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틀러 토레도 
솔루션과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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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

R&D 실험실 품질 관리 실험실

확장 및 생산

R&D 실험실

당사의 정밀 측정기는 전세계 
연구 및 품질 관리 실험실의 
기본입니다. 고성능 계량 솔루
션은 견고한 R&D 결과를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파이펫은 
생명 과학 연구를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열 분석 측정기는 
재료와 열거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동 화학 솔
루션은 새로운 화학물질 개발
을 가속화합니다. 

품질 관리 실험실 

품질 관리는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측정은 물론 우수한 데
이터 관리가 좌우합니다. 당사
의 분석 저울, 적정기, pH 측
정기, 밀도계, 굴절계, 융점 측
정기 및 파이펫을 각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설정할 
수 있고 전체 품질 관리 실험
실에 완전 문서화된 작업 흐
름을 제공합니다. 

확장 및 생산

pH 및 산소 측정, 물 전도도 
및 저항을 비롯한 총 유기탄
소와 같이 중요 액체 분석 파
라미터용 센서를 사용하여 제
약, 생명 공학 및 다양한 회사
가 지속적으로 제품 품질을 보
장하고 규제 표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트랜스미터 
및 연결 솔루션은 효율적이고 
유연한 데이터 수집과 제어 시
스템 통합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가치 전반에 걸친
솔루션 제공

솔
루
션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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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식품 소매

포장생산 및 충진

물류

당사의 차량 스케일 시스템은 
최고의 정확도를 제공하고 독
특한 설계 및 원격 진단 능력
으로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
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송
관리를 위한 이동 중 계량, 치
수 파악 및 식별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처리량을 높일 수 있
습니다. 

생산 및 충진

메틀러 토레도는 다양한 크
기와 형태의 산업용 스케일, 
터미널 및 소프트웨어를 제
공하여 제조 공정을 제어 및 
모니터링합니다. 조제, 계수 
그리고 기타 많은 어플리케이
션용 전문 솔루션이 생산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데 도
움을 줍니다. 

포장

제품 검사 솔루션은 제품 품
질, 안전성 및 무결성 등 모든 
면에서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사의 금속 검출, 중
량 선별, X-Ray 및 비전 검사
용 시스템은 제품 품질이 유지
되고, 산업 표준을 준수하며, 
고객과 브랜드가 보호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식품 소매

소매업체의 입고 도크에서 검
사 카운터까지 계량, 포장, 가
격 표시, 랩 포장 및 라벨 부
착 솔루션으로 신선 식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스케
일은 매장 내 마케팅, 신선 식
품 관리, 홍보 및 기타 작업을 
크게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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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D

 실
험
실 연구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분석

연구 개발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경우, 가능한 것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METTLER TOLEDO는 연구활동을 빠르고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고정밀 측정도구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
합니다. 초고속 물질 분석에서 초정밀 계량, 완전 자동화 유기 합성 및 
인체공학적 액체 취급까지 현대 과학자를 위한 필수 실험장비들을 제
공합니다.

EasyMax 및 ReactIR으로 효율적
인 유기 합성
당사의 솔루션은 과학자가 새로
운 제품에 대한 현실적인 합성 
경로를 발명하는 데 도움을 주어 
화학 산업의 혁신적인 작업을 가
능하게 합니다. 다양한 잠재 경
로, 시작 물질, 구성요소 및 반
응 조건을 신속히 평가하여 화학
자는 원하는 양의 목표 합성물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Flash DSC로 고성능 열분석 

서로 다른 온도에서 물질 특성화
를 위한 다양한 열 분석 계측기
를 제공합니다. 최신 Flash DSC 
측정기는 분당 최대 240만 도의 
고속 가열로 효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화 반응속도 연
구에 이상적입니다. 

