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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TIGER 시리즈 2 – 분석 성능 및
유연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HighSense™: 정확성과 정밀도는 산업품질 및 공정제어 분
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소 분석에서 향상된 공정
화 수준과 효과적인 시료 분석은 품질 및 비용 효율성의 향상
을 위한 성공 요인입니다. S8 TIGER WDXRF 분석기는 이러한
작업을 위한 이상적인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HighSense 기술로 베릴륨(Be)에서 아메리슘(Am)까지 모든원소에
대한 최적의 감도를 제공합니다. HighSense는 새로운 XS-시
리즈의 크리스탈, HighSense 카운팅 분석 및 HighSense X선
튜브 기술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S8 TIGER Series 2는 가장
빠른 분석결과, 최저 검출 한계 및 최고의 분석 정밀를 제공합
니다.

XRF : 분석 유연성은 연구 및 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
다. 새로운 S8 TIGER Series 2는 벌크 시료, 미세 입자 또는 원
소 분포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분석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S8 TIGER 시리즈 2의 XRF2 매핑은 HighSense 빔 경로, 고해
상도 WDXRF 기술 및 경원소~중원소의 최적 검출 기능을 통
해 최소 스팟 크기 300µm까지의 최고 감도 및 작은 스팟 어플
리케이션을 위한 고해상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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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 Ergo: 인체 공학적 설계 및 안전장치의 작동은 효율성 및
최상의 분석 데이터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S8 TIGER 시리
즈 2는 다국어 TouchControl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간편합니
다. EasyLoad 매거진을 사용하면 모든 시료 유형을 손쉽게 처
리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장비 가동 시간과 낮은 운영 비용은
S8 TIGER 시리즈 2 구성 요소를 보호하는 SampleCare 기술로
보장됩니다.
S8 TIGER 시리즈 2로 최고의 성능을 만끽하십시오:

품질 및 프로세스 제어를 위한 최고의 정확성 및 정밀도:
최고의 감도 및 검출 한계를 위한 HighSense 기술
 연구 및 학계를 위한 궁극적인 분석 유연성: 초소형 스팟
크기(300µm FWHM) 및 100µm 간격 크기에 대한 XRF2
매핑
 EZ Ergo를 통한 인체공학, TouchControl을 통한 안전
작동과 함께 손쉬운 사용을 보장
 SampleCare 기술을 통한 최적의 시스템 가동 시간과 최저
운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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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Sense 기술을 적용한
S8 TIGER 시리즈 2: 놀라운 성능
모든 분석의 목표는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원소 분석에서 측정 결과의 빠른
처리 속도는 짧은 측정 시간과 높은 시료 처리량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속도, 정확성 및 신뢰성은 뛰
어난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S8 TIGER 시리즈 2가 빛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빔 경로의 모든 구성 요소는 최고의 성능과 견고성을 위
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최고의 성능을 위해 위해 최고
170mA의 관전류를 제공하는 독보적이고 유연한 Bruker
HV 제네레이터 및 HighSense X-선 튜브로 시작합니다.
S8 TIGER 시리즈 2를 통해 XS-시리즈의 XS-크리스탈(ana-

산업의 품질 공정 제어를 위한 S8 TIGER 시리즈 2 - HighSense
기술을 이용한 향상된 정확성 및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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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zer crystals)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최고의 강도와 정
밀도 및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XS-400 크리스탈은 K-Am
의 원소 범위에서 35% 이상의 높은 강도를 제공합니다.
XS-CEM은 시멘트 및 광물 분야에서 AI 및 Si에 대한 최고
의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HighSense 전자 시스템은 섬광계수기와 비례
계수기 모두에 대해 최고의 선형 계수를 제공합니다.
DynaMatch 기술은 최대 13Mcps까지 제공하기 때문
에 S8 TIGER 시리즈 2는 공정제어의 응용과 높은 정밀도
및 최대 시료 처리량을 위한 솔루션을 완벽히 제공합니다.

