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plorer®  
분석용, 정밀용, 대 용량 저울

지능적이고, 사용하기 쉽고, 독창적으로 실용적인.
오하우스의 Explorer® 시리즈는 그 분야의 다른 것들과는 달리 고-성능 저울 라인에서 따라올 수 없는 
기능성을 제공하는 현대식 기능들과 설계들을 확장시킴으로써 독창성을 한 단계가 끌어 올렸습니다. 

대표 특징들:
• 지능적인 성능 — 모든 Explorer 들은 선형성과 반복성 사양을 새롭게 최적화하고 보다 나은 

저울의 안정성을 위해 진동 필터링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모든 모델들은 또한 AutoCal™ 자동 
내부 보정으로 표준이 되었습니다. 3X3 필터링 구성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계량 결과를 보장합니다. 
Explorer EX…/E 모델들은 추가적으로 전통적인 외부 보정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들이 결합되어 
정확성, 효율성 그리고 처리량을 향상시킵니다. 

• 사용하기 쉬운 기능 — 큰 컬러 터치-화면 디스플레이, 14개의 독특한 어플리케이션 모드들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구동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3개의 레벨로 조절 가능한 앵글 디스플레이는 
Explorer를 오늘날 동급 사양에서 가장 사용이 쉽고, 발전된 저울로 만들어 줍니다.

• 독창적인 설계 — 어떤 작업공간에서는 최대의 유연성을 위해 베이스와 디스플레이가 분리됩니다. 
방풍문 모델들은 젖히거나 밀어서 여는 상단에 탑재된 옆 문이나 다용도 상단 문을 통해 계량 
공간으로 최대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반면 안정성과 속도 결과를 강화시키기 위해 계량 공간을 
분리합니다. 

• 실용적인 기능들 — Explorer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저울 터치와 관련된 교차 오염과 마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 4개까지 사용자-프로그램이 가능한 터치리스 센서가 있습니다. 오하우스 
Explorer EX…N 시리즈 저울들은 NIST 안내서 44와 캐나다의 도량형 규정에 따른 
클래스 I 혹은 II 정확성 요구조건에 적합하거나 이를 초과합니다. 



Explorer® 분석형, 정밀형, 대용량
지능적인 성능
최대 50%까지 보다 신속한 안정화 시간과 우수한 충격 보호기능으로, 
Explorer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믿을 수 있는 결과들을 제공합니다.

• 신속한 안정화 시간 
— 작동상의 효율성 향상 
—처리량 증가 
—생산성 향상

• l최적화된 선형성과 반복성 사양 
—정확하고 반복적인 결과 제공

• l최적화된 진동 필터링 
—불안정한 환경에서 저울에 안정성 제공

• 우수한 충격, 유출, 얼룩 방어 기능 
—2-D 보호 기능이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한 
서비스 두절로부터 저울 보호. IP54 베이스 표면은 잔해, 습도 및 
갑작스러운 유출과 얼룩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계량 베이스 보호*

*대용량 모델만 해당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SmarText™2.0은 14개의 어플리케이션, 가상 QWERTY 와 숫자식 
키패드, 그리고 최저 무게 표시를 특징으로 하는 오하우스의 사용이 용이한 
그래픽 소프트웨어입니다.

• 간단한 메뉴 운행을 위한 아이콘들이 있는 컬러 VGA 디스플레이 
—고 해상도, 5.7”(145mm) 비스듬한 컬러 640 x 480 픽셀 
디스플레이는 매우 읽기 쉬운 작동 소프트웨어를 재생 함 
—저항력 있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작동자의 터치나 
스타일러스에 빨리 반응함

• 실험실과 산업용 설정 시 다양한 요구들에 맞는 맞춤 성능을 지닌 
14개의 내장된 어플리케이션들

• 식별 경고 기능이 있는 최소 무게 성능
• GLP와 GMP 데이터 그리고 기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신속하게 입력할 수 있는 가상 QWERTY 키보드와 숫자식 
키패드

• 관리자 기능이 있는 사용자 매니저
• 맞춤식 애플리케이션의 저장과 호출을 위한 라이브러리 기능
• 선택형 RS232 명령 기능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에 저울이 연결될 수 있음
• 외부 풋 스위치 액세서리를 통해 0점, 용기 무게 혹은 인쇄 

기능을 위한 외부 입력
• 체크 계량 상태의 표시뿐 아니라 터치 화면 입력 명령어를 위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피드백



Explorer® 분석형, 정밀형, 대용량
독창적인 방풍문
Explorer의 방풍문은 다용도 상단 문과 옆쪽의 미는 문을 통해 계량 공간에 
대한 충분한 접근과 시야를 제공합니다. 베이스와 디스플레이 위의 터치리스 
센서 사용으로 자동으로 열고 닫는 자동화된 옆 문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들을 
선택합니다.

