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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CAN 2214
고분해능 멀티스케일 3차원 X선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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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CAN 2214 
고해상도 멀티스케일 나노단층촬영기

SKYSCAN 2214는 microCT 기술의 선구자인 Bruker의 최신 3차원 X선 현미경입니다. 
탁월한 분해능의 X-선 현미경을 통해 사용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가장 완벽하고 다재 다능한 시스템입니다.

� 샘플 지름 최대 300 mm, 최소 60 nm 픽셀 크기의 다목적 시스템

� 500 nm 미만의 분해능을 보유한 X-선 광원

� 궁극의 유연성을 위해 최대 4개의 검출기 업그레이드(field-upgrade)가 가능한 혁신적인 모듈형 설계

� InstaRecon® – 세계에서 가장 빠른 3D 재구성 소프트웨어

� 나선형 스캐닝(Helical scanning)을 위한 왜곡 없는 정확한 재구성 알고리즘

�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maintenance-free 시스템, 가동중지 시간 및 유지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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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μm  voxel 크기로 스캔한 셰일(Shale)
 color coding으로 국부적 구조를 분리한 3차원 렌더링 모델

지질, 석유 & 가스 탐사

� 통상적 및 이례적 저유층의 고분해능 이미지
스캔

� 기공 크기 및 투과도, 입도 및 모양 측정

� 광물상(mineral phases)의 분포 계산

� 동적 프로세스 분석

600 nm voxel 크기로 스캔한 CFRP 복합재료
color coding된 국부적 섬유 배향 구조의 3차원 렌더링 모델

폴리머 & 복합재료

� True 3D resolution <500 nm인 미세 구조
분석

� 미세구조 아키텍처 및 투과성 평가

� 결함, 국지적 섬유 배향성 및 두께 정량화

900 nm voxel 크기로 스캔한 Li-Ion 배터리3차원 렌더링 모델

배터리 & 축전지

� 배터리 및 연료 전지의 비파괴 3차원 이미지
스캔

� 결함 정량화 분석

� 양극 및 음극 구조 분석

� 시간에 따른 구조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동적
실험

생명 과학

� True submicron 분해능으로 연조직, 뼈 골세포
및 치아 세관 등의 구조 분석

� 생체 재료 및 고밀도 임플란트의 골융합에 대한
Artefact-free 이미지 스캔

� 식물 및 곤충 같은 생물학적 샘플의 고분해능
특성 분석

3 μm voxel 크기로 스캔한 쥐의 폐 3차원 렌더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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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CAN 2214 multiscale X-ray nanotomograph

SKYSCAN 2214 –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최첨단 
3차원 X선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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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스케일 3차원 X선 현미경

SKYSCAN 2214는 고유의 X-선 광원 및 검출기 구조를 갖춘   
멀티스케일 X선 현미경으로 뛰어난 정밀도로 선명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SKYSCAN 2214는 더 큰 물체에서 더 넓은 시야
(larger field-of-view)를 위해 이례적인 초고분해능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nano-CT를 산업 및 학술 연구   
에서 실용적이고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극한의 유연성

SKYSCAN 2214는 혁신적인 모듈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며, 
최대 4 개의 검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샘플 및 응용 
분야에 관계없이 최고의 이미지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 같은 
최고의 유연성은 하나의 기기에서 다양한 샘플 유형과 크기를 
스캔하여 다른 CT 시스템들의 추가적인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모든 검출기들은 변화하는 분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SKYSCAN 2214의 비용대비 효율적인 확장성을 위한 업그레
이드(field-upgrade)가 가능합니다. 

Submicron 수준의 초고분해능

SKYSCAN 2214는 초고분해능으로 보다 큰 물체를 측정하기 
위한 경계를 확장합니다. 넓은 FOV(field-of-view)로 최대 
직경 300 mm 크기의 물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직경              
12 mm에서, 500 nanometer 이하의 true 3D resolution
을 제공합니다. 도달 가능한 voxel 크기는 60 nanometer입
니다. 

큰 샘플과 옵션 스테이지를 수용하기 위한 대형 챔버 내장 터치스크린을 사용한 손쉬운 기기 작동 종합적인 시스템 상태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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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Source)

SKYSCAN 2214는 최신 개방형 
X-선 광원을 사용합니다. 이 광원
은 500nm 미만의 실제 공간 분해
능, 최대 160 kV의 X선 에너지 및 
최대 16 W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광원은 매우 간편하고 정렬이       
완료된 필라멘트 교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 없
습니다.

