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 시리즈

동점도계 시리즈

새로 선보이는 점도계!

고유한 기술

측정 원리

발전과 혁신, 고정밀 기술, 그리고 연구에 대한 열정, 이러한 가치들이 Anton
Paar를 정의합니다.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혁신적인 측정 원리를 바탕으로
제작된 구성품과 훌륭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Anton Paar의 품질
표준을 대변합니다. Anton Paar는 20년 넘게 석유 산업을 위한 점도 측정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강력한 선도적 기술을 바탕으로 SVM X001
시리즈는 점도계 분야를 다시 한 번 혁신했으며 최신 기술을 활용해
시중에서 가장 뛰어난 점도계를 제공합니다.

고정밀 SVM 점도계는 수정된 Couette
측정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밀도 셀과
점도 셀로 구성됩니다. 소형 점도 측정
셀에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튜브가
들어 있으며, 이 튜브는 시료 유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석이 내장된 측정
로터는 시료에서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시료의 전단력이 로터를 회전시키는
한편 로터의 자기력은 로터의 회전을
지연시킵니다. 측정이 시작되면 곧이어
로터가 평형 속도에 도달하여 유체의
점도로 변환합니다. 동점도는 시료의
절대 점도와 밀도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특허받은 모터 설계 덕분에 측정 셀에
도구 없이 접근할 수 있어 유지 관리
활동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한편
특허받은 혁신적인 FillingCheck™
기능이 실시간으로 밀도의 주입 품질을
모니터링하여 가장 정확한 점도 측정을
보장합니다.
고유한 측정 원리인 ASTM D7042에
따른 SVM은 윤활유 및 연료 산업의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다양한
표준에서 참조됩니다.
www.anton-paar.com/viscometer을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더 뛰어난 기능 – 간편하고 빠르며 정확한 SVM
모든 응용 분야를 위한 최고의 유연성

상당한 운영 비용 절감

SVM은 단일 측정 셀로 전체 점도, 밀도 및 온도 범위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모세관을 변경할 필요 없이 매우
다양한 시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0°C/
분으로 빠르게 온도가 변화하여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
걸쳐 시료의 특성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적화된 측정 셀 설계 덕분에 SVM은 시료 및 세척액이
불과 1.5mL 정도만 필요합니다.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평균 에너지 소비는 50W로, 기존의 모세관
측정 시스템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단일 시료에서 다양한 파라미터 측정
SVM은 한 번의 시료 주입으로 동점도 및 절대 점도
(ASTM D7042), 밀도(ASTM D4052), 점도 지수
(ASTM D2270), API 등급(API 2540)과 같은 시료의
여러 파라미터를 제공하므로 측정을 여러 번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ASTM에 따른 바이어스 보정 D445 결과
여러 시료(예: 제트 연료, 디젤 및 바이오 디젤, 조제유,
잔류 오일)에 대한 ASTM 바이어스 규정이 구현되어
스마트 동점도계의 모든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D445 결과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장비 불필요
SVM은 실험실에서 독립형, 공간 절약형 장비로
완벽하게 기능합니다. 내장 PC는 측정에 필요한 모든
계산을 제공하고 펠티에 온도계 기술이 내장되어 있어
액체 수조 및 카운터 쿨러 없이 온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작업 용이성
SVM은 간편하게 15개 측정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장비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시료를 간단히 주입 후 측정 시작
FillingCheck™는 주입 오류를 감지하여 시료 처리를
간편하게 해줍니다. SVM 시리즈 스마트 점도계에는
파손되지 않는 유리 모세관이 있으며 유지 관리가
최소한으로만 필요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더 편리하게 해줍니다.

SVM 3001 — 뛰어나며 넓은 측정 범위와 유연성을
보장하는 점도계

SVM 2001 — 가장 경제적인 동점도계
디젤

연료(디젤, 제트, 선박용,
바이오연료)

연료 오일

왁스

중유

윤활유

윤활유

원유

사용 중 오일

중질 원유

첨가제

사용 중 오일

화학물질

ASTM D396, D975, D3699, D6158, D6823, D7467, D8029 및 그 외 여러 표준 완벽 준수
SVM 2001

-

경제적인 가격대에서 적은 노력으로 ASTM 준수, 자동 점도 측정
온도 범위 +15°C~+100°C
누출 또는 파손 없는 간편한 처리
도구 없이 측정 셀에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한 세척
적은 시료, 용매 및 에너지 소비 덕분에 최고의 경제적 효율성
즉시 측정 가능

