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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귀사� 제품에� 대해� 무료� 데모� 테스트

를� 의뢰해� 보십시요�.� 

�h�t�t�p�:�/�/�w�w�w�.�m�y�w�e�s�t�t�e�c�h�.�c�o�m�/

�c�o�n�t�a�c�t�-�u�s�/� 

귀사의� 가장�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

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w�w�w�.�m�y�w�e�s�t�t�e�c�h�.�c�o�m� 

팀� 전체를� 고려한� 설계

테스터에� 탑재된� 다양한� 기능을� 

통해� 교육� 시간을� 줄이고� 기술을� 

용이하게� 채택하며� 유지� 관리를�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사이클� 타임과� 간단한� 프로

그래밍으로� 최대� 생산� 처리량을� 

촉진하고� 복잡한� 테스트� 요구� 사

항을� 수용합니다�.

자가� 진단은� 테스터의� 상태에� 대

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향상된�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및� 직관적� 
인� 메뉴� 시스템은� 광범위한� 데이터� 및� 보고
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향상된� 분석�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거� 추세를� 추적하고�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프로세스� 저하를� 인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별� 암호� 또는� 계층별� 사용자� 인증과� 같은� 

고급� 보안� 기능은� 산업�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적인� 리크� 및� 플로우� 시험의� 선두주자

mD

사용자� 경험 보안

업계�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

족하는� 보안� 기능

개별� 암호와� 계층별� 암호가� 제공

되는� 사용자� 인증

액세스� 레벨에� 대한� 권한� 부여는� 

어플리케이션�,� 테스터� 또는� � � � �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내의� � � � � � 

사용자� 또는� 사용자� 레벨에� 따라� � � � � � � � �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변경� 사항을� 기록하

고� 모니터링� 할� 수� 있으므로� �2�1� 

�C�F�R� �P�a�r�t� �1�1� �(미국�)�,� �M�H�R�A� �/� 

�E�U� �A�n�n�e�x� �1�1� 및� 기타� 표준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for good meas  re

�U�s�o�n에서는� 고객과� 긴밀하

게� 협력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찰력과� 첨단� 기술

에� 대한� 지식을� 결합하여� 고

객과� 해당� 산업의� 향후� 요구

를� 예측합니다�.

�U�s�o�n의� 경험이� 풍부한� 숙련

된� 엔지니어는� 각� 고객이� 테

스트� 속도�,� 민감도� 및� 반복성

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합니

다�.� 의료기기�,� 자동차�,� 의약

품�,� 의료� 포장� 산업� 등을� 위

한� 자동� 리크� 테스트� 장비의� 

선구자로서� �U�s�o�n은� 세계� 어

느� 회사보다� 이러한� 전문� 분

야에서� 더� 많은� 경험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기� 업계� 최대의� 리크� 

테스터� 설치� 기반을� 갖춘� 

�U�s�o�n은� 세계� 유수의� 제조업

체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표

준에� 따라� 리크� 테스터와� 액

세서리를� 제작합니다�.� 이� 타

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험과� 

전문지식은� 글로벌� 영업� 및� 

지원에� 의해� 보완됩니다�.

양질의� 제품과� 애프터서비스

를� 기대해� 주십시오�.

SprintmD는�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최적화� 할� 수� 있도

록� 일관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재구성� 된� 터치� 스크린은�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합격�,� 

불합격�,� 최소�,� 최대� 및� 표준� 편차�,� 과거의� 그래프� 및� 차트와� 같은� 통계에서� 

�S�p�r�i�n�t� �m�D는�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프로세스를�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 품질 및 성능

손끝의� 정보로� 제어되는� 프로세

스�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프로세스� 

성능� 저하를� 나타내는� 과거� 추

세를� 인지하고� 수동� 추적에� 일

반적인� 기록� 오류를� 줄일� 수� 있

습니다�.

데이터� 수집�,� 보관� 및� 보고� 기능

을� 통해� 변경� 사항을보다� 쉽게� 

처리하고� 데이터를� 검색하여� 품

질� 시스템을� 지원하고� 프로세스

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

니다�.

내장� 된� 필드버스와� 확장된� 디지털� 

�I�/�O는� 프로그램을� 쉽게� 제어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리크� 및� 플로우� 테스트를� 위한� 

최고의�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

성능� 및� 반복성은� 재설계된� 블

록� 매니폴드� 및� 저전력� 밸브를� 

통해� 달성되며�,� 이� 밸브는� 누설

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현장� 

시간� 반복성과� 민감도를� 개선

하며�,� 데드� 볼륨을� 줄입니다�.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친화적

인� 디자인으로�,� 최대� �4개의� 채

널을� 동시에� 사용하여� 다양한� 

테스트�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주�)웨스텍� �/� 유손� 한국� 총판� � � � �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7길

�1�6�-�2�6� �(우�.� �3�9�8�7�0�)

전화�:� �+�8�2�-�5�4�-�9�7�2�-�6�7�6�7

팩스�:� �+�8�2�-�5�4�-�9�7�2�-�6�7�6�0

이메일�:� 

�m�y�w�e�s�t�t�e�c�h�@�g�m�a�i�l�.�c�o�m

Uson L.P.