필터 휠

시료

마스크 체인져
SampleCare 고성능 진공 씰
4 Position 콜리메이터 체인져

크리스탈 체인져

HighSense
일렉트로닉스 비례 계수기
SampleCare코팅이 적용된
75,50 또는 28µm 튜브 윈도우
HighSense

HighSense 일렉트로닉스
섬광 계수기

S8 TIGER 시리즈 2의 HighSense X-선 빔

S8 TIGER 시리즈 2 HighSense 테크놀러지










HighSense X-선 튜브 및 1차 필터는 시료 내 모든 원소를 최적으로 여기(excited)되도록 합니다. 28µm
윈도우를 사용하여 경원소의 강도를 35% 이상 향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 마스크 체인져는 시료 크기에 맞게 조정하고 HighSense XRF2 빔 가이드 스노클 마스크를 운반합니다.
매핑의 강도는 기존 WDXRF 시스템보다 최대 10배 높습니다.
4-포지션 콜리메이터 체인져는 사용자가 강도와 분해능 사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S8 TIGER 시리즈 2가 가장 유연한 WDXRF 시스템이 되도록 합니다.

분석 크리스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소에 대한 특정 파장으로 형광 스펙트럼을 분리합니다: 고급
Bruker XS 크리스탈은 S8 TIGER 시리즈 2의 감도, 검출 한계, 분해능, 분석 속도 및 정밀도를 향상합니다.

경원소의 검출을 위해서는 비례 계수기(proportional counter)를 사용하고 중원소의 경우에는 섬광 계수기
(scintillation counter)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 검출기는 최대 13 Mcps 카운트의 DynaMatch를 적용한 최고의
선형 범위를 갖춘 WDXRF 어플리케이션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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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류
170mA
에너지

고전압 제네레이터
••1kW ~ 50mA

••3kW ~ 150mA
••4kW ~ 170mA

시료

자동화 마스크 체인져

••34, 28, 23, 18, 8, 5 , 1.2 and
0.3mm 마스크 옵션
••고니어미터 보호를 위한
SampleCare 쉴드

정밀도 및 유연성

••DynaMatch: 비교할 수 없는 유연성, 20~60kV
및 5~170mA의 순간 스위치
••최고의 HV 정밀도: < ± 0.00005

••최고의 경원소 분석을 위한 170mA

••긴 수명: 보증기간 2년

고투과 진공 씰

••낮은 백그라운드와 고성능의 강도를
위한 빔 가이드 기술

••낮은 빔 강도 손실

••스노클 마스크: 8, 5 , 1.2 및 0.3mm

••분리형 시료 챔버와 고니어미터 챔버
••빠르고 효과적인 고체-액체 시료 변환

S
+ 20%

XS-Series 크리스탈

XS-GE-C 크리스탈

••최적화된 감도 및 분해능

••어플리케이션별 최적화 분석
크리스탈

••20% 향상된 S의 계수율

••0.12~2° 범위의 콜리메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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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과 가장 가깝게 커플링된 애노드