검출기(Detectors)

SKYSCAN 2214에는 다음과 같이 최대 4개의 X-ray 카메라
를 장착하여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해능과 
FOV가 다른 CCD 카메라 3개 및 대면적 flat-panel 검출기 
1개. 모든 카메라는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시스템 수명 내에서 언제든지 다른 CCD 카메라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3개의 CCD 모두 중앙 빔 위치와 2개의 오프셋 위치
에서 이미지를 스캔하여 FOV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두 오프셋 이미지는 위치 및 강도 보정과 함께 자동으로 결합됩
니다.

스테이지(Stage)

SKYSCAN 2214의 고정밀 스테이지
는 지름 300mm 및 중량 25kg까지의 
지원합니다. 
에어-베어링 모터는 매우 높은 정확도
로 정밀하게 회전시킬 수 있으며, 통합
된 마이크로-포지셔닝 스테이지는 완
벽한 샘플 정렬을 보장합니다.

최고의 이미지 품질을 위한
최첨단 핵심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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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큰 물체를 위한            
고배율 스캔

픽셀 크기가 작은 CCD 검출기를 
사용하면 큰 물체로 고분해능 스캔 
및 3차원 재구성을 확장할 수 있습
니다. 내장된 검출기의 유연성으로 
인해 물체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FOV와 공간분해능을 조정할 수 있
습니다.
해당 부피에서 고급 재구성을 수행
하면 이미지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
으면서 큰 물체의 선택된 부분을 고
해상도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오프셋 카메라 위치 및 수직 물
체 이동을 사용하여 FOV를 가로/
세로로 늘릴 수 있습니다.

Object diamete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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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X선 광원

SKYSCAN 2214는 diamond window가 있는 개방
형 nanofocus X선 광원이 있습니다. 20-160 kV의 
에너지를 가진 X선 빔을 생성하며, 두 종류의 음극 필라
멘트를 제공합니다. 텅스텐(W) 필라멘트는 최대 160 
kV의 가속 전압의 모든 범위에서 작동하며 800 nm까
지의 초점 크기를 제공합니다. 불화란타늄(LaB6) 필라
멘트는 전압을 20 kV에서 100 kV로 가속하는 데 사용
할 수 있으며, 500 nm 미만의 X선 빔의 초점 크기를 제
공하여 영상 및 3D 재구성에 있어 최고의 분해능을 달
성할 수 있습니다. 
JIMA 분해능 패턴은 500 nm 구조를 쉽게 해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초점 크기와 방출 지점 위치의 장기
적 안정성을 위해, X선 광원은 냉각수의 정확한 온도 안
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냉각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
니다.

SKYSCAN 2214로 스캔한 JIMA resolution chart 이미지는 
500 nm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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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시험 스테이지

Bruker 재료 시험 스테이지는 최대 
4400 N까지의 압축 시험과 최대 440 N 
까지의 인장 시험을 수행하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모든 스테이지는 케이블 연결 없이 시스
템의 회전 스테이지를 통해 자동으로 통
신합니다.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예정된 스캐닝 시험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냉각/가열 스테이지

Bruker의 가열 및 냉각 스테이지는 주변 
온도보다 최대 80°C 이상 또는 영하 25°C 
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테이
지와 마찬가지로, 추가 연결이 필요하지 않
으며, 스테이지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특정 환경에서 샘플을 스캔하고 샘플의 미
세 구조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
습니다.

Deben 스테이지

SKYSCAN 2214는 DEBEN 스테이지
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포함된 어댑터
를 사용하면, DEBEN 스테이지를 간단
하게 SKYSCAN 2214의 회전 스테이
지에 설치하고, 슬립 링을 통해 전원을 
공급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외부에서 연결되는 추가 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샘플과 옵션 스테이지를 수용하기 위한           
대형 챔버

SKYSCAN 2214에는 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샘플 챔버가 있어서 큰 물체를 스캔하고 옵션 스테이지를 장착
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주변 장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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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과 CCD 카메라가 광원에 최대한 가깝게 이동하면 측정 강도
가크게 증가합니다. 이것이 SKYSCAN 2214가 기존 시스템보다
빠르게 스캔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고정식 카메라 시스템은 샘플 크기나 배율에 관계없이 
하나의 스캔 속도로 제한됩니다.