화학 합성 및  
반응 분석

다양한 물질 특성화 인체 공학적  
수동 액체 취급

손쉬운 파이펫 작업을 위한  
LTS 기술
파이펫 작업은 실험실에서 가장 
반복적인 작업이며 피로와 부상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 파
이펫의 특허 받은 LiteTouch 시스
템은 파이펫 팁을 분출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최소화하여 파이펫 
작업이 보다 쉬우며 손의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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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고정밀 계량

초정밀 신속 계량
당사의 분석 및 마이크로 저울은 최고의 
계량 성능과 최저 해독도 0.0001 mg을 제
공합니다. 극소량을 계량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샘플이 매우 비싼 경우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www.mt.com/balances

R&D 실험실  
솔루션 

분석 저울
pH 측정기
파이펫
UV/VIS 분광 광도계 
열 분석 측정기
융점 분석기
현장 FTIR 반응 분석
합성 워크스테이션
반응 열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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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
리

 실
험
실

 

품질 관리를 위한 
결과 효율성

대부분의 품질관리 실험실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효율적으로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METTLER TOLEDO는 뛰어난 결과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객 요건에 완벽히 적용되고 운영을 보다 쉽게 만
들며 완벽한 SOP 및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계량

ErgoClips 및 SmartGrid가 계량 
공정에 속도를 더합니다.
당사의 분석 저울은 신뢰성이 높
은 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안전한 작동에서도 우
수합니다. 예를 들어 ErgoClip은 
거의 모든 형태의 용기를 계량하
는 데 도움을 주고, SmartSens로 
오염방지를 위한 드래프트 쉴드
를 만지지 않고도 저울을 열수 있
으며, SmartGrid로 계량과 저울 세
척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정, 밀도, 굴절률, pH 등에 대
한 원할한 작업 흐름 
동일 샘플의 멀티파라미터를 측
정해야 합니다. 당사의 밀도 및 
굴절계는 pH 및 적정 솔루션에 
완벽히 통합되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작업 시스템을 제공합니
다. One Click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 작업이 쉽고 사용자 간섭이 
크게 줄어 듭니다.

효율적인  
멀티파라미터 측정

LabX 소프트웨어는 규정을 준수
하고 보고를 강화합니다.
당사의 LabX 소프트웨어 솔루션
은 모든 방법/SOP 추적에 도움을 
주고 이들이 서로 다른 측정기에
서 정확히 실행되게 합니다. 또한 
LabX는 규정 준수를 완벽히 지원
하고 포괄적인 데이터 분석은 물
론 간편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완벽한 데이터 투명성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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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 실험실  
솔루션 

자동 적정기
분석 저울
정밀 저울
밀도계와 굴절계
수분 분석기
융점/적점 분석기 
UV/VIS 분광 광도계
pH 측정기
파이펫

One Click 자동화

생산성 증가 및 작업 흐름 단순화
One Click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모듈형 자동화 
솔루션 덕택에 적정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작업자는 
샘플을 놓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www.mt.com/one-click-t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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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장

 및
 생
산 생산을 위한 

분석 유연성

기체 분석 솔루션

안전성 및 공정 제어
많은 공정에서 폭발 또는 제품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
체 측정이 중요합니다. METTLER 
TOLEDO는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
성 및 견고함이 뛰어나서 유지보
수가 적은 현장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수질 보장
많은 제약, 발전 및 마이크로전자 
공정에서 물의 순도는 매우 중요
합니다. METTLER TOLEDO의 pH, 
산소, 오존 및 총유기탄소 센서 
포트폴리오는 지속적인 실시간 
수질 보장을 제공하여 엄격한 규
제 준수를 충족합니다.