자동화 4 Position 콜리메이터
••최고의 분석 유연성

검출

••75µm 베릴륨 윈도우

작은 스팟 분석

XS-GE-C
강도/해상도

HighSense X-선 튜브

••최대 18가지 이상의 선택형 크리스탈

궁극적인
선형 범위

••40% 이상 향상된 P

••0.2ppm 검출 한계의 4kW

DynaMatch
13Mcps

검출기

HighSense MCA

DynaMatch

••최적의 중원소 검출을 위한 고감도 섬광
계수기

••넓은 검출 범위

••향상된 반정량 분석

••경원소 검출용 고효율 계수기

••최대 4 Mcps 계수율
••불감시간 보정

••최대 13 Mcps 계수율
••미지 시료 내 주원소 분석을 위한
전용 측정법

HighSense
50µm

HighSense
28µm

HighSense X-선 튜브 50µm

HighSense X-선 튜브 28µm

1차 빔 필터

••50µm 베릴륨 윈도우

••28µm 베릴륨 윈도우

••최적회된 피크-백그라운드

••15% 향상된 강도(경원소)
••SampleCare 코팅

••35% 향상된 강도(경원소)
••SampleCare 코팅

••10 포지션 빔 필터

••SampleCare 튜브 쉴드

헬룸 모드
– 60%

Sample
Care

SampleCare

SampleCare

경제적인 헬륨 모드

••최적화된 가동시간

••구성 파트 보호

••60%의 헬륨 절약

••쉴드 고니어미터

••SampleCare 코팅

••낙하 및 입자 차단
••최적화된 가동시간

XS-400
+ 35%
고성능 크리스탈 XS-400

••고가의 3차 검출기 대체

••시간 절약

••광업 및 금속을 위한 최고 정밀도

••가스 계수기보다 효율적

ElectronicGearing

빠른 모니터링

••동시 정렬형 드라이브 모드

••± 0.0001° 이상의 우수한 재현성

••최대 1200°의 스캔 속도

N
+ 100%
N 분석을 위한 XS-N HighSense

••원소당 35% 이상의 계수 시간 절약

••2분 미만의 스캔

••휘발성 시료 분석을 위한 대기-헬륨 모드

고성능 크리스탈 XS-400

••K~Am 분석 범위

••최적화된 크리스탈 구조

••오일 분석을 위한 헬륨 모드

••2배 향상된 N 강도

••30% 향상된 N 검출 한계

••고정밀 고니어미터

••디지털 광학 인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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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F2 – S8 TIGER 시리즈 2
미세 영역을 탐험하세요!

생산 및 재료 연구의 문제 해결에 있어 원소 맵핑 및 분
포 분석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자 현미경과는 다르게
XRF을 이용한 매핑은 간단한 시료 준비를 통해 직관적
이며 S8 TIGER 시리즈2와 함께라면 더욱 쉬워집니다:
SPECTRAplus의 맵핑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손쉽게 직관
적이고 빠른 측정과 강력한 그래픽 보고가 가능해집니다.

S8 TIGER 시리즈 2의 XRF2 맵핑 툴은 타사와 견줄 수 없
는 분석 성능을 제공합니다: 300μm(FWHM)의 작은 스팟
크기와 100μm의 간격 크기를 갖춘 S8 TIGER는 동급에서
벤치마킹의 기준입니다! S8 TIGER 시리즈 2는 HighSense
맵핑 광학으로 인한 최대 10배 높은 감도를 통해 주요
(major), 부수(minor), 미량(trace) 원소의 원소 맵핑에 이
상적입니다. WDXRF 측각도계(goniometer)를 사용하는
S8 TIGER는 EDXRF 기반 맵핑 시스템보다 우수한 해상
도와 더욱 효율적인 경원소 및 중원소 감지 기능을 제공
합니다.

XRF2 맵핑 기술을 적용한 S8 TIGER 시리즈 2: 재료 연구 및 학계에서 생산과
실험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분석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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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F2 맵핑

고생물학에서의 지구 화학적 맵핑:
화석화된 암모니아 껍질과 다른
챔버 충진

챔버 충진(I): 베이지 갈색
충진재와 상관관계가 있는 Ca
농도

S8 TIGER 시리즈 2에서 맵핑
클라이언트의 HD 카메라를 통한 시료
확인: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스캔 영역
정의를 위한 고해상도 영상

챔버 충진(II): Si 농도는 암모니아
껍질의 중앙과 입구에서
어두운색으로 채우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스트론튬 농도는 흰색 껍질
잔유물을 추적하며 외피가 가장
높고 구획의 가로대가 가장
낮습니다

챔버 충진(III): Fe 농도는 Si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쉘 입구
(shell entrance)에서 가장 높습니다

XRF2 맵핑의 주요 내용
가장 작은 스팟 크기!




300µm

1.2mm 선택 가능

100µm 간격 크기



고해상도 공간 맵핑

WDXRF 성능







비례 계수기로 경원소에
대한 최고의 분석
섬광 계수기로 최적의
중금속 검출
높은 WDXRF 해상도

최고의 강도





감도가 10배 이상 높습니다
HighSense 빔 경로

맵핑에서 추적 요소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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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시료 로드가 가능합니다 –
EZ Ergo와 함께 생산성을 향상하세요!

