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novation with Integrity
EDXRF

분광 분석 솔루션

S2 PUMA

02639_S2_PUMA_K_MON4.qxp_210x279  03.12.15  11:02  Seite 1



2

S2 PUMA는 놀라운 적응력과 성능을 제공하는 형광 분광기입니다. 

퓨마는 놀라운 적응력과 힘을 갖춘 동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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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PUMA –
분석.
무제한.
신속성.

S2 PUMA Single

S2 PUMA EasyLoad XY Autochanger

S2 PUMA EasyLoad Carousel

분석.

시료 조성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실험실에서 공정 및 품질 관리뿐만 아니
라 학술 연구 응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존재하는 원소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100%에
서 수 ppm에 이르는 범위의 C에서 U까지의 모
든  원 소 의  농 도 를  정 확 하 게  분 석 할  때
S2 PUMA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무제한. 

시료의 종류, 형태 및 크기는 다양하며, 시료 전
처리 시간과 비용 절약은 항상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분석할 시료가 고체 또는 액체이든,
작은 조각 또는 분말이든, 크기가 크든 또는 매
우 작든, S2 PUMA는 어떤 시료든 반자동 또는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합니다. 

신속성.

언제나 측정 결과를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공
정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신속하
게 획득해야 합니다. 다량의 시료가 하루 내내
분석되고 있습니다. S2 PUMA는 매일, 하루종
일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S2 PUMA는 여러분의 분석 요구 사항
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하고 강력
한 EDXRF 솔루션입니다. 

02639_S2_PUMA_K_MON4.qxp_210x279  03.12.15  11:02  Seite 3



4

HighSense™ 기반
S2 PUMA – 최고
성능의 EDXRF

HighSense™ 는 S2 PUMA가 제공하는 최고의
분석 성능의 핵심 기술입니다. 본 기기의 직접 여기
빔 경로는 X-선 튜브의 50와트 전력을 완벽하게 합
니다. 최대 50kV 관전압을 통해 시료의 모든 원소를
최적으로 반응시킵니다.  높은 계수율과 분해능을
가진 XFlash® SDD 검출기는 기기의 성능을 더욱
높이고 HD 모드에서 시료 스펙트럼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기의 최신 X-선 광학을 통해 X-선
튜브, 시료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짧아졌습니다.
따라서 검출한도 개선과 함께 높은 정밀도와 측정
시간 단축을 실현하였습니다. 

최고의 성능은 완벽한 팀워크를 통해 실현
됩니다. S2 PUMA의 경우 이 팀 워크가
바로 HighSense™ 기술입니다!

원소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Energy-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2 PUMA는 여러 산업과 환
경에 상관없이 시료의 원소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
한 모든 요소를 제공합니다. ED-XRF의 강점은 C와
같은 경원소, U와 같은 중원소에 이르는 광범위한
원소에 적용할 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HighSense™ 기술을 통해 EDXRF에서
최소 검출 한계, 최고의 정밀성과 속도
실현: 

    직접 여기(Direct-excitation), 밀접하게
결합된 빔 경로  

    최대 50W의 전력과 50kV의 전압이 지
원되는 X-선 튜브 

    135 eV 에너지 분해능의 XFlash® SDD
    4K 다중 채널 분석기(MCA) 지원 HD-모

드 스펙트럼 레코딩

    최적의 경원소 분석을 위한 박막 X-선
튜브 및 XFlash® X-선 검출기 

X-선 튜브, 공랭식

경원소 분석을 위한 고성능 : EDXRF

XFlash® X-선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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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피크-백그
라운드 비의 구현
을 위한 10-포지션
필터 휠 

작은 시료 또는
미세 포인트 분석
을 위한 콜리메이
터 마스크 

시료 스피너
및 정밀한 시
료 배치

DustShield™
검출기 캡 DuraBeryllium®

튜브 윈도우 

시료의 위치 확인
을 위한 내장형 비
디오 카메라 

X-선 튜브 

50W, 50kV
Ag 또는 Pd
금속 타겟

XFlash®

X-선 검출기, 

135eV 분해능의
SDD 검출기  

HighSense™ 기술의 S2 PUMA는 50W 단창형 X-
선 튜브를 사용하여 시료에서 발생하는 형광 X-선을 검
출합니다. X-선 튜브의 관전압과 필터를 설정하여 원
하는 에너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다중 채널 분석기가
지원되는 XFlash® 박막 검출기는 형광 X-선을 감지하
고 계수하여 에너지 강도와 스펙트럼을 만듭니다. 저
에너지의 형광을 가지고 있는 경원소 분석 시 시료 챔
버를 헬륨 모드 또는 진공 모드에서 분석합니다. 

