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분석
개요

가압 및
비가압 분석 시스템

최적화된 맥주 분석 솔루션
모든 상황에 대비
Alcolyzer Beer ME의 핵심은 특허받은
선택적 알코올 측정 기능입니다. NIR
스펙트럼 중 매우 특정한 좁은 알코올
범위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맥주에서
알코올 함량을 측정합니다.

장점 요약:
-- 맥주 및 맥주 혼합물 분석
-- 저알코올 및 무알코올 맥주 분석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분석

기본 구성
Alcolyzer 맥주
분석 시스템
DMA M
Alcolyzer Beer ME
알코올 및 추출물 함량 측정

각 생산 단계용 옵션 모듈
Alcolyzer 맥주
분석 시스템
PBA-B M

DMA M
Alcolyzer Beer ME
CarboQC ME
알코올, 추출물
및 CO2 함량 측정

Alcolyzer 맥주 분석 시스템

Alcolyzer 맥주 분석
시스템
PBA-B M

Xsample 320 또는

pH ME/pH ME Beverage
pH 측정

Xsample 520 샘플 주입기
자동 분석용

HazeQC ME
탁도 측정

pH ME Beverage
pH 측정

Option Color ME
색상 측정

Lovis 2000 ME
점도 측정

PBA-B M
Alcolyzer Beer ME Heavy Duty
고온 다습한 구역에서
알코올 성분을 측정하도록 설계
CarboQC ME용 Option O2 Plus
O2 함량 측정
HazeQC ME
탁도 측정
Option Color ME
색상 측정
pH ME
pH 측정
PFD Plus 시료 주입 장치
가압 주입용

Alcolyzer 맥주 분석 시스템
Alcolyzer 맥주 분석 시스템은 모듈식 설계 덕분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pH, 색상, 탁도 등 추가적인 맥주 고유
파라미터를 분석하기 위한 측정 모듈을 연결하면 시스템이 정확하게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시스템을 자동 시료 주입기와 연결하면 최고 수준의 자동화를 통해
대량으로 시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료 – 모든 파라미터
Alcolyzer 분석 시스템은 알코올 함량뿐 아니라
원추출물, 실추출물, 발효도와 선택적으로는
색상, 점도, pH, 탁도 등의 중요한 QC
파라미터를 모두 하나의 시료에서 한꺼번에
측정합니다.

강력한 모듈식 설계
기본 버전에서 Alcolyzer 맥주 분석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3가지 맥주 파라미터인 알코올,
원추출물 및 실추출물을 측정합니다. 필요에
맞게 색상, 탁도, 점도 또는 pH 측정 모듈을
추가하여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처리 가능 - 일반
맥주에서 무알코올 맥주까지
Alcolyzer Beer ME 측정 모듈은 일반 맥주
및 맥주 혼합 음료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무알코올 시료에서 낮은 알코올 함량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일 시스템에서
모든 종류의 제품을 분석하는 강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맥주 분석 전체 생산 과정

알코올 음료의 최종 분석

Alcolyzer 맥주 분석 시스템

PBA-B M

------

------

무알코올 맥주에서 저알코올 맥주, 일반 맥주까지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를 분석합니다.
맥아즙 분석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합니다.
내장된 자동 시료 주입기의 도움을 받아 높은 시료 처리량을 쉽게 관리합니다.
다른 시료 성분의 영향 없이 선택적 알코올 측정의 이점을 누립니다.
내장 표준 작업 절차를 통해 장비의 성능을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시료 주입 장치:
Xsample 320

자동 시료 주입기:
Xsample 520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다용도
Xsample 320 시료 주입 장치는
공간을 절약해 주고 모든 DMA M,
Lovis M/ME 및 Alcolyzer M 장비와
함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Xsample 320
이 측정 셀로 시료를 자동으로
주입합니다.