EasyLoad는 작업을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
주며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고정 위치 중
하나에 시료를 삽입하거나 필요에 따라 준
비된 시료 트레이를 채우거나 측정, 또는 일
련의 전체 측정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75 Pos EasyLoad 매거진(71 Pos, 액체 시료 검출로 자동화
지원)

EasyLoad 덕분에 필요한 작업은 이뿐이며,
잘못될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료 유형(고체 또는 액체)을 자동으로 식
별하므로 EasyLoad는 진공 상태에서 액체
또는 압축 펠렛 처리를 하지 않은 분말을 측
정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작동을 확실하게
방지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인 TouchControl과 함
께 S8 TIGER 시리즈 2는 놀라운 인체 공
학적 실험 장비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EZ Ergo입니다!

모든 필요에 적합한 시료 매거진:

편리한 로딩을 위한 두 개의 시료
트레이가 있는 75 Pos EasyLoad
 자동 액체 시료 검출
 경원소에서부터 중원소까지 시료
핸들링의 유연성을 위한 60 Pos의 샘플
홀더 매거진
 진공 그래버를 통해 최대의 생산성을
위한 108 Pos의 평평한 극소량 시료


무거운 시료를 위한 60 Pos 시료 컵 로더 및 HD 카메라를
사용한 XRF2 맵핑

컵과 극소량의 시료를 위한
매거진의 조합

벨트 및 컨베이어에 대한 자동화
인터페이스
 AXSCOM SW 인터페이스의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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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Pos. 압축 펠렛 및 용융 비드용 진공 그래버

1
모든 시료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시료를 매거진에 놓고 어
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십시오!
산업 적합성: 모든 정해진 어
플리케이션은 빠른 시작 버튼
을 누르면 됩니다!

2
신속함: 시료 ID를 입력합니
다. 터치스크린에서 직접 조
작하며, PC나 마우스, 키보드
를 사용하는 번거로움이 없습
니다: 간편히 "MEASURE"
을 눌러 분석하십시오! 기억
해야 할 것은 없으며, 단순한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3
즉각적인 결과: 각각의 결과는
터치스크린에 표시되고 프린터
로 전송되어 결과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됩니다. 한계값은 자
동으로 확인되며 구분된 색상
으로 보고됩니다. 다양한 사용
자 액세스 레벨을 통해 관련 데
이터를 보호합니다!
터치 컨트롤(TouchControl): Analyze’n Go –
직관적인 빠른 측정 시작, 조정 가능

11

SPECTRAplus 및 QUANT-EXPRESS –
너무나 쉽습니다!

QUANT-EXPRESS는 고유한 반정량 표준 소프
트웨어입니다: QUANT-EXPRESS의 유연성과
다기능성 뿐만 아니라 자체 표준(최대 정확도 및
최대 정밀도)으로 사용자 정의된 기준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QUANT-EXPRESS는 Bruker가 수많은 인증 표
준을 사용하여 작성한 유일한 다용도 분석법입
니다. XRF에 대한 수십 년간의 경험은 이러한 정
량 및 측정 방법을 통해 제공됩니다: 당사는 이
를 통합 분석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특정 정량(예:)
QUANT-EXPRESS 정량 기능으로 원소가 추가됩니다
QUANT-EXPRESS 정량 기능이 있는 원소
사용 불가
QUANT-EXPRESS로 무제한의 유연성: 완전 비표준화 분석 또는
표준 기반 정량 및 QUANT-EXPRESS 정량 라인과의 모든 조합

2
1

3
4

QUANT-EXPRESS™: 통합형 분석 기능이 있는 고유한 라인
라이브러리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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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형 원소별 측정 라인

측정 조건(피크 위치, 여기 파라미터, 크리스탈,
콜리메이터, 검출기)
정량 계수

라인오버랩 보정 계수

QUANT-EXPRESS는 일상적인 시스템의 잠
재력을 향상할뿐 아니라 다른 작업에도 도
움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정량을 설정할 때,
QUANT-EXPRESS는 각 요소와 모든 농도의 범
위를 신속하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최적의 측정 방법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QUANT-EXPRESS의 진정한 가치는 미지의 고
체 및 액체 시료에 대한 빠르고 신뢰도 높은 완
전한 분석을 수행할 때 나타납니다. 미지 시료를
질적 및 양적으로 스크리닝하는데 2분이 채 걸리
지 않습니다. 귀하를 위해 QUANT-EXPRESS™
만이 할 수 있습니다.