ASTM D396, ASTM D975, ASTM D1655, D2880, D3699, D6158, D6751, D6823 및 그 외 표준 준수
SVM 3001

-

하나의 장비로 제트 연료에서 왁스에 이르는 모든 시료 처리
모세관 변경 불필요
-60°C에서 +135°C까지의 가장 폭넓은 온도 범위
외부 역냉각 없이 -20°C까지 냉각
최대 20°C/분의 빠른 가열/냉각 속도
시료의 온도 거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빠른 온도 스캔
시료를 적절하게 채우지 못하여 발생하는 기포 감지를 위한 FillingCheck™(ASTM D4052의
요구에 따름)

SVM 3001 Cold Properties — 저온 분야를 위한
올인원 솔루션

SVM 4001 — “듀얼 셀 강점” 경험

디젤

윤활유

제트 연료

베이스 스톡

윤활유

사용 중 오일

항공
유압유

유압유

바이오디젤

연료 오일

브레이크액

중유

첨가제

조제유

ASTM D1655, D2880, D7566, DEF STAN 91-091, AFQRJOS, D396, D975, EN ISO 16896 및 그 외
여러 표준 준수
SVM 3001 Cold Properties

- 한 번의 측정으로 동점도, 밀도, 운점 및 어는점 측정
- 항공기 엔진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12cSt('점도 경계 온도')에서 온도 측정
- 뛰어난 온도 성능
› 역냉각 없이 -20°C까지 냉각
› -60°C까지 메탄올 없는 냉각
- 연료의 펌프 능력 거동에 대한 빠른 온도 스캔
- 실험 간에 재가열 없이 영하 조건에서 바로 세척과 건조

ASTM D6158, D6823, D7467, D8029, D396, D975, D3699, 및 그 외 여러 표준 준수
SVM 4001

- 가장 적은 시료량으로 ASTM D2270에 따라 가장 빠르게 점도 지수(VI) 측정
- +15°C~+100°C 사이 임의의 두 가지 온도에서 동점도 및 밀도를 동시 측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듀얼 셀 설계. 예:
› 40°C와 100°C에서 기유 및 윤활유 혼합물의 점도 지수
› 50°C와 100°C에서 중유의 점도
› 15°C에서 연료유 밀도, 40°C에서 점도
- ASTM D341에 따른 편리한 점도-온도 외삽법

까다로운 테스트를 위한 솔루션

사양
SVM 2001
특허 승인
온도 범위

저온 측정 기능 향상
- 시료의 응결 및 오염을 방지하는 공기 전처리 키트
- 자동 시료 주입기로 최적화된 워크플로

생산성 극대화로 사용 중 오일 측정 가능
- SVM 2001은 가장 낮은 운영비로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점도를
측정하는 데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 사용 중 오일에서 강자성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가열 자기 입자
트랩(MTP)

-60 °C~+135 °C

-60 °C~+100 °C

점도 범위

0.2mm²/s ~ 30 000mm²/s

밀도 범위

0.6 g/cm³ ~ 3g/cm³

+15 °C~+100 °C

점도 반복성**

0.1 %

0.1 %

0.1 %

0.1 %

점도 재현성**

0.35 %

0.35 %

0.35 %

0.35 %

밀도 반복성**

0.0002 g/cm³

0.00005 g/cm³

0.00005 g/cm³

0.00005 g/cm³

밀도 재현성**

0.0005 g/cm³

0.0001 g/cm³

0.0001 g/cm³

0.0001 g/cm³

운점/어는점 반복성**

<0.5 °C / <0.5 °C

운점/어는점 재현성**

<2.5 °C / <1.3 °C

온도 반복성

0.005 °C(0.009 °F)

온도 재현성

15°C~100°C에서
0.03°C(0.054°F)

15°C~100°C에서
0.03°C(0.054°F)
이 범위 외 0.05 °C(0.09
°F)

15°C~100°C에서
0.03°C(0.054°F)
이 온도 범위 외에서는
0.05°C(0.09°F)

15°C~100°C에서
0.03°C(0.054°F)

테스트 방법

ASTM D7042, ISO 23581,
EN 16896

ASTM D7042, ISO 23581,
EN 16896, ASTM D4052,
ISO 12185

ASTM D7042, ISO 23581,
EN 16896, ASTM D4052,
ISO 12185, ASTM D2386
동등 이상, ASTM D2500
동등 이상

