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nturer® 
분석 및 정밀용 저울

동급 가장 완벽한 저울
독창적인 특징과 기능 및 경쟁할 수 없는 계량 능력에서 아이디어가 뛰어난 저울로, 오하우스 
어드벤처러는  일상적인 계량 및 측정에 필요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컬러 터치스크린과, 
GLP/GMP 규정 준수, 두 개의 USB 포트, 독창적인 방풍문과 더 많은 기능들로, 어드벤처러는 동급 
가장 완전한 저울입니다.

기본 특징들:
•최적의 계량 결과를 보장하는 안정성, 정밀성과 빠른 작동 — 세가지 특징은 일반적인 연구 

계량에서의 가장 중요한 면들을 보장합니다: 극히 빠르게 셀 수 있는 정확한 결과.
•컬러 터치 스크린 & 연결성 옵션은 계량에서의 현대적 사용에 부합 — 넓은 시야각을 갖는 

컬러 터치스크린은 어드벤처러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빠르게 접근을 제공하며, , GLP/
GMP 추적기능이 있는 이중 USB 포트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간-절약의 방풍문은 사용자의 경험과 접근성을 향상 — 상단에 장착된 두 개의 방풍문은 
양면으로 넓게 열리며, 샘플을 올리는데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방풍문을 열 때 뒷자리를 
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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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정확성 그리고 빠른 작동은 
일상적 계량작업에서 최적의 계량 결과를 보장합니다
계량 성능
• 일상적인 계량 작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계량결과를 

제공합니다 안정화 시간 

• 어드벤처러의 빠른 안정화 시간은 실험실의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캘리브레이션
•AutoCal™ 

—오하우스의 자동 내부 켈리브레이션 시스템은 매일 저울을 보정함 
으로써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외부 캘리브레이션 
—전통적인 캘리브레이션은 모든 모델에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동 값 보정을 위한 선택으로 저울을 수동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컬러 터치스크린은 어드벤처러의 애플리케이션 작동을 쉽고 빠르게 제공
•어드벤처러의 9가지 애플리케이션 모드와 현대적 컬러 터치 스크린을 통하여 

여러 번의 수동적 캘리브레이션 필요가 없는 그 충분한 특징을 접해보고 
작동하십시오 

•작업자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하는 동안 장갑을 끼고 벗는 불편과 위험 없이 
지속적으로 실험실 장갑을 끼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기능에 덧붙여, 어드벤처러는 촉각에 반응하여 작업자가 용기, 영점, 
캘리브레이션과 인쇄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허용하는 6개의 기계적 키들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드
부품 수 카운팅 
일정한 무게의 샘플 계수.

합산
다수 제품 무게에 대한 누적 무
게를 측정. 누적된 합산은 저울
의 최대용량을 초과할 수 있음

체크 계량 
목표 제한에 대한 샘플 무게 
비교

비중 측정
고형 또는 액체의 비중 측정. 하
단 계량용 고리가 있으므로 쉽
게 계량 팬에 올릴 수 없는 물체
의 비중 시험을 수행할 수 있음

계량
선택한 단위로 제품의 무게 측
정

동적 계량
안정되지 않은 적재물 계량. 일
정시간에 대한  평균 무게 값 

공식화 
합성 레시피 작성.
합성물 수는 2~50 범위

백분율 계량 
기 설정된 참조 무게에 대한 샘
플 무게를 백분율로 나타냄..

디스플레이 멈춤 
최종 안정된 값 또는 가장 높은 
계량 값을 수동으로 멈춤 



실험실에서 요구되는 연결성 및 기능탑재
이중 USB 포트
• 전면의 USB  호스트 포트는  쉽게 접근가능하며 저울을 움직이거나 뒤

로 접근하지 않고도 쉽게 저울에서 플래시 드라이브로 로드할 수 있습니
다. 

• 두 번째 USB 장치는 후면에 위치하며 저울과 PC 연결에 사용될 수 있
습니다.

• 연결 옵션은 일반적인 설치 시 추적 요구사항 만족에 도움이 됩니다.

GLP/GMP 데이터를 보유한 실시간 시계 
•실시간 시계 기능은 전원 손실 때도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는 기능이며, GLP 데이터 보유는 샘플이름, 프로젝트 

이름과 저울ID를 기록할 수 있어 추적 및 규정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합니다

저울 프로파일
•복제기능을 사용하여 추가되는 어드벤처러 저울을 쉽게 구성하도록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사용자가 응용 프

로그램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이하의 샘플 무게 표시
•최소 계량 기능을 사용할 때, 표시기는 현재 샘플 무게가 설정된 최소 한계 무게 이하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합니

다. 결과가 표준에 이를 때까지 간단히  증가 시키십시오. 

사용자의 사용과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공간-절약형 방
풍문 

•방풍문은 문이 열릴 때 실험실 벤치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절약하는 두 개의 유
리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문 출입은  접근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공되고 우발적인 유출 가능성을 감
소시켜, 팬에 올리기 쉽도록 더 큰 계량 용기를 허용합니다. 

•오염을 최소화 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청결 유지가 쉽도록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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