S2 PUMA의 HighSense™ 빔 경로

S2 PUMA의 원소 범위

S2 PUMA LE의 추가적인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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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광물 & 광업, 지질학 금속, 슬래그 석유화학, 정유 화학 식품, 화장품, 제약

S2 PUMA

로 실험실의
효율을 높이
세요 

매일 여러가지 종류의 대형 시료
를 분석하는 경우 생산성이 관건
입니다.

EasyLoad™ XY Autochanger
가 지원되는 S2 PUMA를 사용
하면 측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
습니다. 측정중인 시료를 멈추지
않고 언제든지 최대 20개의 시
료를 한 번에 로딩하고 고체와
액체 혼합 배치하여 각 시료를
최적의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습
니다.

S2 PUMA EasyLoad XY Autochanger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시료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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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금속 절단
부, 고체

분말, 암석,
과립체  

압축 펠릿 용융 비즈 액체, 
슬러리

필터 필름, 코팅,
호일

소형 부품 자동화 링,
컨베이어
벨트  

환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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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PUMA는 높은 시료 처리율, 저비용 고효율및 최
고의 신뢰성으로 많은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
습니다. 압축펠릿, 용융 비즈, 파우더, 고체, 액체를 비
롯해 최대 20개의 시료를 EasyLoad™ XY 시료 트레
이를 통해 한 번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실행
하면서 새로운 시료를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EasyLoad™는 시료 처리율을 극대화하고 기기 유지
비용은 최소화합니다. 

성능 향상! 비용 절감!

S2 PUMA는 다양한 시료를 최적의 방법으로 분석합
니다. 액체는 헬륨 모드에서, 고체는 진공 모드에서 분
석합니다. 이는 경원소에 대한 최고의 분석 결과를 얻
는데 필수적입니다. S2 PUMA의 내장형 진공 펌프
를 사용하면 고체 시료의 경원소 분석 시 헬륨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S2 PUMA는 다른 어떤 EDXRF 기
기보다도 뛰어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자동화 공정 

최고의 시료 처리율을 위해 S2 PUMA는 쉽고 빠른
자동화 공정을 제공합니다. 시료는 자동으로 준비되
고 컨베이어 벨트 또는 로봇을 통해 S2 PUMA에 직
접 로딩합니다.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공정 관리가 실
현됩니다.

S2 PUMA EasyLoad XY Autochanger –
24시간 실행 가능! 

효율성이 극대화 
된 S2 PUMA – 

EasyLoad™ 

측정 중 분석 실행  

다양한 시료의 로딩이 가능한 시료 트레이 

      S2 PUMA EasyLoad 
XY Autochanger:

    20개의 시료 위치를 지원하는 트
레이 

    40mm 크기의 고형 파우더, 용융
비즈 및 액체 컵  

    자동화된 시료 준비로 51.5mm 시
료 링 

    액체와 고체 동시 분석으로 시료
유연성을 극대화 

    이전 트레이를 실행하면서 다음
시료 준비 

    우수한 시료 처리율, 다양한 시료
분석 실행 

    언제든지 새로운 시료를 로딩하
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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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배치의 쉽고 빠르게 로딩 

운용 비용– EDXRF 시스템 선택 시 필수 헬륨 사용량 비교 [헬륨 가스 용기/년]

no S2 PUMA with 진공 펌프시나리오 1

응용: 압축 펠릿 
공정 관리 응용(슬래그, 시멘트, 광물), 압축펠릿, 시간당 
10개의 시료, 10원소(F, Na, Mg, …) 4분 측정 시간, 24시간 작동 

응용: 액체
공정관리응용(윤활유, 금속), 액체시료, 시간당
10개의시료, 10원소(F, Na, Mg, …) 4분측정시간, 24시간작동

S2 PUMA with 0.08 L/min 헬륨 모드시나리오 3

가정: EDXRF, 0.5 L/min 헬륨 모드 without 진공 펌프  시나리오 2

가정: EDXRF with 2.4 L/min 헬륨 모드 및  대형 챔버 포함시나리오 5

5

26

가정: EDXRF with 0.5 L/min 헬륨 모드 시나리오 4 26

126

S2 PUMA Single 및 S2 PUMA

XY Autochanger를 사용하는 시
나리오 1에서는 헬륨이 필요하지 않
음

경원소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스 분위
기 없이 진공모드에서 고체 시료를 분
석합니다. 

