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사양 (Technical Specification)

 관련 제품 (Associated product)

·Iron, steel & alloy

·Ferroalloy

·Nonferrous metal

·Mineral & geology

·Coal

LAB Spark series

·고성능 PMT 채용

·초점 거리 750mm

·측정 파장 범위 160 ~ 800nm

·최대 48 Channels

·Li, Na, K 등 장파장 원소 / N, P, S, B, Sb 등 단파장 원소 검출 가능

Spark OES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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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SparkCCD 6000

적 용 재 질 Fe, Al, Cu, Ni, Co, Mg, Ti, Zn, Pb, Sn, Ag

측 정 원 소 C, N, P, S, Si, Mn, Mo, Cr, Ti, B, Nb, W 등 30여 원소

광 원 HEPS(High Energy Pre Spark)

주 파 수 20 ~ 600Hz

초 점 거 리 500mm

파 장 범 위 130 ~ 640nm

전 원 220V±10%, 단상, 16A, 2.5KVA

외 관 995(L) X 680(W) X 650(H)mm

무 게 110Kg

사 용 환 경 10 ~ 40℃, 습도 75%미만

■CRM(Certified Reference Material)

■Testing Instrument

·Slag, refractory

·Environmental

·Gas in metal

·Solution standard

·Accelerator & others

“SparkCCD 6000”

高 신뢰성 측정 결과

사용상 편의성 증대

합리적인 투자 비용



SparkCCD 6000은 야금, 주조, 기계, 금속 프로세스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며 소결 전 테스트, 생산 프로세스 제어, 

완성품 검사 등에 뛰어난 성과를 제공합니다.

Fe, Al, Cu, Ni, Co, Mg, Ti, Zn, Pb, Sn, Ag 및 합금 베이스의 약 30개 원소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1. 하드웨어(Hardware)
·Full Digital Solid State Light Source 채택, 연속적인 주파수 조정이 가능

·고분해능 Multi CCD Detector 장착

·Solid Adsorption Trap으로 Light Chamber의 오염방지

·Die Casting으로 제작된 Light Chamber로 매우 낮은 열팽창률

·Two Stage 전자동 온도 조절 장치 탑재

·까다로운 규격을 만족하는 자사 제작 CRM으로 Calibration

 적용 분야 (Application)

Aerospace

Construction 

Airport Terminal

Facility

National Theatre

Railway

SparkCCD 6000 모델은 고분해능 Linear CCD를 사용하여 

Full Spectrum Scanning 수행, 다양한 Base Metal Sample의 

원소 분석에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Photomultiplier 배치에 의해 하드웨어 변경 없이 어떠한 성분도 

분석이 가능하며 유지보수가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Full Digital 

Solid State 광원을 사용하며 연속적으로 주파수를 변경하여 

다양한 재질에 대해 매우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parkCCD 6000

 제품 특징 (Product characteristics)
NCS Testing Technology Co., Ltd.(NCS)는 국가 철강 연구소 CISRI의 자회사로 금속 관련 높은 신뢰성의 분석 장비, 엄격한 기준

을 만족하는 표준 물질(CRM)의 개발, 제조를 하고 있으며 300여명이 넘는 연구진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과 제품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NCS는 ISO9001, NADCAP, Royce, RMP, ISO/IEC17025, CMA, CAL, CMC, PTP등 국제 표준 인증들을 취득하였으며 국가 시

험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o become a world-class metal material and equipment technology innovation”

高 신뢰성 측정 결과 사용상 편의성 증대 합리적인 투자비용

2. 소프트웨어(Software)
·실시간 작동상태 파악 및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감시

·고유의 Automatic Burden Proportion 기능

·향상된 Single Spark Data 분석으로 Steel의 Al 분석 기능

·Spark Frequency 조절 기능

·One Click 분석 (간편한 조작)

·미국, 일본, 중국 표준규격 내장

·한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