순수 및 초순수 분석 
솔루션

METTLER TOLEDO는 액체 산업 공정, 기체 분석 측정 어플리케이션 및 순수/
초순수 어플리케이션의 측정 및 제어용으로 견고한 고성능 솔루션을 개발 및 
제조합니다. 당사의 시스템은 pH, 전도도, 용존 산소 및 기체 산소, 미생물 
오염, 그리고 TOC를 비롯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포함합니다. 향상된 생산성, 
공정 신뢰성 및 안전성을 위한 지능형 센서 및 트랜스미터 솔루션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정 가동 시간 증가
ISM(지능형 센서 관리)이 장착된 
인라인 pH, 산소, 이산화탄소, 탁
도 및 전도도 센서는 보다 정확
하게 측정하고, 트랜스미터와 보
다 안정적으로 통신하며, 산업 
특화 요건에 맞춰 제작됐습니다. 
또한 ISM의 예측 유지보수 기능
은 공정 가동 시간과 수율을 증
가시킵니다.

액체 공정 분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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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지능형 센서 관리)  
및 멀티파라미터 트랜스미터

미래의 측정 시스템이 여기에 있습니다.
METTLER TOLEDO는 앞으로 오랫동안 고객 요건
을 충족하도록 ISM(지능형 센서 관리)을 개발했
습니다. ISM은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성능, 신뢰성 및 유지보수의 장점을 제공하는 센
서 및 트랜스미터용 디지털 기술입니다. 멀티파
라미터 트랜스미터는 모든 공정 및 파라미터에 
대해 하나의 트랜스미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여 재고를 줄이며 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www.mt.com/pro

확장 및 생산용 솔루션

인라인 분석 센서
트랜스미터
공정 하우징
세척 / 교정 시스템
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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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및
 충
진

최고의 정확도가 제품 품질을 
개선합니다.
중대형 용기, 드럼 또는 바이알
을 채울 때 매우 빠르고 정확하
며 반복 가능한 결과를 제공합
니다. 반복된 교반 후에도 연중
무휴 일정한 혼합물을 가동 중
단 또는 정지 없이 제공합니다. 
METTLER TOLEDO의 배치 솔루션
은 일정하고 빠른 혼합물을 보
장합니다. 유연성과 확장성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어플리케
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킵
니다.
메틀러 토레도의 방폭 지역 솔
루션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다양한 본질 안전 계량 
시스템은 다양한 크기, 형태, 용
량의 계량에 적합합니다. 또한, 
최신 위생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세척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충진 및 배치 
솔루션

위험한 계량 및  
규정 준수 

계량 모듈  
및 로드 셀

우수한 계량 성능과 손쉬운  
통합
로드 셀, 계량 센서 및 계량 모듈
은 탱크 및 사일로 계량, 컨베이
어 계량 및 공정 제어와 같은 산
업 계량 솔루션의 핵심 구성요소
입니다. METTLER TOLEDO는 기본 
스케일 어플케이션에서 고속 이
동 계량까지 세계적인 품질 및 안
전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로드 셀, 계량 모듈, 트랜스미터 
및 터미널을 제공합니다.

METTLER TOLEDO의 산업 솔루션 및 서비스는 생산 라인 최종 제품 검사  
및 물류용 솔루션으로 입고부터 선적까지 운영을 최적화합니다. 공정을 최적
화하여 최대 효율성과 신뢰성을 달성합니다. 그 결과 제품 품질 향상, 공정 
가속화 및 자동화, 생산성 증가 그리고 규정 준수가 달성됩니다. 

생산 및 충진용
포괄적인 계량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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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솔루션  

벤치 스케일
소형 스케일
계수 스케일
바닥형, 팔레트형,  
저 측면형 스케일
초과/미달 중량선별기
방폭 지역 솔루션
계량 모듈 및 로드 셀 
터미널/표시기/제어기

산업용 스케일

제품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및 규정 준수
고객 공정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강력한 
초점으로 당사는 모든 산업 환경 및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다양한 스케일을 
제공합니다. 

 www.mt.com/industrial

생산 및 충진용
포괄적인 계량 솔루션



CI Vision, acquired last year, successfully expanded our 
product inspection offering with in-line vision inspection. The 
equipment allows customers to inspect containers at high 
speeds by taking a photo and then analyzing the image to 
detect defects, improper labeling and incorrect filling. We are 
growing this business with our global distribution and appli-
cation know-how. 

