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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필요시 Sinar 6070 BeanPro 수분 분석기를 

Sinar Technology에서 제공되는 교정샘플 

1900-6352(Calibration Sample 1900-6352)을 

사용하여 리셋하는 방법

중요노트: Sinar Technology에서 제공되는 교정샘플(calibration sample: part no. 1900-6352)은 

Sinar 의 정전용량 방식의 측정도구들을 확인하고 다시 교정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교하게 측정된 밀의 

샘플입니다. 샘플의 무게는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샘플의 어떠한 부분도 흘리거나 없애서 쓸모없게 만들

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정의 기반으로 교정 샘플들이 사용되므로 루틴을 확인 하십시오.

교정샘플(Calibration Sample)은 개봉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밀폐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잘 보관된다면, 

샘플은 일반적으로 사용에 따라 수명은 2~3개월 정도 됩니다.

이 정보는 Sinar 6070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위하여 본사

로 연락 해 주십시오.

180g 샘플을 사용한 기기 확인:

1. 기기를 켭니다.

2. 로딩호퍼를 사용하여 180g의 교정샘플(Calibration Sample)을 Sinar BeanPro로 부어놓고 
   호퍼를 제거합니다.

3. Up, Down 키로 "0 Reference"를 선택하고 Test를 누르십시오. 약 6초 후 결과가 표시됩니다.

4. H2O 결과는 샘플패킷에 나타나있는 정전용량값의 +/-0.5% 이내여야 합니다. g/l 값은 
   774 g/l (+/-6g/l) 이내여야 합니다. 두 결과 중 어떤 결과던지 오차범위를 벗어나며 
   기기는 교정(calibration)이 되지않은 것으로 뒷면에 나와있는 대로 기기를 
   재교정 (recalibrating)하는 과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5. 만약 결과들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예를들어 180g 테스트 샘플의 측정결과들의 
   편차가 +/-3 g/l 이상이거나 H2O 측정치가 0.5%이상이면, Sinar Technology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ode 0' 가 표시되거나 무게측정이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뒷면의 재교정(recalibration) 절차를 따라 재교

정(recalibration)하십시오.



Sinar 6070 BeanPro 

휴대용 기기를 재교정(recalibrate)하기 위한 

180g 밀샘플 (Part no. 1900-6352) 사용

Sinar Technology에서 제공되는 교정샘플 (calibration sample: part no. 1900-6352), 온도계, 

그리고 Sinar BeanPro와 함께 제공된 투명아크릴로 된 로딩호퍼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Sinar 6070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위

하여 본사로 연락 해 주십시오.

1. 기기를 켜십시오.

2. MODE키를 세번 누르십시오. 화면은 "Password required for higer modes"로 
   표시될 것입니다.

3. 비밀번호 226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화면에 "Bulk Density Menu 2"가 
   표시될 것입니다.

4. MODE키를 두번 누르면 "Hardware Menu Mode4"가 표시됩니다.

5. "Recal"(F2), "Full" (F2), Continue (F1)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6. 기기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과정을 수행하십시오.

7. 샘프 로딩호퍼를 이용하여 교정샘플(calibration sample)을 은색보울로 넣어주십시오.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0 으로 될때까지 기다리십시오.

8. "F"키들 이용하고 "Enter"를 눌러서 샘플패킷에 적힌 값 'Code 0' (capacitance or C0)을 
   입력해 주십시오.

9. 검정색 블럭 근처의 셀 앞쪽으로 곡물에 온도계를 꽂아 넣으십시오. 온도가 안정적으로 
   읽히면 "F"키와 ENTER를 이용하여 기기로 온도 수치를 입력하십시오.

10. 기기화면에 "Complete"가 표시될 때 까지 F2를 누른 상태로 있으십시오. 
    과정이 끝나면  Yes (F1)을 눌러서 하드웨어를 체크하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화면의 수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됩니다.

 M 180 (±1)       T X (±0.5)          C Y (±0.3)
 X = 온도계에 보여진 온도
 Y = 은박 샘플백에 표시된 정전용량 수치

11. 뒷면의 과정을 이용하여 분석기를 다시 테스트 합니다. 재교정(recalibration) 후 
    어떤 측정치이든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도움을 위하여 ㈜기센코리아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