ASTM D7042, ISO 23581,
EN 16896, ASTM D4052,
ISO 12185

시료량 min./typical

1.5mL/5mL

1.5mL/5mL

1.5mL/5mL

2.5mL/6mL

용매 양 min./typical

1.5mL/6mL

1.5mL/6mL

1.5mL/6mL

2.5mL/10mL

항온을 위한 설계

넓은 범위에서의 고속 가열/
냉각을 위한 설계

넓은 범위에서의 고속 가열/
냉각을 위한 설계

범위 내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설계

Peltier 온도 조절

시간당 30개 시료

데이터 메모리

터치스크린, 키보드(옵션), 마우스, 2D 바코드 판독기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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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공급 장치

AC 100V ~ 240V, 50Hz ~ 60Hz, 250VA(최대)

대기 조건
순중량/배송 중량

시간당 24개 시료

1000개 측정 결과

HID(Human Interface Device)

시료 파악: 탄소 유형 구성 확인
- SVM과 Anton Paar의 Abbemat 시리즈 굴절계를 결합하여 각각
ASTM D2140 및 D3238에 따라 탄소 유형 구성 및 탄소 분포를
측정
- 모든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몇 분 안에 SVM의 화면에 표시됨
- 한 번의 턴키 설정으로 모든 테스트가 수행되므로 시료 주입 및
세척이 편리함

SVM 4001

AT5160588(B1), US10036695(B2), CN105424556, AT516302(B1), CN105628550
+15 °C~+100 °C

최대 시료 처리량

고점도 시료를 간단하게 측정
- 왁스, 연료유 또는 중유와 같은 높은 용융점 또는 유동점을 지닌
시료를 손쉽게 측정하기 위한 고온 주입 부속 장치(SVM 2001 및
SVM 3001에 사용 가능)
- 대체 제품: 자동화 단일 시료 주입 및 세척을 위한 Xsample 610
가열식 자동 시료 주입기 또는 최대 36개 시료와 최대 95°C
온도에서 측정하는 Xsample 630(SVM 2001, SVM 3001 및
SVM 4001에 사용 가능)

SVM 3001 Cold Properties

SVM 3001

15°C~35°C(59°F~95°F), 최대 80 % 상대 습도, 비응축
15.9 kg/20.5 kg

17.6 kg/22.2 kg

크기(W x D x H)

18.0 kg/22.6 kg

17.8 kg/22.4 kg

33 cm x 51 cm x 23.1 cm (13 in x 20 in x 9.1 in)

규정 준수

CE 마크, EMC directive EN 61326-1, LV directive EN 61010-1, RoHS

표준 제공품에 포함

- 동점도
- 절대 점도
- 밀도

-

옵션

- 자동 VI 측정
- 시료 교환기, 가열식
- 시료 교환기, 비 가열식

- Abbemat 굴절계와 모듈식
결합
- 화학 업그레이드 키트
- 시료 교환기, 가열식
- 시료 교환기, 비 가열식
- 역냉각

자동 VI 측정
API 계산
온도 스캔
시간 스캔
FillingCheck™
동점도
절대 점도
밀도

* 화학 업그레이드 키트가 있는 경우 점도 범위는 1 ~ 10 000 mPa·s입니다.
** 작업 조정 또는 교정 보정 시 증명되었으며, 표준의 불확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업 조정 범위 내의 이상적인 측정 및 시료 조건에서 유효합니다.
SVM(EM13411996), Stabinger Viscometer(WO1232458, EM12708863), FillingCheck(EM006834725)

- 운점
- 어는점
- 온도 @ 12 mm²/s(동점도
경계 온도: KVBT)
- 어는점 이상 표준(SFP)
- 자동 VI 측정
- API 계산
- 온도 스캔
- 시간 스캔
- FillingCheck™
- 동점도
- 절대 점도
- 밀도

- 범위 내 두 가지의 다른
온도에서 동시 동점도 및
밀도
- 자동 VI 측정
- API 계산
- 온도 스캔
- 시간 스캔
- FillingCheck™
- 동점도
- 절대 점도
- 밀도

- 시료 교환기, 비 가열식
- 역냉각

- Abbemat 굴절계와 모듈식
결합
- 시료 교환기, 가열식
- 시료 교환기, 비 가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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