카메라 위치가 고정된
기존 시스템

고정 위치, 적은 강도, 느린 속도 

Best-Scan-Geometry™를 
갖춘 SKYSCAN 2214

최적 위치, 최고의 강도, 최적 속도

No Yes가변 카메라 위치

X선 선원

최적화된 X-선 선원

소형 빔 구멍
넓은 빔 구멍

저 배율에
큰 샘플

저배율에
큰 샘플

중간 배율에
중간-크기 샘플

중간 배율에,
중간-크기 샘플

고배율에
작은 샘플

고배율에
작은 샘플

고정된 검출기
위치

가변 검출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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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CAN 2214 소프트웨어 제품군은           
편리한 사용감과 작업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X선 영상

 �

�

X선 프로젝션 영상의 
실시간 뷰 

원본 및 배경 보정 X
선 영상들 간의 손쉬
운 전환

� 직접 치수 측정

4

4

비디오 영상

� 실시간 광학 카메라로
샘플 검사

� 최고 분해능을 위한
샘플의 위치 결정

5

제어 바

� 확대, 물체 위치 및 회전
을 위한 슬라이더 방식
조절

� 신속한 X선 카메라 모드
조절

� 샘플의 흡수계수에 맞추
기 위한 쉬운 필터 선택

6

3

메뉴

� 스캐너 제어를 위한 간단
하고 깔끔한 메뉴

� 특징 및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HELP
데이터베이스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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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CAN 2214 제어 소프트웨어 창 개요

제어 소프트웨어

직관적이고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SKYSCAN 2214 제어 소프트
웨어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찾는 데 편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메뉴와 아이콘을 포함한, 전체 화면은 간단하면서도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배치되어 있어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라도 즉시 스
캔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입니다.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LP)

SKYSCAN 2214 시스템에는 GLP 모듈이 제공되어 사용자 권한
을 3가지 수준으로 관리하고, GLP 요건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5

나선형 스캐닝: 왜곡없는 정확한 재구성

microCT 시스템의 콘-빔(cone-beam) 구조는 스
캔 후 재구성 단게에서 아티펙트를 유발할 수 있습니
다.   SKYSCAN 2214는 나선형 스캔을 통해 이러한 
아티펙트를 방지하며, 여기서 샘플은 스캔 단계에서 
나선형으로 회전합니다. SKYSCAN 2214는 나선형 
스캔 및 GPU 가속 재구성을 사용하여 샘플을 왜곡없
이스캔하고 재구성합니다. 또한, 한 번의 스캔으로 긴
샘플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왼쪽) 및 나선형(오른쪽) 스캔을 사용하여 재구성된 
Defrise phantom 을 통한 수직 가상 슬라이스

6

스카우트 뷰

� 전체 샘플의 

� 대형 이미지의 자동  합성

� 배치 스캐닝을 위하여다
른 수직 위치를 클릭 및드
래그 

3

툴바

� 명확하게 라벨이 표시
된 아이콘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

� 전체 SKYSCAN 소프트
웨어 제품군에 대한 퀵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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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Metrology)

SKYSCAN 2214는 공장에서 교정하여 매우 높은 측정 정확도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캐너는 샘플의 내/외부 모두에
서 계측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kyScan 2214의 결과는 기하학
적 치수, 공차, 3D CAD 설계와의 비교 및 기타 계측 측정을 위한 그래
픽 소프트웨어 VGSTUDIO MAX 또는 VGMETROLOGY에서 직접 가
져올 수 있습니다.

NRECON

2D 투영 이미지는 재구성 소프트웨어 NRECON에 의해 3D 체적으
로 변환됩니다. 빔 경화, 링 음영 및 오정렬과 같은 일반적인 CT 결
함이 쉽게 수정됩니다. SKYSCAN 2214는 Bruker에서 독점적으
로 공급하는 가장 빠른 재구성 소프트웨어인 InstaRecon®과 함께 
제공됩니다. InstaRecon®은 단일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기존의 재
구성 엔진보다 최대 100배 빠른 결과를 제공합니다.

Volume Graphics 소프트웨어를 통한 3D 인쇄 금속 부품의 계측 분석

DATAVIEWER 
3D 단층 이미지 검사 및 2D/3D 영상정합

DATAVIEWER를 사용하면 모든 방향에서 직교 슬라이스를 사용
하여 재구성된 체적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보다 편리한 시각화 
및 보다 효율적인 하위 체적을 절약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사용
해서 물체를 회전, 재배치 및 조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
어는 3D 거리 측정을 위한 직관적인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D 및 3D 영상정합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간에 획득한 동일한 샘플
의 다중 스캔을 정확하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CTVOX 
볼륨 렌더링을 통한 실질적인 시각화

CTVOX는 시각화 매개변수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사용이 쉬
운 볼륨 렌더링 패키지로, 모든 유형의 샘플을 사실적으로 표현합
니다.
 CTVOX는 시점을 직관적으로 조작하고, 물체를 관통하는 가상 
슬라이싱을 제공하며, 빛, 그림자 및 표면 속성을 완벽하게 제어합
니다. 기존에 얻기가 매우 힘들었던 매력적인 커버 이미지와 인상
적인 화상을 생성합니다. 