S8 TIGER 시리즈 2에는 포괄적인 분석 XRF 소프트웨어 패
키지인 SPECTRAplus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 작동 및 데이터
유지 보수가 쉽고 강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1
2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SPECTRA
는 표준 시료의 정의부터 시료 준비, 교정 계산 및 어플리케
이션의 최종 출시에 이르기까지 작업의 흐름을 직접 수행합
니다. SPECTRAplus는 이러한 모든 단계에서 고객을 지원합
니다. 고객이 고유한 측정 방법을 생성할 때 통합 분석 인텔
리전스는 S8 TIGER 전체 성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
다.

plus

측정

측정을 시작하려면 준비 매개 변수를 입력하고 측정 방법을
지정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완료됩니다! 간단한 클릭으로
일련의 전체 시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SPECTRAplus는 질적 또는 양적 평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스캔 측정은 언제나 완전히 자동으로 평가되며 요소가
식별되고 농도가 계산됩니다. 원하는 경우 대화식으로 결과
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3

5

교정

선택형 원소별 측정 라인

1

교정화된 계산 편차

2

검량선

3

매트릭스 보정 모델: FP, 알파보정, 이론 보정,
실증 보정

4

오버레이 보정

5

1

보고서

5

2

자신만의 출력 형식을 정의하고 표로 결과를 요약한 다음 필
요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
다. GLP 호환 문서의 경우 결과가 SPECTRAplus에도 보관됩
니다.

4

3

모든 종류의 시료에 대한 완벽하게 통합된 비표준 평가
교정, 평가 및 보고를 위한 사용하기 쉬운 완벽한 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
 통합 분석 인텔리전스로 최대 분석 성능 달성
 고유한 변수의 유의 수준 값(alphas)을 가진 강력한
최첨단 기본 매개 변수 매트릭스 보정



상호 정량 평가

1
2
3
4
5

시료 ID, 데이터베이스 검색

분석 라인과 결과를 갖는 원소
선택한 원소 피크 표시
대체 분석 라인

결과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내보내기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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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TIGER 시리즈 2 –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사용자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광물, 광업,
지질학

HighSense 기술






최고의 선형 검출기 범위
향상된 원소 감도

짧은 측정시간 XS-100 크리스탈
35% 향상 XS-400 크리스탈

HighSense 기술



금속





최고의 선형 검출기 범위
향상된 원소 감도

35% 향상 XS-400 크리스탈

30% 감소 카본 백그라운드 XS-C

HighSense 기술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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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선형 검출기 범위

XS-CEM 분석 크리스탈로 향상된 분석
정밀도와 장기 안정성
XS-Ge-C로 높은 S 분석 정밀도

자동화에 대한 간단한 통합을 위한
AXSCOM 인터페이스

1)
2)
3)
4)

1)
2)

3)

주요 및 부수 지질학 재료를 위한 GEO-QUANT
Basic
미네랄, 광석, 도자기, 유리 및 원재료의 주요 및
부수 산화물을 위한 G
 EO-QUANT Advanced

모든 지질 시료에서 극미량 원소를 측정하기 위한
GEO-QUANT T
ISO 9516에 따른 등급 조절을 위한 GEO-QUANT
Iron Ore

철 및 구리 기반 합금을 위한 METAL-QUANT

용광로(blast furnace) 및 EAF 공정뿐 아니라 DRI
및 제철 산업 부산물(ladle slags)로부터 슬래그
구성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SLAG-QUANT
코팅 두께 분석을 위한 ML plus


