• 자동화된 방풍문 모델들은 저울을 건드리지 않고 방풍문들을 자동으로 
열기 위한 새로운 기능 보유. 샘플 잔류물 이동과 오염을 제거할 수 
있게 함

• 옆문은 상단에 탑재된 베어링 상에서 이음매 
없이 스르르 움직임

• 다용도의 상단 문은 두 개의 입구 옵션 제공; 
상단 문을 젖히거나 유리 패널을 유리 패널을 
밀어서 엶으로써 계량 공간으로 접근함

• 광범위한 옆 쪽 입구 6.3” x 9.4” (160mm 
x 240mm)는 계량 공간에 큰 계량 보트나 
기타 큰 용기를 자유롭게 놓거나 제거할 수 
있게 함

• 정전기 방지용 유리는 계량 결과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계량 공간 내 정전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움

• 유리 패널과 스테인레스 스틸 바닥을 설치하고 제거하기가 쉬워서 
Explorer를 청소하는 것이 매우 용이함

• 방풍문 공간 조명은 저울이 어두운 조명 환경에서 사용될 때 이용 
가능함

실용적인 터치리스 센서
Explorer는 0점, 인쇄, 보정, 용기 무게, 자동화 된 방풍문 그리고 기타 선택 
가능한 기능들의 핸즈-프리 작동을 위해 최대 4
개까지의 터치리스 센서를 특징으로 합니다.

• 핸즈-프리 작동 
—계량 효율성 향상 
—샘플 잔류물 전이 제거 
—오염 최소화

• 베이스* 위 두 개의 센서와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두 개의 센서가 원격 작동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정될 수 있음

• 센서들은 방풍문의 자동화된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정될 수 있고 
여러분의 손이 자유롭게 효율적이고 타당한 샘플 배치를 지원하도록 
반대편 옆 문을 자동으로 열도록 프로그램 될 수 있음 

* *분석형 및 정밀형 모델만 해당.
자동화된 방풍문 작동은 분석형 모델에서만 제공됨



Explorer® 분석형, 정밀형, 대용량
지능적인 보정
AutoCal™은 저울을 매일 자동으로 보정함으로써 성능을 보장하고 정기 
보수를 돕습니다.

• 계량 정확성에 영향을 추기에 충분한 온도변화를 감지했을 때, 
혹은 11시간마다 시스템을 자체-보정함

• 전형적인 보정을 실행해서 외부 분동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킴
• 외부 보정 모델 이용 가능 –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울을 보정하도록 외부 분동이 
요구되는  
(보정 분동 값은 사용자 선택) 전통적인 외부 보정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 선택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설정
Explorer는 산업에서 사용하기-쉬운 저울로 수평조정용 보조 수단과 
신속하게 상자-밖으로 꺼내어 설정하도록하는 지침 메시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 저울 앞면에 위치한 조명이 있는 수평 표시기를 보는 것이 용이
• 조절 가능한 수 조정 바퀴는 저울 수평을 전환하는 것이 용이
• 수평 보조 화면은 사용자가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수 조정 

바퀴가 조절될 필요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
• 데이터 전송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직접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게 함
• 응용 프로그램 사용동안 지시 메시지가 계량 과정을 통해 

사용자를 안내함
• 사용자 정보 메뉴는 사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저울 기능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 배울 수 있게 함
• 최대 13개까지의 작동 언어는 Explorer의 사용이 쉬운 사용자 

설정을 진정으로 보편화 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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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r® 분석형, 정밀형, 대용량
독창적인 모듈 방식 설계
Explorer의 모듈방식 설계는 계량 베이스에서 분리될 수 있는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합니다.