S2 PUMA Single 및 S2 PUMA

XY Autochanger를 사용하는 시
나리오 3 에서는 시나리오 5 에 비해
헬륨가스 요구량이 96% 감소 

시료 챔버가 작아 헬륨 가스 사용량 크
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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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광물 & 광업, 지질학 금속, 슬래그, 코팅 석유화학, 플라스틱, 정유 화학 식품, 농업

S2 PUMA –

쉽고 빠른 결과
를 수집하고 최
고의 성능 실현 

공정 관리에서는 일분일초가 중요합
니다! 시료가 제공되면 항상 빠르게
결과를 수집해야 합니다. S2 PUMA
Single은 시료를 로딩하고 버튼만 눌
러 수 분 내에 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S2 PUMA의 직
관적인 인터페이스인 TouchControl™

덕분에 최고 품질의 결과를 쉽고 빠르
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S2 PUMA Single을 통해 시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공정 관리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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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화장품, 제약

금속 절단
부, 고체

분말, 암석,
과립체  

압축 펠릿 용융 비즈 액체, 
슬러리

필터 필름, 코팅,
호일

소형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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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회전으로 정확한 결과 도출쉽고 간단한 시료 로딩 액체 시료 분석

조절식TouchControl™ 인터페이스

아일랜드 모드:
일반 측정 시 별도의 PC,
키보드 및 마우스가 필요하지 않음 

TouchControl™을 통해 쉽고 장애에 대비한 안전한 사용

S2 PUMA with 
TouchControl™:
직관적이고 쉽고 빠른 사용 
아일랜드 모드: 
PC, 키보드 및 마우스 없이
도 완전한 기능 제공 
언어 선택: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
페인어, 포루투칼어, 이탈
리아어, 러시아어,중국어,
일본어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음
- 빠른 결과 측정 
장갑 낀 손도 인식 가능한
조절식 터치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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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PUMA와
TouchControl™

을 통해 EDXRF

를 보다 쉽게 사용 

TouchControl™을 통해 S2 PUMA를 쉽고
간단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
간이 소요되는 교육, 수많은 설명서와 복잡한
작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TouchControl을 사용해 S2 PUMA에
서 측정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
저 시료 ID에서 측정법 및 시료명을 선택합니
다. 또한 별도의 시료 전처리와 중량과 같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측정을
시작하고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그뿐
만이 아닙니다. 운영자가 시료를 샘플 로더에
넣고 터치스크린을 한 번 누르면 사전에 프로
그램화된 자동 측정이 시작됩니다. 

기기의 정밀성은 엄격한 공정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S2 PUMA는 HighSense™ 기술, X-선 튜브
의 50와트 전력과 정밀하게 결합된 최신 빔
경로를 통해 탁월한 측정 정밀성을 제공합니
다. 이러한 우수한 설계에 바탕한 최고 수준의
공정 관리를 통해 측정 결과의 오차 범위를 크
게 좁히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공정의 생산
성을 극대화합니다. 

최고 성능의 S2 PUMA

최고 수준의 S2 PUMA 안정성

Ca
Ka

K

Ca

Mg

Ca
Kb

S2 PUMA

이전 시스템 

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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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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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 금속, 코팅 플라스틱, 폴리머 제약 연구, 학술, 재료 과학

S2 PUMA EasyLoad Carousel로 시료 배치 또는 대형 시료를 신속하게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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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형 부품,
전자제품,
PCB

완구, 
소비재

제한 없는 
시료 처리 –

S2 PUMA

유연한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 폐기할 수 없는 대형 시료가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 블록에 암영이 발견
되는 경우도 있으며, 12개의 지질 시
료를 압축 펠릿으로서 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별로 요구 사
항은 다릅니다.

하 지 만  걱 정 하 지  마 십 시 오 .
S2 PUMA EasyLoad Carousel은
가장 유연한 구성을 제공합니다. 대
형 시료를 직접 처리합니다. 블록을
측정 위치에 직접 놓고 이를 통합 비
디오 카메라로 제어하며, 콜리메이터
를 사용해 특정 범위를 분석합니다.
그러나 EasyLoad™ 트레이를 챔버에
놓으면 대형 배치용 오토샘플러 시스
템으로 전환됩니다.

서비스 실험실 자동차

금속 절단
부, 고체

분말, 암석,
과립체  

압축 펠릿 용융 비즈 액체, 
슬러리

필터 필름, 코팅,
호일

소형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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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oad™ Carousel 트레이측정 중에 캐러셀 트레이 내리기

운반 중에 캐러셀 트레이 올리기

대형 시료 적재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시료 배치

대형 시료를 최적으로 처리

분광기 챔버의 설치 공간과 높이는
분광기에 적재할 수 있는 대형 시
료의 최대 크기를 제한합니다.