1)
2)
3)

ASTM C 114, ISO 29581, EN 196-1에 따른
시멘트의 표준 분석을 위한 CEMENT-QUANT
주요 및 부수 원재료를 위한 GEO-QUANT

친환경 시멘트에서 미량 원소를 측정하기 위한
GEO-QUANT T









최적의 정밀도 및 검출 한계
높은 시료 처리량

EasyLoad를 통한 높은 생산성

TouchControl을 사용한 이중 안전장치 작동

Bruker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최상의 결과 및 데이터
품질
DirectLoading 및 S8 Tools를 사용한 높은 장비 가동
시간
가장 빠른 결과 시간으로 비용 절감
높은 시료 처리량

최적의 정밀도 및 검출 한계

TouchControl을 사용한 이중 안전장치

Bruker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최상의 결과 및 데이터 품질
하나의 장비에서 금속, 원료 및 최종 제품에 대한 분석
유연성

DirectLoading 및 S8 Tools를 사용한 높은 장비 가동 시간

최적의 정밀도 및 검출 한계
높은 시료 처리량

EasyLoad를 통한 높은 생산성

TouchControl을 사용한 이중 안전장치

Bruker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최상의 결과 및 데이터 품질
자동화 및 데이터 전송의 완벽한 통합

DirectLoading 및 S8 Tools를 사용한 높은 장비 가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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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고분자
품질 및
공정 제어

















R&D, 학계






XS-Ge-C로 인한 S의 최저검출 한계 0.2ppm

선택형 헬륨 모드인 휘발성 시료의 안전한 분석
진공 씰을 사용하여 헬륨 소비 감소

EasyLoad 시료 감지 및 SampleCare로 안전한 시료 처리
저온 튜브 헤드로 긴 측정 시간 가능

자동: SPECTRAplus 기능을 사용한 산소 분석

XS-Ge-C로 인한 S의 최저검출 한계 0.2ppm

XS 크리스탈을 사용한 폴리머(polymer) 안의 Mg 미량
분석
XS-400 크피스탈 적용 순수 고분자(virgin polymer)의
흔적을 검출하는 최적의 방법

최고의 선형 범위를 위해 MCA를 사용한 HighSense 검출기
기술
10개의 1차 빔 필터
4개의 콜리메이터

8개의 분석 크리스탈

고정밀 DynaMatch HV 제네레이터

고정밀 분석 크리스탈 XS-100, XS-CEM, XS-Ge-C, XS-400
0.3mm 마스크를 사용한 최소 입자 분석

향상된 분석 정밀도를 위한 HighSense 기술

경원소 분석을 위한 28µm 튜브 윈도우를 갖춘 HighSense
X-선 튜브
경원소 분석을 위한 최대 170 mA DynaMatch 제네레이터
결정 분석기로 경원소에 대한 향상된 분석: XS-B, XS-C,
XS-N-HighSense, XS-55
다음의 장점으로 탁월한 분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zz
zz
zz
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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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1차 빔 필터
4개의 콜리메이터
8개의 분석 크리스탈
8개의 시료 크기

HighSense 광학을 사용한 고감도 XRF2 작은 스팟 맵핑
최소 0.3mm 스팟 크기

1)

2)

30가지 미량 원소 및 석유, 왁스, 윤활제, 물, 폴리머, 슬러리
(slurries)의 마모 금속의 빠른 분석을 위한 솔루션 PETROQUANT
측정 표준 지원

a. ASTM: D 2622, D 6443, D 5059







b. EN ISO: 14596, 14597, 15597, 20884

헬륨 소비를 줄여 최저 운영 비용

SampleCare로 인한 유지 관리 비용 절감

저온 튜브 헤드로 측정 시간을 연장하여 최고의
분석 정밀도 제공

SampleCare를 사용하여 길어진 X-선 튜브 수명

c. DIN: 13723, 51363, 51391, 51399, 51431, 51790

1)
2)

1)
2)

고분자 첨가제의 신속한 분석을 위한 POLYMER-QUANT A
소비재에 함유된 유해한 중금속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RoHS-QUANT ABS