8640 N. Eldridge Parkway

Houston, TX 77041

USA

Phone: +1-281-671-2000

Fax: +1-281-671-2001

www.uson.com

Uson China

Room 601, 567 Lan Gao Road

Shanghai, 200333

P.R. China

Main: 021-583 65859       
021-583 59187

Fax:   021-583 59185

021-337 73559

www.uson.com.cn

Uson Ltd.

Western Way

Bury St. Edmunds

Suffolk, IP33 3SP

United Kingdom

Phone: +44-1284-760606

Fax: +44-1284-763049

SPRINTmD 사양 

모델 스프린트�m�D� �(�T�y�p�e�-�S�,� �T�y�p�e�-�C�)

설명 다기능�,� 맞춤� 구성� 가능한� 누설� 및� 유량� 시험기

인클로져� 크기� 콤팩트� 사이즈�:� �1�0�.�5”� �(�H�)� �x� �1�0”� �(�W�)� �x� �1�2”� �(�D�)

무게 �1�5� �t�o� �2�2� �l�b�s�(�6�.�8�~�1�0�K�g�)�,� 구성에� 따라� 상이

공압 통합� 및� 구성� 가능

테스트� 포트 표준�:� �N�P�T�,� �B�S�P� �(요청에� 따라� 다른� 인터페이스� 구성� 가능�)�,� � � � � � � � 

전면� 또는� 후면

커플� 포트 �2� 또는� �4�,� �3�-방향� 공압� 커플� 포트� 사용� 가능

리크� 측정 계산된� 유량� 또는� 델타� 압력

압력� 범위 표준�:� 진공�~�7�5�0� �p�s�i� 

� 정확도� �(압력�) �0�.�2�5� �T�O� �0�.�5�0�%�F�S� �(압력� 범위� 의존�)

압력� 분해능 고해상도� 압력� 측정을� 위한� �2�4비트� �A�D�C

유량� 범위 표준�:� 분당� 최대� �2�0리터

정확도� �(유량�) �1�.�0�%� �F�u�l�l� �S�c�a�l�e

테스트� 종류 �P�r�e�s�s�u�r�e� �D�e�c�a�y�;� �S�e�a�l�e�d� �C�o�m�p�o�n�e�n�t�;� �V�o�l�u�m�e� �V�e�r�i�f�i�c�a�t�i�o�n�;� 

�I�n�t�e�r�-�L�u�m�e�n� �D�e�c�a�y�;� �V�a�c�u�u�m� �D�e�c�a�y�;� �O�c�c�l�u�s�i�o�n�;� �B�a�c�k�-

�P�r�e�s�s�u�r�e�;� �S�e�a�l� �C�r�e�e�p�;� �B�u�r�s�t�;� �C�r�a�c�k�;� �F�a�s�t� �F�l�u�s�h� �D�e�v�i�c�e

구성� 및� 포트 동시� �:� �2�,� �4
채널순차� �:� �1�,� �2�,� �3�,� �4� 채널

디스플레이 풍부한� 대시보드� 스타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8�.�5인치� 컬

러� 터치� 스크린� �L�C�D

플랫폼 안정적인�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를� 갖춘� 고속� 쿼드� 코어� �C�P�U

언어 표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중국

어�,� 한국어�,� 일본어

프로그램� 수 �1�2�7

단위 유량에서부터� 측정의� 압력� 단위까지� 사용자� 선택� 가능

데이터� 수집 �U�S�B�/�E�t�h�e�r�n�e�t�/�R�S�-�2�3�2

프린터� 지원 로컬� 프린터�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로컬� 인증�,� 감사� 로그�,� 테스트� 설정�,� 통계�,� 실시간� 데이터�,� 자가� 테

스트� 진단

디지털� �I�/�O �1�6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입력�/출력

개별� �P�L�C� 인터페이스 �B�C�D� 프로그램� 선택�,� 시작�,� 중단

필드버스 표준�:� �M�o�d�b�u�s� �R�T�U

확장�:� 이더넷�/�I�P�,� �P�r�o�f�i�n�e�t�,� �P�r�o�f�i�b�u�s�,� 요청에� 의해� 지원되는� 

기타� 프로토콜

통신 �U�S�B�,� 이더넷�,� �R�S� �2�3�2� 및� 바코드� 지원

파워� 서플라이 �2�4� �V�D�C� �9�0� �~� �2�6�4� �V�A�C� �4�7� �~� �6�3� �H�z� 전원� �(자동� 감지�,� 다중� 전

압� 전원� 공급� 장치�)

인증� 규격 �F�C�C�,� �C�E�,� �R�o�H�S� �I�I� 준수

교정 �N�I�S�T� �T�r�a�c�e�a�b�l�e�,� �I�S�O� �1�7�0�2�5� �a�v�a�i�l�a�b�l�e

옵션 원격� 시작� �/� 정지� 버튼� �(펜던트�)�,� 리크� 마스터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해�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w�w�w�.�m�y�w�e�s�t�t�e�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