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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Corrosion Test with Salt Spray

Spark Emission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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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재료의 부식이나 유기피막의 성능 평가 장비

장비용도

• 시험기 챔버 내의 온도, 염수분무량 및 염수분무각도 등 조절가능하며, 조절된 염수의 pH농도를 이용하여
시험시편의 부식을 가속시켜 시편의 내식성능을 시험하는 장비

시험항목

전기적인 여기(excite) 에너지인 Spark로 금속성 분석시료의 원자를 여기시키고, 기저상태로 환원하는 전자가

장비용도

발생시키는 고유한 파장의 빛을 원소별로 검출하여 고체금속의 성분을 정량 정성 주사하여 시료표면의 X-ray를
검출, 에너지를 분석하고 시료의 형상을 관찰하여, 정성 정량 분석하는 장비

KS D 9502(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
• Fe-Matrix : C, Mg, Al, Si, P, S, Cr, Mn, Ni, Cu, Sn, W (KS D 1652, ASTM E 415 기준)

시험항목

• Cu-Matrix : Mg, Al, Si, P, S, Cr, Mn, Fe, Ni, Cu, Zn, As, Sn, Pb (BS EN 15079 기준)
• Al-Matrix : Mg, Si, Cr, Mn, Fe, Ni, Cu, Zn, Sn, Pb (ASTM E 1251 기준)

• SO2, NO2, CO2 0.1-200PPM
• 관련규격 : KS D 9502, JIS Z 2371, ASTM B 117, ISO 3768, ISO 7263
• 복합부식조건이 가능(Salt spray and SO2, CO2, NO2 gas corrosion)
• 시험조로부터 배출된 유해성 Gas의 처리가 가능

주요사양

• Vacuum Emission Spectrometer

• 시험챔버내 Control unit이 있어 일정한 가스농도를 유지할 수 있음

- Operating Temperature Stability : 12-35℃

• 염수분무는 mist dispersion tower를 이용한 방식

- Grating Grooves : 2400 grooves/mm

• 시험챔버내 Gas detection port가 있어 배출되는 가스농도의 확인이 가능

- Pump Duty < 5 %

• 염수분무실 조건 : 온도(35±2)℃, 분무압 0.71.8kg/㎠
• 염수분무량은 80㎠의 수평채취면적에 대해서 시간당 12ml의 용액이 모이도록 함

주요사양

- PM Tube : 55 channel
• Fe Channel : Fe alloy 24 성분 분석

• 시험편의 시험각도 : 염수분무기내의 시표대에 약 70℃

• Cu Channel : Cu base 20 성분 분석
• Al Channel : Al base 19 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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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유압밸브, 컨트롤 챔버

구성품

Recalibration Samples, Electrodes, CRMs

담당자

권성태 031-460-5514

담당자

이철규 031-460-5372

고정설치 장비

고정설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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