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PHAGAZ 표준가스 (ALPHAGAZ standard  gases) 

 About us 

 Sco�™의 50여 년간 쌓은 노하우와 에어리퀴드의 100여 년 동안 
 만들어진 가스 전문 지식과 혁신이 합쳐져,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표준 가스를 생산합니다  . 
 에어리퀴드는 새로운 가스 혼합 및 분석 기술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여 혁신을 이어 갈 것입니다. 

 Sco�™ 표준가스는 오랫동안 높은 분석 정확도를 시장에서 인정 
 받아, 업계의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Sco�™의 ISO/IEC 17025 인증된 
 공장들은 제조 준비 단계부터  완제품 분석까지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여 표준 가스를 만들어,  소급성  을 보장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당사의 표준 가스는NIST표준물질 
 (SRM) 및 NIST인증표준물질 (NTRMs)같은 표준물질과 비교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에어리퀴드는 정확도 높은 표준가스를 제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NIST인증표준물질 
 (NTRMs)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어리퀴드에서 제조하는 Sco�™ 표준 가스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준에 맞춰, 화학적인 한계가 없는한 
 모든 종류의 혼합 가스를 생산합니다. 당사는  제조오차 (blending tolerance),  불확도 (uncertainty),  및 
 소급성 (traceability)  에 있어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 합니다. 

 ALPHAGAZ 제품들은 에어리퀴드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Key features 

 ●  프로세스 통제력이 좋아 효율을 높여,  유지 비용이 줄어 듭니다. 
 ●  재분석으로 인한 시간을 줄여,  제품이 현금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완제품의 품질을 향상하여,  시장에서의 제품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규정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이나 위약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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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standards 

 🞓 	제조오차	 (Blending tolerance, BT) 

 고객이 요구한 가스 농도와 생산된 
 가스 농도 사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 (%) 

 🞓 	불확도	 (Uncertainty, U) 
 최종 생산된 가스 농도에 대한 
 신뢰도 (%) 

 🞓 	소급성	 (Traceability) 

 국제적으로 인증된 표준 물질과 가스 회사에서 생산된 표준가스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고리. 
 ●  Analy�cal traceability – 주로 Rata class™ 해당, NIST 표준 물질과 비교 분석하여 만들어진 표준 가스이며 NIST 

 표준 물질 실린더 번호가 COA에 표기. 
 ●  Process traceability – Cer�fied class™ 해당, NIST의 표준 가스 제조 방식과 동일하게 표준 가스를 제조. 

 🞓  Class 
 제조오차, 불확도, EPA Protocol gas 여부, NIST 소급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Sco�™ 표준가스의 제품 기준을 
 Class로 분류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Class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RATA and Compliance Classes™ 
 ●  Reference Class™ 
 ●  ACUBLEND Master Class™ 
 ●  Cer�fied Master and Working Classes™ 
 ●  Custom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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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 Samples 

 🞓  RATA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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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r�fied Master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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