모든 제품 관련 자료의 신속하고 빠른 분석을 위한
QUANT-EXPRESS
코팅 두께 분석을 위한 ML plus











1)
2)

모든 제품 관련 자료의 신속하고 빠른 분석을 위한
QUANT-EXPRESS
코팅 두께 분석을 위한 ML plus








저온 튜브 헤드로 측정 시간을 연장하여 최고의
분석 정밀도 제공
DirectLoading을 통한 높은 분석 정밀도

공정 및 품질 관리 강화로 생산 비용 절감
SampleCare의 최저 운영 비용

EZ Ergo 기술로 인한 높은 생산성: TouchControl
및 EasyLoad
현재와 미래의 제어 조건에 대한 최적화된 분석
유연성

경원소에 대한 최상의 데이터

벌크 및 작은 시료의 정확하고 정밀한 분석
독보적인 분석 유연성

대형 시료 배치의 신속한 스크리닝

맵핑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상의 분해능
미량 및 경원소의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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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TIGER 시리즈 2 – 신뢰성의 진화
자동화된 시료
그래버

1

DuraBeryllium®
튜브 쉴드

2

오염 쉴드

3
4
5

마스크 체인져

진공 씰

분진 저장

6

1
3

3
4
5

2

6

SampleCare™
로딩 및 언로딩 시 작동하는 고유한 보호 기능으로
낮은 유지 보수 필요성과 긴 가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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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및 고니어미터 보호를 위한 두 개의 오염
쉴드

분진 저장: 안전한 공간에서 손쉬운 분진 및 액체
제거와 별도의 서비스가 불필요한 청소
DuraBeryllium™ 실드로 튜브 윈도우 보호

50 및 28µm X-선 튜브를 위한 Sample Care 코팅
고니어미터 보호를 위한 고투과 윈도우를 갖춘
독창적인 진공 씰

성공으로 이어지는 간단한 원칙: 지속적인 분석, 꾸준한
개선, 학습 및 최선을 위한 노력. S8 TIGER 시리즈 2는 과
거의 모든 WDXRF 세대에서 발전하여 장비 가동 시간과
견고성을 향상하였습니다.
고객은 SampleCare 덕분에 S8 TIGER를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SampleCare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거나 최
악의 경우 시스템을 종료시킬 수 있는 오염으로부터 모
든 중요한 시스템 구성 요소를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SampleCare를 사용하는 S8 TIGER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안전하게 예방합니다: DuraBeryllium 튜브 쉴드
는 X-선 튜브의 헤드를 보호합니다. 마스크 체인져 및 진
공 씰은 고니어미터 챔버를 보호합니다. 준비중에 우연
히 시료가 부서지거나 누출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
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를 잘 보호되고 액세스하기 쉬우며
청소가 간편합니다.
S8 Tool 소프트웨어는 모든 시스템 매개 변수를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사용자에게 현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합
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FIRST AID 버튼을 한 번 클릭하면
장비가 정상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시각적인 경고는 예방
을 위한 유지 보수 작업이 필요함을 알려 줍니다.
낮은 운영 비용 및 쉬운 유지 보수 면에서 S8 TIGER보다
더 훌륭한 제품은 없습니다.
자동 시료 인식을 통한 민감한 시료의 안전한 분석
오염 쉴드를 이용한 고유한 기기 보호 기능
 낮은 유지 보수의 필요성 및 최상의 시스템 가동 시간
 가장 유연한 시료 처리
 분리형 트레이로 편리한 시료 로딩



최신 독일 기술의 WDXRF
Bruker는 독일 칼스루에(Karlsruhe)에서 S8 TIGER 시
리즈 2를 개발, 설계 및 제조합니다. 독일 칼스루에의
Bruker 공장에서 최신 XRF 기술과 S8 TIGER 시리즈 2
의 핵심 구성 요소가 최상의 품질과 최적의 성능을 제
공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 및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핵심 기술팀의 고니오미터, HighSense
HV 제네레이터 및 XS 시리즈 크리스탈 분석기와
같은 중요한 구성 요소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S8
TIGER가 개발한 X-선 튜브 및 HighSense 검출기를
기반으로, 분광계는 선적하기 전에 독일 칼스루에 검
사 센터에서 최적의 분석 성능을 위해 정밀하게 검정
합니다.