Strategic Acquisitions
for Customer Bran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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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장

금속 검출 또는 X-Ray 검사 기술
에 상관 없이 Safeline 이물 검사 
시스템은 제품 안전성 보장에 도
움을 줍니다.
X-Ray 검사 시스템은 또한 다양
한 인라인 품질 검사를 실시하
여 제품 및 포장 완전성을 보장
합니다. 이 제품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제품 품질을 제공합니다.

금속 검출 및  
X-Ray 검사 

비전 검사

비전 검사 시스템은 제품이 제조
업체의 정확한 품질 표준과 규격
을 일관되게 충족하도록 합니다. 
CI-Vision 시스템으로 다양한 포
장 및 제품 검사가 가능하여 언
제나 완벽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
공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약 포장 
라인에서 바코드 표시 작업과 광
학 검사 장비에 대한 포괄적인 솔
루션을 제공합니다.

포장 제품 안전성  
보장

METTLER TOLEDO 독립형 또는 완전 통합 제품 검사 시스템을 
제공하여 오늘날 제조 요건의 문제를 대응합니다. 당사의 솔
루션은 제품 품질, 안전성 및 무결성을 모든 면에서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합 제품 검사 모니터링이 가
능하여 생산성, 제품 품질, 보안 
및 명확성이 ProdX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집약됩니다. 중요 관
리 지점이 완벽히 관리되어 고
객과 귀하의 명성을 보호합니다. 
ProdX는 성능을 지속적으로 감
시하여 제품 검사가 매일 최적
의 시간에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중앙 제품 검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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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솔루션 

금속 검출
X-Ray 검사
중량 선별
비전 검사
추적
바코드 표시

중량 선별

Garvens 중량 선별 시스템은 100% 품질 관리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또는 사용자 지정 제품 검사 시스템
은 각 제조업체의 특정한 어플리케이션과 환경
에 맞게 제작됩니다. 품질 표준을 충족하고 산업 
규제 준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www.mt.co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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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류

추적 가능 및 안전
METTLER TOLEDO 재고 관리 시스
템은 모든 물체의 치수, 중량 및 
ID를 자동 수집하여 공급망의 모
든 단계에서 완벽한 재고 관리를 
제공합니다.
계량은 또한 탱크, 사일로 및 호
퍼의 정확한 재고 관리용입니다. 
탱크 모양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스스로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제품에도 완벽하게 대응됩니다. 
계량 모듈은 탱크 외부에 위치하
여 탱크 내부에 저장된 위험하거
나 뜨거워서 다루기 어려운 물질
과는 접촉되지 않습니다.

수익 보호
터미널 효율과 수익성을 
최적화하는 데 완벽한 데이 
터 프로필이 핵심입니다. 
METTLER TOLEDO의 치수 측정, 
계량 및 식별 솔루션은 최고의 
판독 속도와 최대의 수익 
창출을 위해 모양, 크기 또는 
표면에 관계 없이 정확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재고 관리 빠르고 정확한 측정 가동 시간 개선

정확성과 신뢰성 
까다로운 환경의 트럭 스케일에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과 계량 오
류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
사의 POWERCELL PDX 로드 셀 네
트워크는 가동 중단과 스케일 오
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원인을 
제거합니다. 이 독특한 기술은 정
확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생산 
성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수익을 보장합니다.

속도, 가동 시간 및 정확도는 모든 터미널, 창고 또는 물류 작업의 핵심입
니다. METTLER TOLEDO 계량, 치수 측정 및 식별 솔루션은 모든 조건에서 
견고하고 정확하며 최고의 운영 효율과 판독 속도를 제공합니다.