S2 PUMA는 45 x 42cm인 획기
적인 시료 챔버 설치 공간이 특징
입니다.

최대 너비. 
457 mm (18.0”)

최대 깊이. 
428 mm (16.9”)

최대 높이.
96 mm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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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PUMA EasyLoad Carousel로 시료 배치를 신속하게 적재

S2 PUMA EasyLoad

Carousel – 모든 유형의
시료를 처리할 수 있는 궁
극의 유연성

S2 PUMA EasyLoad Carousel은 하나의 트레
이에 최대 12가지 시료를 수용합니다. 직경이
32mm, 40mm 또는 51.5mm인 파우더, 고체,
압축 펠릿, 용융 비즈 또는 액체 시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유형의 시료와 다양한 크기의
시료를 하나의 캐러셀 트레이에서 혼합할 수도 있
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S2 PUMA 캐러
셀 – 소형시료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대형 시료를 사양에 맞게 자르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트레이를
분리하면 시료 챔버가 대형 시료를 형태 그대로 원
소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초소형 시
료는 물론  45 x 42cm 크기의 대형 시료를
S2 PUMA EasyLoad 캐러셀에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점 표시 – XRF 측정을 문서화합니다.

시료를 정확하게 배치하기 위해 S2 PUMA에 통
합된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시료를 클로즈업
하여 볼 수 있고 정확한 지점을 선택/분석할 수 있
습니다. 이후에 참조할 수 있도록 비디오 카메라
이미지가 EDXRF 측정 데이터 및 결과와 함께 저
장됩니다. 

시료의 측정 부분 검색 – 특정 지점을 분
석합니다.  

불량 분석, 지질 시료 분석 또는 소비재 안전 검사
시, 시료의 특정한 작은 특정 지점이 관심 영역이
됩니다. S2 PUMA의 통합 콜리메이터는 수 센티
미터에서 수 밀리미터에 이르는 특정 지점을 분석
합니다. 

멀티 층 코팅 응용 – S2 PUMA를 통해
간단히 실행합니다. 

연구 개발 및 재료 과학 부문에서 멀티 층 시스템
은  특정 한  기 능 을  위 해  설 계  되었습 니 다
S2 PUMA는 단일은 물론 멀티 층 시료에 대해서
도 층 두께와 구성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
니다. 분석용 멀티 층 소프트웨어가 대형 시료, 대
량 시료 및 작은 지점의 EDXRF 데이터를 처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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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PUMA SampleCare™를 통해 시료를 안전하게 처리

  시료 감지를 위한 
특별한 그래버  

  DuraBeryllium®

튜브 실드

  10포지션 필터 휠

  DustShield™
검출기 캡 

  분진 저장통

1

2

3

4

5 1

2

3 4

5

S2 PUMA with 
SampleCare™:
중요한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오염을 획기적으로 방
지 
기기 가동 시간 극대화
시료 누설로 인한 오염 방지 
장애에 대비한 액체 컵 인식 
시료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그래버
DuraBeryllium® 실드로 튜
브 윈도우 보호 시스템 
특별한 검출기 캡으로 검출
기 보호 
액체 흘림 및 검출기 헤드에
서 작은 시료 입자로 인한
오염 방지 

분진 및 액체 차단

DustShield™ 검출기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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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Care™가 지원되는
S2 PUMA

기기 가동 시간은 모든 실험실에서 매우 중요합니
다. 이를 위해 Bruker의 독보적인 SampleCare™
기술에 기반한 S2 PUMA는 신뢰할 수 있는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SampleCare™는 시료 오염으
로 인한 기기 손상을 방지합니다. EasyLoad™ XY
Autochanger의 통합 액체 시료 감지는 액체 시료
가 감지될 때마다 진공 모드를 비활성화합니다. 또
한 DuraBeryllium® 튜브 실드와 필터 휠이 X-선
튜브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검출기 캡이 오염을 추
가적으로 방지해 줍니다. 초박형 보호 호일이 있는
이 캡은 액체 시료가 쏟아지거나 작은 시료 입자가
고형 파우더에서 떨어지는 경우 오염을 방지합니다.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지원되는
S2 PUMA

S2 PUMA를 제어하기 위한 강력한 분석 소프트웨
어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면 솔루션 에디터(Solution Editor)를 통한 응용 설
정, 측정 시작, 스캔 평가, 결과 보고 또는 데이터 내
보내기 등의 모든 기능을 쉽고 편하게 제어할 수 있
습니다. 솔루션 에디터는 사용 편의성을 위해 설계
된 Bruker의 통합 분석 인텔리전스에 기반합니다.
사용자는 항상 모든 측정법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소
프트웨어 솔루션은 최고의 결과를 수집하기 위한
모든 필수 설정을 제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쉽
게 측정법을 설정하고 방법을 유지하며 최고의 결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

