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LCOME TO 
ADVENTURER



품질과기능

10 개의제품유형
150g x 0.001g - 4kg x 0.1g,  이중범위형모델들
견고함과내구성이돋보이는디자인

부품계수기능을포함하는다양한무게측정
단위들

간단한 3-버튼식작동법과인쇄용으로분리된
버튼

표준형 RS232 



품질과기능

TS시리즈의대체 -저렴한가격과높은정확성
미국이아닌다른지역에서도제작

타경쟁사들과의관계에서경쟁우위를
차지하면서도 Denver 나 A&D와같이낮은
수입률을갖춤



특징및장점

강한내구력

– 무거운물체도사용가능토록디자인

– 윗부분에물받이가설계되어디스플레이에
직접액체가떨어지는것을방지

– 봉인기능을하는라벨이부착되어있어서
물기를닦아내기도쉽고습기로부터내부의
부속품을보호



특징및장점

고객의편의성을위한디자인

– 간편한이동을위한오목한본체

– 인체공학적으로만들어진수평적시스템은
저울의수평유지를용이하게함

– 케이블에서본체에이르는완벽한
안전장치는고객의연구를지켜드립니다.



특징및장점

사용의편의성

– 간단한 3-button 작동과분리되어진
인쇄버튼

– 좌우어느쪽으로든쉽고빠르게이동할수
있도록하는좌우측의중량측정버튼



특징및장점

높은정확도

– 중량측정치와측정모드를선명하게
나타내는대형의디스플레이

– 버튼을누르면신호음이울려서이상이
유무를알림

– 사용자가이해하기쉬운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특징및장점

Value is built in
– RS232 표준형의채택으로컴퓨터및
주변장치와의높은연계성

– 사용자가중량측정시기본적으로필요한
모든것을다룰수있도록내장된 17가지의
측정모드

– 완벽한중량측정용고리의사용으로농도
측정방식을단순화시킴



Adventurer 사용방법

PRINT key

MODE/OFF key

•측정단위교체

• OFF상태로조정, 유지

Dual (0/T)/ON keys

•용기의무게측정

• ON상태로조정



Adventurer의 Calibration

-C-

C 300.000 g

CAL

-C-

300.000 g

CAL 모드가디스플레이
될때까지누른다.

Adventurer가자동적으로 0을
판독한다.

팬(pan)위에측정할물체를올려
놓고누른다.

Adventurer가자동적으로
메뉴에서빠져나온뒤일반적인
측정모드로돌아간다. 



Adventurer 사용자Menu

MENU
저울이반드시 OFF인
상태에서

MENU가디스플레이
될때까지누른다.

UnitS g, kg, mg, ct, N, lb, oz, ozt, GN, dwt, mo, m, Ht, St, tt, cl, PCS 
각각의단위에맞추어 On또는 Off 상태로만든다.
* MODE/OFF key로 On이나 Off를선택하고 O/T key로다음의
선택사항으로이동한다. 

* Submenu의 END에서 O/T를눌러서 setting을저장하고다음의
Submenu 로이동한다.

LIn linearity calibration 실행후 setting을저장한다.

Sys 신호음이울리거나울리지않도록 On/Off를선택한다.

Print RS232와인쇄용장치를설치한다. 

MEnuEnd 메뉴에서빠져나와서 O/T를눌러무게측정모드로돌아간다. 



Adventurer Menu 구조

메뉴를이동하기위해서는다음의

두가지 key가필요하다. (수평이동시사용) (수직이동시사용)

이항목을
선택하면
linearisation
과정이
실행된다. 
Lin이
실행된
후에
저울은
무게측정
모드가
된다. 
(메뉴에는
없음)



Adventurer Menu Structure

주의

1) END에서 On/Tare key를누르면이항목에대한 setting이저장된다.

(Mode/Off key를누르면같은메뉴항목을마치게된다.)

2) Reset를선택하면다음항목에대한 default setting이나타난다. 



Adventurer 측정단위

grams g

kilograms kg

milligrams mg

carats ct

Newtons N

Pounds lb

ounces oz

troy ounces ozt

grains GN

pennyweight dwt

Momme mo

mesghal m

Hong Kong Taels Ht

Singapore Taels St

Taiwan Taels tt

ticals cl

*오직한가지의단위만디스플레이
될수있음



Adventurer 부품계수(1)

( Units menu에서 PCS가반드시
ON상태이어야함)

용기의무게를측정

Set PcS가디스플레이될때까지
누른다.

sample size 변경을위해
5, 10, 20, 50, 100을선택한다.

Set PcS

SEt  5  PCS 



Adventurer 부품계수(2)

샘플조각들의수를더한다.

샘플을넣기위해누른다.

부품의수를계산한다.

SEt  5  PCS 

5  PCS



Adventurer 부품계수

계산된부품들을더한다.

총량을계산한다.

무게측정단위에서부품들의
무게를계산하기위해누른다

샘플의크기가변경될때까지
샘플의크기가저장된다. 
저울에전력이계속들어오는
동안자료가저장된다. 

100 PCS 

200.000 g



Adventurer Linearity 
Calibration

units Menu에서 Lin으로변경한다.

Linearity를 실행한다. 

Adventurer는자동적으로
영점을계산한다. 

팬위에첫번째측정용물체를
올려놓고계산한다. 

LIn

-C-

C 100.000 g



Adventurer Linearity 
Calibration

-C-

C 300.000 g
팬위에두번째측정용
물체를올려놓고
측정한다. 

Adventurer는자동적으로
메뉴에서나와서일반
중량측정모드로
돌아간다. 

-C-

300.000 g



Adventurer 의사용범위

산업 / 제조/  공정
– 품질관리

» 화학물질, 성분관리, 합성수지, 접착제, 종이, 
비누, 화장품등

– 부품계수
» 종자, 재고관리, 수입점검, 포장

– 농업
» 토양분석, 수질검사, 수산업



Adventurer 의사용범위

연구소
– 일반화학성분분석

– 환경연구

– 식물병리학

– 법의학 연구

– 기본적인중량측정



Adventurer 의사용범위

교육
– 실험, 일반질량측정, 물리학
기타사용가능시장

– 잉크/프린트/도료
» 칼라제조

– 조류와알의중량측정, 식이요법관리



Adventurer





그밖의신상품(1)

Navigator의확장된 line-up
– 32 g x 0.002 g
– 410 g x 0.01 g
– 4100 g x 0.1 g
– InCal models



그밖의신상품(2)

새로운소형저울

-농업
-환경
-소비재
-식음료
-취미 / 스포츠
-제조업
-보석



그밖의신상품(3)

소형저울모델

-HS120

0 - 60 g x 0.1 g, 60 - 120 g x 0.2 g

-HP120
120 g x 0.1 g, 후광디스플레이

-HP-320

320 g x 0.1 g, 후광디스플레이



Open your mind, Discover Ohaus




	WELCOME TO ADVENTURER
	품질과 기능
	품질과 기능
	특징 및 장점
	특징 및 장점
	특징 및 장점
	Adventurer 사용방법
	Adventurer의  Calibration
	Adventurer 사용자 Menu
	Adventurer Menu 구조
	Adventurer Menu Structure
	Adventurer 측정단위
	Adventurer 부품 계수(1)
	Adventurer 부품 계수(2)
	Adventurer 부품 계수
	Adventurer Linearity Calibration
	Adventurer Linearity Calibration
	Adventurer 의 사용범위
	Adventurer 의 사용범위
	Adventurer 의 사용범위
	그 밖의 신상품(1)
	그 밖의 신상품(2)
	그 밖의 신상품(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