운송 및 물류용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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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및 물류  
솔루션 

지게차 스케일
트럭 스케일
철도 스케일
항공 화물 스케일
우편 응용 분야
팔레트/소포 치수 측정
재고 관리 시스템

치수 측정, 계량 및 식별

치수, 중량 및 ID 일괄 처리
중량, 치수 및 ID는 운송 및 물류 산업의 계획 및 송장 
발행에 있어서 기본 파라미터입니다. 당사의 솔루션은 
생산성과 정확도에 있어 자동화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수익을 개선합니다. 당사의 모든 시스템은 Weights and 
Measures의 승인을 받았으며 최대의 수익 보호 및 고객 
신뢰를 보장합니다.

 www.mt.com/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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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소
매

신선한 식품 품목은 점차 식품 소매 업체를위한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고객 충성도를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ERP 시스템
과의 완벽한 통합, 신속한 서비스 공정과 혁신적인 홍보 개념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당사의 미래 지향적 계량 솔루션은 신
선 식품 소매업체를 지속 가능한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유연하고 단순하며 효과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동 장비
에서 완전 자동화 솔루션까지 
신선한 식품을 빠르고 쉽게 포
장하고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
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 
또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메틀러 토레도의 저울은 인체공
학적이고 견고하며 육류 및 생
선에서 과일 및 채소까지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모든 종류의 식
품에 이상적인 계량 장치입니다. 
식품 카운터와 셀프 서비스 지
역에서 접촉 및 터치스크린 운
영을 제공하는 다양한 스케일을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포장 및  
라벨 부착

식품 계량 검사 계량

효율적이고 고객중심적이며 사용
자친화적인 당사의 검사용 스케
일과 POS 디스플레이는 모든 중
요 검사 분야에서 최고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속한 계량 및 POS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식품 소매용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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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매용  
솔루션

가격 라벨 부착  
포장 시스템
포장기
카운터 스케일
셀프 서비스 스케일
검사용 스케일
기본 스케일

매장에서의 상황적 마케팅

비주얼 머천다이징
브랜드 강화. 감정에 호소. 매출 최대화. 당사의 디지털 신호  
어플리케이션으로 카운터 화면과 셀프 서비스 스케일에서 고객
이 구매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고객의 관심을 잡으십시오. 

 www.mt.com/retail



Novel photovoltaic module technologies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an emission-free 
airplane and the successful 24-hour flight of a solar powered airplane is no longer just 
a vision! Solar cells offer a clean and sustainable source of power that demands high 
standards. Material studies are key features used in the constant improvement of module 
efficiency and lifetime where water analysis plays a major role.

Solar technology pioneer
The world of solar cells is a broad field with an immense potential for exploration and inno
vation. The world famous project ‘SOLAR Impulse’, which aims to pilot an airplane around 
the world solely powered by sunlight, is a challenging task waiting for realization. The official 

EPFL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 de Lausanne)
Pioneering work in  
solar technology

Karl Fischer C30

Enhance Solar Cell Lifetime
With Automated Titr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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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biggest challenge for weighing instruments is weighing small samples with reliable accuracy. Know-
ing the minimum weight of the instrument solves this issue. In addition, regular performance verification 
ensures the continuous validity of weighing results. Both minimum weight determination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are  fundamentals of successful quality assurance of weighing processes.

Assured Accuracy –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Weight and Regular Calibration
Accurate results are results that fulfill quality requirements and stay within acceptable limits. In  weighing, 
this means that the measurement uncertainty when weighing a sample should always be smaller than the 
 required weighing accuracy. This rule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weighing small samples, since relative 
measurement uncertainty increases with smaller sample sizes (figure 1). Every weighing instrument has 
such an accuracy threshold – the so called minimum weight. The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weight is 
the most crucial factor in the quality assurance of weighing processes. As long as the user weighs above 
the minimum weight, the accuracy requirements are met.