카를스루에 Bruker 시설

전 세계에 지점을 두고 있는 Bruker는 지역 서비스
허브와 전문화된 직원들을 통해 전 세계의 고객들에
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수준의 서비
스 및 유지 보수 계약을 제공하며 핫라인 센터는 최신
WebEx 서비스을 사용해 고객을 응대합니다. Bruker
어플리케이션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고객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전문화된 교육 및
현장 지원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하세요!

고객 만족도

유효성 검사
GLP, IQ/OQ

전화 지원

원격 지원
WebEx
유지 보수

독일 칼스루에 XRF 생산

교육 및 지원

고객 사이트 이동

선박 부품
고객 만족을 위한 Bruker의 전 세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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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TIGER 1K
1 kW
최대 50kV
최대 50mA

X-선 튜브

Rh, 75μm 베릴륨 윈도우

콜리메이터

자동화 콜리메이터 체인저(최대 4개)

크리스탈

HighSense 검출기
XRF

2 1)

자동화 마스크 체인저
TouchControl™ 1)
SampleCare™

S8 TIGER 4kW
4 kW
최대 60kV
최대 170mA

Rh, 75μm 베릴륨 윈도우
Rh, 75μm 베릴륨 윈도우
Rh, 50μm 베릴륨 윈도우, SampleCare 보호 코팅
Rh, 28μm 베릴륨 윈도우, SampleCare 보호 코팅
Cr, 최대 3.3 kW

자동화 크리스탈 체인저(최대 8개)
기본 사항: XS-55, PET, LiF (200)
선택 사항: XS-B, XS-C, XS-N, XS-PET-C, XS-CEM, XS-Ge-C, LiF (220), LiF (420), ADP, Ge, TlAP,
InSb, XS-400, XS-100
최신 MCA 기술 적용 계수 기술
섬광 계수기

13M cps 이상의 선형 강도 범위

DynaMatch™

1)

EasyLoad™ 1)
전원 사항
압축 공기

검출기 가스
외부 냉각수
치수
(너비 x 깊이 x 높이)
품질 및 안전
1)

S8 TIGER 3kW
3 kW
최대 60kV
최대 150mA

선택 사항 패키지

300µm 및 1.2mm 스팟(FWHM)을 사용한 고해상도 및 고감도 맵핑

자동화 마스크(최대 3): 선택형(SampleCare;) 34mm, 28mm, 23mm, 18mm, 8mm (BeamGuide),
5mm (BeamGuide)
쉽고 직관적인 통합형 터치스크린

오염 방지 쉴드로 처리된 X-선 튜브 및 고니오미터
프로그램화 된 진공 씰이 적용된 분리형 샘플 챔버 및 스펙트로미터 챔버
자동 시료 인식
휴대형 시료 트레이

208~240 V (1P/3P)
50/60 Hz
불필요

208 V, 60Hz (1P/3P)
230 V, 50/60Hz (3P)

가스 계수기용 P5 가스(5% 메탄, 95% 아르곤)
가스 계수기용 P10 가스(10% 메탄, 90% 아르곤)
냉각수 없음

135cm x 89cm x 90cm;
53.1” x 35” x 35.4”

냉각수
물 소비 자동 조절 및 최소화, 단기 중단 보상
135cm x 89cm x 104cm;
53.1” x 35” x 41”

터치스크린: 추가 너비 12cm(4.7") 허용
446kg

476kg

DIN EN ISO 9001:2008
CE 인증
완전 방사선 방호 시스템. 방사선 < 1 µSv/h

Bruker AXS GmbH
info.baxs@bruker.com

www.bruker.com

전 세계 지사

bruker.com/baxs-offices

온라인 정보

bruker.com/s8tiger

Bruker AXS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통지 없이 사양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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