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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ATEST 35
Data sheet no. DenA70065035

방수기능과 내구성을 가지고 광도 측정 및 센서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휴대용 장치
CHEMATEST 35
수질 (*품질) 관리 장비
Parameters
광도측정법(Photometry):
 소독제(Disinfectants): free Cl2 또는 화합물속의 Cl2,
ClO2, Br2, I2 , O3 를 DPD 방법을 통해 검출
 시아누르산(Cyanuric acid)
 pH: phenol red 를 이용한 광도측정법을 통해 측정
센서 측정(Sensor-based):
 pH (수소이온농도)
 Redox potential (산화환원전위차/ORP)
가장 높은 정확성
 각 광도계의 개별적 공장 교정 완료
 추적 가능한 흡광 표준 값을 이용하여 광도계 정확성
검증 가능
 SWAN Oxycon 시약과 함께 사용하여 쉽게 이용가능
하며 시간 절약 및 신뢰성 높은 결과 도출.

센서:
온도측정 장치가 내장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긴
수명의 수소이온농도(pH)및 산화환원(Redox) 측정에
이용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센서

사용자 친화적 작동법
 사용자 직접관리가 가능 하며 전체 결과 문서화를 위한
sample IDs 수정이 자유로움
 이해하기 쉬운 on-screen 설명; 가장 빠른 측정을 위해
상세설명 또는 전문가 모드를 선택
 빠른 분석을 위한 즐겨찾기 기능

시약:
200 회의 소독제 검출과 pH 측정이 가능한 시약

 Oxycon Pool: 유리잔류염소, pH (페놀레드)
 Oxycon Chlor: 유리잔류염소, 결합 및 총 염소
 Oxycon DES: 유리잔류염소, 이산화염소, 브롬,
요오드

업데이트 된 장치
 USB 로 충전되고 약 5000 번 측정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Oxycon Ozone: 오존
40 회의 시아누르산 측정 가능한 시약

 2700 회의 측정 데이터가 저장 가능한 메모리

 Oxycon CA

구성요소:
CHEMATEST 35 는 실링캡이 결합된 큐벳홀더 2 개,

악세사리:

유리큐벳 4 개, 큐벳브러쉬, 센서보호용 캡, 청소용 wipe

검증키트: 3 개의 키트로 구성

6 개, 125ml 스포이드병, 10ml 주사기, 시약 병 보호를

(영점,저 농도,고 농도 흡광도 검증 가능)

위한 blister pack 2 개, usb 충전케이블로 구성

Order Nr.

CHEMATEST 35

Sensors:

[ ] Swansensor pH CT

A–87.160.014

[ ] Swansensor ORP CT

A–87.460.011

[ ] Verification kit transmission

A–85.153.580

[ ] Sensor protection cap

A–70.065.634

Accessories:

A–70.065.035

Reagents and spare parts: See www.swan.ch for details and order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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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계 사양 (Photometric Specifications)
측정 범위/ mg L
소독제
Chlorine
(free, total, combined)
Chlorine dioxide
Bromine
Iodine
Ozone
Accuracy
파라미터

−1

검출한계
−1
(LOD) / mg L

Low

Medium

High

0.00 – 2.99

3.0 – 5.9

6 – 10

0.01

0.00 – 5.49
0.00 – 6.49
0.00 – 9.99
0.000 – 0.499
± (LOD + 1 %)

5.5 – 10.9
6.5 – 12.9
10.0 – 19.9
0.50 – 1.99
±5%

11 – 19
13 – 23
20 – 35
2.0 – 4.0
± 10 %

0.02
0.03
0.05
0.006
of reading

측정범위

Cyanuric acid

0 – 100 mg L

pH (phenol red)

6.50 – 8.00

정확도
−1

± 2 mg L

−1

or ± 5 % 둘 중 큰 값을 사용

± 0.1

센서 사양 (Sensor Specifications)
pH and redox potential:

(1 개의 고품질 sensor 보호 캡이 Chematest 35 에 들어

음용수, 폐수, 수영장 등에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유지가

있음)

보수가 용이한 sensor
고체 전해질과 막힘 방지 개방 diaphragm 을 장착한
Poisoning-protected 기준 시스템
Temperature range:
0–50 °C
Pressure:
≤ 2 bar
Conductivity of sample:
≥ 100 µS/cm
Reference system:
Ag/AgCl
Solid electrolyte:
3.5 M KCl (AgCl-free)
Connection:
1 m cable with 4-pin connector
Supplied with rubber cap

Swansensor pH CT
Measuring range:
Resolution:

1–13 pH
0.01 pH

자동 온도 보정센서가 내장되어 있음
Swansensor ORP CT
연속적인 데이터 기록을 위해 백금 산화환원 전극이
온도 sensor 에 내장되어 있음
Measuring range:
Resolution:

−400–1200 mV
1 mV

장치 정보(Technical Data)
장치 구성:





멀티-파라미터 LED 광원 광도계 및 디지털 센서



저전력 Bluetooth 4.0 지원



2700 회의 측정데이터 저장 가능한 메로리



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5000 번의 측정 또는 1 주일의 작동시간을 가진

0–45 °C
0–100 % 상대습도

Graphic display: 64 x 32 mm
택타일 방식의 키패드 지원

이탈리아어, 스위스어, 덴마크어



작동 환경:

(비 응축상태)
보관 환경:

−20–60 °C

(Different specifications for reagents/sensors.)
Degree of protection:
CE- and FCC-conformity

IP67

대용량 리튬 배터리 (10 분간 동작이 없을 시
전원이 자동으로 종료됨)

제품 치수,무게:



배터리 정보가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장치

Instrument(장비):



USB 표준 A 타입 케이블로 충전 했을 시

Carrying case(운반케이스):

3 시간의 완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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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x 7 x 22 cm, 390 g
46 x 12 x 38 cm, 3.1 kg
(including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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