Measurement uncertainty and thus the minimum weight are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location of the balance or its environm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he minimum weight is assessed 
in regular intervals. Changes in environment and other unforeseen effects in-between two calibrations can 
be eliminated by  applying a safety factor for the calculation of the minimum weight.  
(See also “Safety  Factor”).

Regular Performance Verification of Weighing Equipment
In addition to calibration and minimum weight determination, simple user tests need to be performed at 
regular intervals to continuously monitor and document the weighing performance of the equipment. This 
ensures the validity of weighing results and minimizes unexpected deviations.

Figure 1: 
Typical behavior of measurement 
uncertainty across the weighing 
range of a balance.

Sample Weight mS  [g]

Absolute
Uncertainty

Relative
Uncertainty

Relative uncertainty increases
as sample mass decreases

rel

[%]

0 Max

For small sample weights, the 
relative weighing uncertainty can 
become so high that the weighing

result is no longer accurate. 
This accuracy limit of the instrument 

is the minimum weight.

Quality Assurance
of Weighing Processes

GWP®

 Good Weigh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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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 효과적인 솔루션을 위한 

지식 및 도구

당사의 권위 있는 가이드는 핵심 
분야에서 공정 개선을 위한 
산업 모범 사례를 제공하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예, 금속 검출 가이드
 www.mt.com/pi-guides

기술 가이드 백서어플리케이션 노트

당사의 모든 솔루션에 대한 
포괄적인 어플리케이션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적정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하나에는 관련 산업 분야별로 
300개 이상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적정 어플리케이션:
 www.mt.com/titration_applications

예, 습도 어플리케이션:
 www.mt.com/moisture

화학 R&D의 혁신적인 
솔루션부터 조제 공정의 
생산성 향상까지 수많은 백서가 
제공됩니다.

 www.mt.com/whitepapers

METTLER TOLEDO는 최신 기술, 최적화 방법, 어플리케이션 및 
교육에 대한 다양한 도구 및 문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당사
의 웹사이트 www.mt.com은 막대한 노하우와 모범 사례를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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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틀러 토레도는 공정 최적화, 
어플리케이션부터 학계 및 산업 
전문가의 프레젠테이션을 포함
한 첨단 기법까지 다양한 주제
로 웹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라이
브 웹 세미나는 물론 즉시 볼 수 
있는 온디맨드 웹 세미나를 제공
합니다.

METTLER TOLEDO 웹 세미나 포탈:
 www.mt.com/webinars

웹 세미나

사례 연구,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정기 고객 정보
모든 주요 산업 분야는 물론 분석 화학 또는 재료 
특성화와 같은 특별 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뉴스
레터를 발행합니다. 아래 웹 페이지에서 다양한 분
야의 전문 참고문헌을 확인하십시오.

 www.mt.com/whitepapers

Weighing and Analysis in the Laboratory

14
News

Petrochemicals
Analytical solutions in the laboratory

Critical mechanical systems, such as the wings of an aircraft, brakes in a 
car or pistons in an engine can corrode or malfunction if the lubricants and 
oil contain too much water. Quantitative water determination is a critical 
activity during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hese substances. Vari-
ous analytical methods have been developed over time to cope with this 
issue. The newest method is actually the past revisited.

Long before the ascent of Karl Fischer ti-
tration, today’s water determination meth-
od of choice, Edward Dean and  
David Stark developed a method using 
azeotropic distillation with toluene utiliz-
ing the fact that toluene is immiscible with 
water and also has a lower density and a 
higher boiling point than water. 

Historic Dean-Stark distillation
Oil used to be weighed and mixed with 
toluene in a Dean-Stark apparatus. Subse-
quent heating caused the water to evapo-
rate along with some toluene. Condensa-
tion and the subsequent separation of tol-
uene and water happened in a graduated 
flask so that analysts could read the vol-
ume and calculate the water content of the 
original sample. The Dean-Stark method 
is still used today to determine substantial 

amounts of water (typically no less than 
1%), but is inaccurate due to its reliance 
on visual water volume determination. It 
is also very time consuming, requiring a 
high level of manual interaction and tol-
uene.