우수한 내구성 – SampleCare™

가 지원되는 S2 PUMA 

우수한 분석 기능 – 강력한 소프트
웨어가 지원되는 S2 PUMA

  모든 관련 응용 매개 변
수를 유지하기 위해 트
리 구조에 기반한 솔루
션 에디터

  보정용 표준물질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선택된 '표준 관리' 

  스틸 측정법 관련 표준
에 대한 개요 

  원소 유형 평가에 대한
스틸 표준 스펙트럼 

  원소를 편리하게 선택하
기 위한 주기율표 

1

2

3

4

5

5

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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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ker AXS GmbH

Karlsruhe . Germany
Phone  +49 (0)721-50997-0
Fax      +49 (0)721-50997-5654
info@bruker-axs.de

www.bru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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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S2 PUMA Single S2 PUMA XY Autochanger S2 PUMA Carousel

원소 범위 소듐~우라늄(Na – U), 표준 XFlash®

탄소~우라늄(C – U), XFlash® Light Element (LE)

농도 범위 ppm~100 %

X-선 튜브 Pd 또는 Ag 애노드, 최대 전력 50W, 최대 전압 50kV

1차 빔 필터 10포지션 자동 필터 교환기, 폭넓은 원소 분석위한 내장형 필터: 
5μm Ag, 20 및 500μm Al, 100 및 250μm Cu

검출기 XFlash® 실리콘 드리프트 검출기:펠티에 냉각(액체 질소 필요 없음)
표준 XFlash® 검출기:                  최소 Ka 및 100,000cps에서 일반 분해능 135e
XFlash® 검출기 LE:                    최소 Ka 및 100,000cps에서 일반 분해능 141eV 

콜리메이터 마스크 최소 스팟 분석용: 1, 3, 8, 12, 18, 23 및 28mm(옵션)

시료 관찰 통합 HD 비디오 카메라, 정확한 시료 배치 및 시료 측정 위치 기록(옵션)

측정 모드 에어 모드
가스 플러싱(옵션): 액체 및 루스 파우더용 N2 또는 헬륨
진공 펌프(옵션): 향상된 경원소 분석, 낮은 운용 비용 

TouchControl™ 통합 12.1” TFT 터치스크린, 다국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신 내장형 이더넷 포트 RJ45, 마우스, 키보도 및 프린터용 4x USB 포트 

전력 사양 100-240 V, 50/60 Hz, 최대 소비 전력 600 VA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연결(옵션)

시료 유형 최대 50mL의 루스 파우더, 과립, 고체, 압축 펠릿, 용융 비즈 및 액체 

시료 회전 (옵션)                                  

S2 PUMA Single S2 PUMA XY Autochanger S2 PUMA Carousel

시료 크기 최대 51.5mm(2.03“)
의 Ø 시료. 액체, 액체 
컵에 있는 루스 파우더: 
최대 50mL

시료 홀더에서 최대
40mm(1.56“) Ø 및
38mm(1.49“), 시료 
링은 최대 중량 200g 
또는 51.5mm(2.03“) Ø

32, 40 또는 51.5mm
(1.26, 1.56 또는 2.03“) Ø 시료.
대형 시료: 
최대 너비  457mm(18.0“) 
최대 깊이  428mm(16.9“) 
최대 높이  96mm(3.8“)

시료 로더 단일 위치, 수동 EasyLoad XY™ 시료 
트레이, 20포지션, 분리식, 
시료 자동 감지 그래버 

EasyLoad™ Carousel 시료 
트레이, 12포지션, 분리식

치수 너비 x 깊이 x 높이, 중량 66 x 70 x 37 cm; 81 kg
26 x 27.6 x 14.6“; 179 lbs

66 x 70 x 60 cm; 112 kg
26 x 27.6 x 23.6“; 247 lbs

66 x 70 x 56 cm; 127 kg
26 x 27.6 x 22.0“; 278 lbs

품질 및 안전 DIN EN ISO 9001:2008, CE 인증받은 기계 지침 2006/42/EC, 전자 기기 2006/95/EC, 전자파 적합성 2004/108/EC,
완벽한 방사선 방호 시스템, 방사선 < 1 μSv/h (H*), X-선 안전에 대한 독일 형식 스인(BfS), ICRP, IAEA, EURATOM 준수 

TouchControl™, SampleCare™, EasyLoad™, HighSense™ 
및 DustShield™ 는 Bruker AXS Inc.의 상표이며 XFlash®는
Bruker Nano Analytics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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