• 디스플레이 특징: 
—각도를 최적화 하기 위한 3 포지션, 각도 조절 
—용이한 접속 통신 포트는 표준 USB와 RS232 
   그리고 RS232 나 이더넷을 위해 선택 가능한  
   제 3 포트 포함 
—왼쪽과 오른 쪽 케이블 출구는 맞춤화 된 설치 
   기능을 위한 특징 
— 탑 형식 및 벽걸이는 모듈식 설치*를 위한 준비 
—거친 사용에 대비한 보호기능을 위한 In-Use 커버 
—확장 케이블 액세서리는 최대 27피트(9미터)까지 
원거리 사용을 확장시킴

• 베이스 특징 
—4개의 조절 가능한 수 조정 바퀴가 있는 
   QuadrastranceTM 설계는 최상의 안정성 제공 
—강력한 다이-캐스트 금속 바닥 본체 
—액세서리 탑 탑재는 모듈식 설치를 위한 준비 
—베이스 아래 케이블 저장 시스템은 여분의 케이블이 
   관리 가능하도록 함

조절 가능한 회전 받침대 액세서리는 저울의 간단하고 신속한 
이동 및 재배치를 가능하게 함**
*타워 탑재는 별도 판매
**대용량 모델만 해당

실용적인 승인
Explorer EX…N 시리즈 저울은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 안내서 44와 캐나다의 
도량형 규정에 맞는 클래스 I 혹은 II 정확성 요구조건에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준수 번호 12-012 인증은 전 세계 규격 사전(NCWM)의 국가 유형 평가 프로그램
(NTEP)에 등재되었습니다. 승인 고시 AM-54847은 Measurement Canada, 
an Agency of Industry Canada에 등재되었습니다.

기타 일반 특징들  & 장치:
메뉴 잠금 스위치, 안전 받침대, 하단 저울 계량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내장된 
무게측정 하단 고리, 제거 가능한 스테인레스 스틸 계량 팬, 안정성 표시기, 과부하 및 
미달하중 표시기, 자동 대기.



Explorer®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오하우스 Explorer의 진보된 어플리케이션들은 가장 
복잡한 실험실 측정마저도 간소화 시킵니다. 처음과 남은 
무게 간의 차이를 측정하거나 고체 및 액체의 밀도를 
계산하건 간에, Explorer 는 수동 계산 및 데이터 

로깅으로 시간을 소비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없애줍니다. 고 
해상도 화면과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저울 설정과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수월하게 합니다. 

따라 하기 쉬운 텍스트 
프롬프트가 다음에 해야 할 
것을 알려줌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냄. 원-
터치 드롭 다운 메뉴가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보여줌

어플리케이션 설정을 
바꾸기 위해 터치함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항목에 대한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신속하게 
저장하고 호출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장된 
도움말을 위해 정보 
버튼을 누름

용량 바 표시기는 
여러분이 범주 내에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슴(
표시기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양)

결과 부분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나타냄(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양함)

큰 글씨의 계량 결과 값은 
어떠한 각도에서도 볼 
수 있슴

소프트 키들은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임

7개의 신속한 키들이 저울 
작동을 용이하게 함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사용자 설정, 저울 설정 
및 그 이상의 것들을 
변경하기 위해 메뉴를 
누름

선택적으로 배터리 팩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었을 
때 배터리 수명 표시기(
대용량 모델만 해당) 

(계량 단위 메뉴에서 
활성화 된) 측정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 계량 
단위를 누름

계량
선택된 측정 단위로 아이템의 무게를 
측정. 최소 무게 기능 또한 이용 가능

백분율 계량
미리 설정된 참조 무게 값의 백분율로 
디스플레이 된 샘플의 무게를 측정

동적 계량
불안정한 적재물의 무게 측정. 저울은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무게 측정

합산
다양한 아이템들의 누계 값을 
측정누적되는 총계는 저울의 용량을 
초과할 수 도 있슴

차이 계량
샘플 무게들을 저장해서 처음 무게와 
마지막 무게간의 차이를 계산

최고점 정지
일련의 과정 중 가장 높은 무게 값을 
캡쳐해서 저장. 안정적인 값과 불안정한 
값 모두 캡쳐 됨

부품 수 계수
정형화된 무게의 샘플 수를 계산.표준 
계수, 확인 계수 혹은 채움 계수 선택

피펫 조절
내장된 수분 밀도 표로, 무게 분석에 
의해 피펫 값을 체크(비 대용량 모델)