NRECON에서 3D 인쇄 냉각기 부품의 재구성 

DATAVIEWER에 나타난 꿀벌 머리를 관통하는 3개의 직교 슬라이스

CTVOX에서 볼륨 렌더링한 쥐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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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분해 4D CT

SKYSCAN 2214의 빠른 스캔 시간은 "4D CT"라고도 불리는   
시간분해형 CT를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용
자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샘플을 스캔하여 샘플의 변화에 맞출 수 
있습니다. 수 분 단위로 매우 빠르게 스캔을 해서, 동적 프로세스
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0N, 150N 및 500N 압축 조건에서, 석회암 시료의 현장 기계 시험

CTAN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내 개별 골재 입자 분석

CTVOL 내 콘크리트 결합재 및 골재의 표면 렌더링 모델

CTAN 
2D/3D 영상 분석 및 처리

전 세계 과학자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구축된 CTAN은 정량적 영상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패키지
에는 관심 영역 선택, 영상 분할 및 3D 측정을 위한 다
양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베디드 플러그인 또
는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의 포괄적인 라이브러리를 사
용하여 다공성, 두께, 배향 및 기타 많은 속성들 같은 복
잡한 미세 구조를 매우 쉽게 정량화 할 수 있습니다. 자
동화된 배치 분석을 통해 대규모 개체 집합을 간단히 연
구할 수 있습니다.

CTVOL

유연한 3D 보기 환경인 CTVOL에서 표면 모델을 시각
화 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스캔 데이터를 3D로 인쇄하
거나, 추후 CAD 및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STL을 포함한 몇 가지 형식으로 볼륨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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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 단일 공급자가 제공하는 시스템, 샘플 스테이지,
컴퓨터 및 모니터

� 완벽하게 교정 및 광범위하게 시험된 하드웨어

� 인증된 서비스 엔지니어의 직접 설치 및 지원

소프트웨어

� 강력한 3D 분석 소프트웨어 및 사실적인 3D
시각화

� 모든 기능과 성능을 갖춘 전용 모바일 앱

� 보고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다중 파일 형식

� 완전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전문가

� 전담 전문가의 직접적인 고객 지원

� 완전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교육

� 애플리케이션 및 분석 작업에 대한 과학적
지원

� 방법 훈련 지침이 수록된 뉴스레터

교육 및 훈련을 위한 Bruker microCT Academy

모든 기능을 갖춘 CTVOX 모바일 앱

SKYSCAN 2214 멀티스케일 3D X선 현미경

microCT One-Stop 
Shop을 통해 Bruker 
제품군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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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ker microCT는 최첨단 데스크톱 및 실험실용 microCT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 
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술자 팀을 보유합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
지, 당사의 모든 전문가들은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객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X-선 현미경을 위한 유일한 원-스톱 매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KYSCAN 2214를 사용하면 Bruker 사용자 가족의 일원이 되어 서로 지식과 경험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Bruker는 매년 microCT 사용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다음 모임에서 귀하를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Bruker microCT User Meeting, Ghent, 2018

CTVOX 앱을 다운로드하고
몇 가지 샘플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OS Android



기술 데이터

X-선 광원 다이아몬드 창을 갖춘 20-160kV, 최대 13W의 개방형(펌프식) 선원

X-선 검출기(들)

6 Mp 활성 픽셀 평면-패널
11 Mp 대형 냉각식 CCD 
11 Mp 중간 냉각식 CCD 
8 Mp 고해상도 냉각식 CCD

영상 포맷 한 번 스캔 후, 최대 8000 x 8000 x 2300 pixels

공간 해상도 최소 픽셀 크기 60nm, 500nm 미만 저-대비 해상도(10 % MTF)

위치지정 정확도 공압 수평조절 기능이 있는 회전, 진동 방지 화강암 플랫폼의 경우, 50 nm 미만

최대 물체 크기 지름 300mm (스캔 크기 140mm), 길이 400mm, 최대 물체 무게 25kg

방사선 안전성 기기 표면의 어느 곳에서나 <1 µ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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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information 
bruker.com/skyscan2214

Worldwide offices 
bruker.com/mct-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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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kg

DKSH Korea 
Tel. +82 2 2192 9755 
Fax. +82 2 2192 9596 
dksh.info.tec@dksh.com

www.bruk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