연동 펌프를 통해 24개 위치
매거진에서 시료를 주입합니다.
Xsample 520은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사용자는 시료가
처리되는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포 없는 주입을
위한 5개의 시료 장착 모드가
있습니다.

pH ME/pH ME 음료 측정 모듈
pH ME 측정 모듈과 사용자가
선택한 시스템을 결합하면 다른
맥주 전용 파라미터와 함께 pH
값을 동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pH ME 음료 모듈은 압력 없이
음료 및 유사 시료 측정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가압 측정되는
시료의 경우 pH ME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시간 절약: 단일 시료에서 알코올, 추출물, CO2 등을 병렬 분석
모듈식 측정 시스템 컨셉: 필수 파라미터에서 시작하여 점차 업그레이드
시료 준비 불필요: 패키지에서 직접 가압 주입
고온 다습한 구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Heavy Duty 구성
캔, 유리병, PET 병과 같은 모든 패키지에 대한 하나의 QC 솔루션

점도: Lovis 2000 ME

탁도: HazeQC ME

CO2 함량: CarboQC ME

Lovis 2000 ME는 시료가 주입된
모세관에서 볼의 롤링 시간을
측정하여 점도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맥아즙 점도는 맥주 여과성, 기포
안정성. 맥주 맛과 같은 여러 품질
파라미터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Lovis 2000 ME를
사용한 점도 측정은 EBC 및
MEBAK 지침을 준수합니다.

HazeQC ME는 특히 맥주와 맥주
혼합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Anton Paar 실험실 측정
장비용 모듈입니다. HazeQC ME
측정 셀은 고체 상태 펠티에 온도
조절 장치로 온도가 제어되어
분석의 필수 요소인 정확하게
설정된 온도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판독값이 보장됩니다.

CarboQC ME는 음료의
용존 CO2 함량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측정합니다. 특허받은
MVE(Multiple Volume Expansion)
방법은 측정 결과에 대한 다른
용존 기체(예를 들어, N2 및 O2)의
영향을 제거합니다.

O2 함량 및 TPO 측정:
CarboQC ME용 Option O2
Plus

Option Color 430nm ME

Alcolyzer 맥주
분석 시스템

PBA-B M

DM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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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O2 Plus의 광화학
산소 센서는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소 측정 방법을
제공합니다. Option O2 Plus는
기존 CarboQC ME 및 PFD(Plus)
에 쉽게 새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시료의 O2 함량 측정은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추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Option Color ME는 430nm에서
맥주 색상을 동시에 측정 가능할
수 있는 Alcolyzer Beer ME의 확장
모듈입니다. Option Color ME
가 제공하는 결과는 MEBAK 또는
EBC와 같은 표준을 준수합니다.

알코올 함량:
Alcolyzer Beer ME Heavy Duty
Alcolyzer Beer ME Heavy Duty는
일반 맥주, 저알코올 맥주는 물론
맥주 혼합물에서도 알코올 함량을
측정합니다. Alcolyzer Beer ME
와 비교할 때, 특수 설계 덕분에
외부 온도 최대 35°C와 상대 습도
90%의 가혹한 조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PBA-B M
맥주용 Packaged Beverage Analyzer
기존 분석 방법에서는 용해된 CO2가 측정된 밀도와 기타 파라미터를
쉽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전에 시료의 기체 제거가
필요합니다. PBA-B M 시스템은 포장에서 직접 측정 셀로 시료를
주입하므로 예열, 기체 제거, 여과 등의 시료 준비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PBA-B M은 모든 파라미터(알코올, extract,
CO2, 선택적으로 O2, 색상, pH 및 탁도)를 하나의 시료에서
한꺼번에 측정합니다. 측정되는 시료 밀도에 대한 용존 CO2
의 영향을 자동으로 보정하여 CO2 보정 맥주 파라미터를
측정합니다.

작업자에 따른 영향 없음
PBA M 시스템은 이전의 일상적 분석보다 훨씬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더욱 신뢰성이 높습니다. 시료
준비 동안의 오류 가능성이 완벽하게 배제됩니다.
PBA M 시스템은 시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고 탁월한 측정 결과를
보장합니다.