Advantages of Karl Fischer
Many lubricants contain additives making 
them unsuitable for direct analysis in a 
Karl Fischer titrator due to side reactions. 
Used engine oils can be directly analyzed 
but require frequent reagent and chemical 
changes wasting time and money. Drying 
ovens, in conjunction with a Karl Fischer 
titrator, offer a solution but require high 
temperatures, are often time consuming 
and can experience tube blockages due to 
the evaporation of other volatiles, which 
can ultimately lead to system failure. 

Improved Water Analysis of Oils
Combining Two Techniques

Edition 0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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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및
 준
수

모든 환경에서 장비 성능을 최
적화하여 귀하의 공정에서 매
우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를 실현
합니다.

• 검증된 설치
• 설정 및 구성
• 예방 유지보수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측정기 및 공정 최적화
• 어플리케이션 지원

규제와 표준을 준수하고 항상 
요건에 부합하는 결과를 갖추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교정 및 인증
• 법적 검증
• 중량 및 측정 지원
• 자격 인증 및 검증
• 문서 및 시험

성능 규정 준수가동 시간

귀하의 장비와 공정에서 최대한
의 가동 시간을 확보하여 이익을 
얻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
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 현장 및 저장소 수리
• 부품 마모 및 찢김
• 예비 부품 및 부속 키트
• 개조
• 원격 감시 및 진단

METTLER TOLEDO 서비스 팀은 귀하의 실험기기와 장비를 최대한 이용
하여 귀하의 업무 필요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주
변을 비롯하여 전세계 모든 전담 서비스 전문가 수천명으로 구성된 서
비스 팀은 광범위한 경험, 기술 및 철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하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최적의 장비 가동 시간, 성능, 준수 및 투자 최대화
를 위한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가동 시간, 성능 
규정 준수 및 전문지식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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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관리 기준

솔루션 수명 주기 내 최적의 솔루션
GWP®(Good Weighing Practice)와 유사한 GP(우수 측정 관
리 기준)는 고객이 최소의 비용으로 결과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GP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품 평가
에서 전문 설치, 적절한 교정 및 최적화된 일상적인 사용
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mt.com/gp

귀하의 필요에 맞는 교육과 세미
나를 통해 귀하의 인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 기본 사용자 및 기술 교육
• 고급 어플리케이션 교육
• 컨설팅 및 사용자 정의
• 시스템 및 공정 통합
• 전문가 세미나
• 참고문헌 및 다운로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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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대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
로 전세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판매, 어플리케이션 지원 및 
기술 서비스에 대해 공장에서 교육
을 받은 6,500여명 이상의 전문가
가 운영 공정의 효율, 비용 효과, 안
전 및 신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
을 줍니다. 지사 담당자는 사용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서
로 다른 사용자 요건에 따라 지원 
및 서비스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
습니다.

숙련된 지원 조직

칭량에 있어서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R&D에 강점과 
노하우를 갖춰 진정한 가치를 공정에 추가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세계적인 지원은 물론, 언제 
어디서라도 어플리케이션 지원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 지원 및 서비스를 갖춘
세계적 조직



METTLER TOLEDO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유통 및 서비
스 파트너를 비롯하여 39개국에 자체 판매 및 서비스 조직
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및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제품
이 개발 및 생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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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산업화된 국가에서 운영 중
인 자체 시장 조직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 선택된 파트너로 전세계 
어디서나 고객에게 즉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 제품과 서비스는 
전세계 100여개 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초점을 맞춘 
시장 조직이 판매, 서비스 및 지원
의 모든 분야를 담당합니다.

METTLER TOLEDO 영업 및 서비스 지점

 www.mt.com/global-presence

글로벌 기업

6500  
명 이상의 숙련된 서
비스 및 영업 전문가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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