체크 계량
목표 허용치에 대해 샘플의 무게 비교. 
표준, 명목상의 무게 혹은 명목상의 
백분율에서 선택

필링
목표 무게로 용기를 채움. 진행 바가 채움 
상태를 디스플레이 함

공식화
조제 및 레시피 생성을 위해.성분들의 수는 
2에서 99까지 될 수 있슴

비중 측정
물보다 더 고밀도의 고체, 물보다 덜 
조밀한고체, 액체 혹은 흡수성 물질의 밀도 
측정

재료 비용
성분 혹은 재료들의 양 대비 알려진 비용을 
근거로 공식 혹은 레시피의 비용 측정

SQC
필링의 미만 및 초과를 없애기 위해 과정을 
모니터하고 제어

표준 애플리케이션



Explorer® 대 용량
Explorer 시리즈는 최대 35kg까지의 용량이 있는 세 가지 대용량 정밀 모델을 포함합니다. Explorer 대 용량 저울들은 
대 용량 계량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기능들 및 속성들과 함께, AutoCal™ 과 1초 안정화 시간과 같은 
동일한 사용이 쉬운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모듈식 설계
• 5.7”(145mm) 사선의 컬러 VGA 터치 화면은 관찰과 메뉴 운행을 최적화
• 화면상의 두 개 터치리스 센서는 핸즈-프리 기능 제공
• 화면은 거의 대부분의 작업 공간에서 기능상 필요에 맞도록 최대 5피트(1.5미터)까지 베이스에서 분

리될 수 있슴. 또한 27foot(9미터) 케이블은 추가적인 탄력성이 요구될 때 이용 가능함
거친 혹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최상의 보호 기능
• 다이-캐스트 금속 베이스와 14.8” X 12.2”(377 X 311mm) 스테인레스 스틸 팬으로, 

Explorer 대 용량은 거친, 혹은 매일매일의 사용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됨
• 2-D 보호 기능은 저울에 가해지는 움직임 및 힘과 관련된 충격과 손상을 막아줌
• IP54 베이스 엔클로져는 잔해, 습도, 뜻하지 않은 엎지름과 튀는 것에 의한 손상에서 계량 

베이스를 보호 (대용량 모델만 해당됨)
추가적인 효율성을 위한 대용량 액세서리
• 조절 가능한 회전 받침대 옵션은 저울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보조 수단을 제공함
• 재 충전 가능한 배터리 옵션은 전원에서 멀리 떨어져도 10시간 작동이 가능하게 함
• 계량을 위한 하단 고리가 포함되어 있고 비중 측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슴

Shown with optional tower 
mount and rolling feet

모델 EX12001 EX24001 EX35001

용량(g) 12000 24000 35000
정밀도 (g) 0.1 0.1 0.1
재현성 std (g) ±0.1 ±0.1 ±0.1
직선성 (g) ±0.2 ±0.2 ±0.2
안정화 시간 (초) ≤1 ≤1 ≤1
민감성 드래프트 (PPM/℃) 3 3 3
유효  Min-Weight (USP, K=3, U=0.1%) 210g 210g 210g
유효 최소무게 
( Min-Weight) (GLP, K=2, U=0.1%)

140g 140g 140g

계량 어플리케이션 계량, 백분율 계량, 부품 수 계산, 체크 계량, 동적/동물 계량, 필링, 합산, 공식화, 차이계량, 
비중 측정, 최고점 정지, 재

료 비용, SQC
계량 단위 g, kg, 맞춤 단위 1, 맞춤단위 2, 맞춤단위 3
팬 크기 14.84 x 12.24in / 377 x 311mm
보정 AutoCal™ 내부 보정
용기 범위 공제에 따른 용량까지
전력 조건 전력 입력 100-240 VAC, 0.5-0.25A, 47-63Hz, 전력 출력 24VDC, 0.63 A, 15W
화면 타입 완전-컬러 VGA 그래픽 화면, 4-와이어 저항성 터치 화면
화면 크기 145mmm(사선)
화면 하우징 (W x H x D) 195 × 90 × 154 mm
베이스 하우징 (W x H x D)  377 × 120 × 443 mm
통신 표준 RS232, USB, 선택적인 이더넷 혹은 2nd RS232
작동 온도 범위 10℃에서 30℃
작동 습도 범위 40℃에서 50%로 선형으로 감소하면서, 30℃까지 80% 최대, 비-콘덴싱
보관 조건 10%에서 90% 상대 습도에서 -10℃에서 60℃ 까지. 비-콘덴싱
제품 무게 10 kg
선적 무게 12.5 kg
선적 크기 665 x 525 x 330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