기존의 방법에 비해 6배 빠름
시료가
결과가
기존의
분석할
중요한

포장에서 직접 자동 가압 주입되고 측정
자동으로 CO2 보정되므로 PBA-B M은
방법에 비해 최대 6배 빠르게 포장 음료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BA-B M은 시간이
분석에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가혹한" 조건에 대비
Alcolyzer Beer ME Heavy Duty를 사용하면
외부 온도 최대 35°C/95°F, 상대 습도 90%까지
PBA-B M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입
제품을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생산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료 준비 불필요
압력 구동 시료 주입 및 자동 CO2 보정 덕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료 준비는 이제 옛말입니다.

기존 시스템

PBA-B M

저온 시료 가열

5분

(시료 컨디셔너 옵션 사용 시)

시료 기체 제거 및 여과

5분

필요 없음

알코올 및 밀도

4분

CO2

2분

O2(옵션)

2분

pH(옵션)

2분

탁도(옵션)

2분

색상(옵션)

2분

총 시간

24분

불필요

4분

측정 시간
증가 없음

4분

사양
시스템
0 %v/v ~ 12 %v/v

터치스크린

10.4인치 TFT PCAP 터치스크린 640 x 480픽셀

원추출물

0 °Plato ~ 30 °Plato

메모리

카메라 사진 포함/불포함 1,000개 측정 값

추출물 함량

0 %w/w ~ 20 %w/w

밀도

0 g/cm3 ~ 3 g/cm3

인터페이스

4 x USB(2.0 최대 속도), 1 x 이더넷(100Mbit), 1 x CAN 버스,
1 x RS-232, 1 x VGA

색상(옵션)

0 EBC ~ 120 EBC

RS-232 프린터 설정

인터페이스: RS-232 C,
전송 속도: 9,600, 패리티: 없음, 정지 비트: 1, 데이터 비트: 8

점도(옵션)

0.3 ~ 10,000 mPa.s

전압

AC 100 ~ 240 V, 50/60 Hz

pH(옵션)

0 pH ~ 14 pH

환경 조건(EN 61010)

실내 전용

탁도(옵션)

0 EBC ~ 100 EBC
(최대 200 EBC 값 표시)

실온

15 °C ~ 35 °C (59 °F ~ 95 °F)

알코올 함량

0.01 %v/v

원추출물

0.03 °Plato

대기 습도

추출물 함량

0.01 %w/w

비응축
20 °C,
25 °C,
30 °C,
35 °C,

밀도

0.00001 g/cm3(DMA™ 4500 M)
0.000001 g/cm3(DMA™ 5000 M)

오염도

2

과전압 카테고리

II

색상(옵션)

0.1 EBC

점도(옵션)

0.1 % *

pH(옵션)

0.02 pH(3 pH ~ 7 pH 범위)

탁도(옵션)

0.02 EBC

온도 제어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습도
습도
습도
습도(Alcolyzer Beer ME Heavy Duty만 해당)

-5 °C ~ 40 °C 범위에서 0.01 °C 반복성

시료 양

120 ~ 150mL

시료당 일반적인 측정 시간

3분 ~ 4분

가압 기체 공급

6 bar ± 0.5 bar(87 psi ± 7 psi), 상대 압력

* 자세한 내용은 Anton Paar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추가 사양 – PBA M

반복성

상대
상대
상대
상대

펠티에 온도계 내장

온도 제어, 탁도

측정 범위

90%
60%
45%
90%

670mm(26.4인치)

반복성

알코올 함량

440mm(17.3인치)

측정 범위

일반

알코올 함량

0 %v/v ~ 12 %v/v

원추출물

0 °Plato ~ 30 °Plato

CO2

0.01 g/L(0.005 vol.)

O2(옵션)

±2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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