스트를 종료(수분 손실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을 때)시킬 수 있는 6가
지 꺼짐 기준이 이용 가능합니다.



도구가 필요 없는 청소 구조로 청소가 수월
편리한 관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수분 분석기를 청소 할 때는 아무런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샘플 챔버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유리와 접시를 간단히 제거합니다. 튼튼한
본체와 주물로 된 베이스는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컬러 터치 스크린 화면 상의 아이콘 기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작동
MB120과 MB90의 읽기 쉬운 컬러 터치 스크린 화면 상의 모든 기능과 매개변수로 접근할 수 있
습니다. 직관적인 아이콘 기반의 내비게이션은 작동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를 안내합니다.

수분 분석기
모델

MB120

용량
정밀도
재현성(Std Dev)(g)
수분 범위

MB90

120g

90g

0.01%/0.001g

0.01%/0.001g

0.05%(3g 샘플)

0.18%(3g 샘플)

0.015%(10g 샘플)

0.02%(10g 샘플)

0.01%에서 100%

0.01%에서 100%

(복귀 모드에서는 0.01%에서 1000%)

(복귀 모드에서는 0.01%에서 1000%)

출력

RS232, USB 호스트, USB 장치

발열체
온도 범위
전력
작동 온도 범위

할로겐
40℃ - 230℃

40℃ - 200℃

120
혹은 240VAC
50/60Hz
(수분율
모드에서는
0.01%에서
1000%)
10℃ - 40℃

화면 타입

4.3”, QVGA, TFT 터치 스크린

화면 결과

%수분, %고체, %복귀, 시간, 온도, 무게, 방식 이름, 건조 곡선, 통계

팬 크기
크기(W x H x D)

90mm
210 x 180 x 350mm

제품 무게

5,23kg

선적 무게

8.35kg

준수


모델들은 CE, UL에 등재되고, CSA 승인되고 FCC 승인됨

액세서리
팬 홀더, MB90 MB120……………………………………30246947
인 유스 커버, 액세서리, MB90 MB120 …………3 028 4478
스쿠프, 액세서리, MB90 MB120 …………………..30284477
온 도 보 정 키 트 … …… … …… …… … …… … …… … … …. 1 1 1 1 3 8 5 7
도난 방지 장치, MB AX EX ………………………......80850043
팬, 알루미늄, 세트(80), MB 시리즈 ………………80850086
필터, 유리 섬유, 세트(200 ) …………………………..80 850 087
케이지, 샘플, MB 시리즈 ………………………………802 52 477
팬, 재사용, 세트(3), 7mm, MB 시리즈 …………80252478
팬, 재사용, 세트(3), 14mm, MB 시리즈 …………80252479
프린터, 임팩트, SF40A …………………………………….30045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