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Rite Ci6x 시리즈™

휴대용 분광 광도계

공급 사슬의 모든 고리에서의 색상 관리 개선 



부드럽고 편안한 그립을 제공하는 
인체공학적 이중성형 디자인

광학 광택제 (OBA) 를 포함한 
샘플의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Calibrated UV (Ci64 UV 에만 
해당됨)

기존 기기와의 데이터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Embedded 
Transform 기능

샘플측정을 용의하게하는 공용 SP 
슈 플립백 액세서리 

높은내구성의 멈춤쇠 잠금 장치 

The Ci6x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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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유연성을 제공하는 전환 가능 
조리개 (Ci64)

실시간의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상태 LED

기기 및 성능을 모니터링 하는 
내장된 NetProfiler

보고 읽기 쉬운 고해상도 컬러 LCD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Bluetooth (해당 국가에서만 사용 
가능)

QC 또는 QA 시스템과의 USB 통신

편리한 측정을 위한 원격 측정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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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꼭 맞는 색상 관리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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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6x 시리즈는 최종 사용자에게 품질 보증, 품질 관리 및 공정 제어 작업에 대한 완벽한 
보완 기능을 제공하는 색상 관리 패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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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은 흔히 제조에서 간과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색상 측정은 페인트와 코팅에서부터 섬유 
및 가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제품의 색 일치를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색상의 일관성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과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공정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가시켜 고객의 기대를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견고한 색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정확하고 일관된 측정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갖는 것입니다. X-Rite 에는 이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Ci6x 휴대용 분광 광도계 제품군은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색상 관리를 위한 
성능 중심 솔루션이며, 측정이 언제 어디에서 수집되는 것과는 관계 없이 
제조업체들에게 그들의 색상 데이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색상 및 공정 제어 관리, 운영 비용 절감



쉬운 UI - 측정을 수행하고, 사전 
정의 작업을 수행하며, 장치를 
교정하기 위한 옵션이 있는 
간단한 메인 메뉴 (Ci64)

Ci6x 시리즈는 일관된 색상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정 품질 제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제품군 내의 
많은 옵션은 모든 규모의 작업에 반복 가능한 데이터 성능을 제공하고 제품 수율을 
개선하는 안정적인 측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Ci6x 시리즈는 광범위한 산업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색상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다목적 패키지

상업용 코팅. 특정한 색상 코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복 가능한 데이터 색상 
측정이 필요합니다. Ci6x 시리즈는 배치간 색상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치성을 
제공합니다.

플라스틱.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배치 일치성은 흔히 재료 공급 업체와 공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Ci6x 시리즈는 X-Rite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색상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 네트워크간에 공유될 수 있는 색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안 공정 변수의 
변화가 색상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OEM 인테리어, 애프터 마켓 부품, 또는 2차/3차 공급자 부품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색상 
정확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Ci6x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수준에서 제조 업체는 일관된 
수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SCI/SCE 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은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직물. 재료와 직물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광학 광택제 (OBA) 를 포함한 재료 및 
직물은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매우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정된 UV 강화 조명을 
사용하여 UV/Visible balance 를 제어함으로써 광학 광택 샘플에 대한 장기적으로 일관된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구. 다양한 재료(목재, 페인트, 금속, 직물 등)와 광범위한 색상으로 인해 반복 가능한 색상 
일치성이 중요합니다. Ci6x 제품군은 광범위한 재료를 판독하여 생산 또는 조립 공정의 각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벤치마크 측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측정결과표시 - 장치는 분석을 
위한 상세한 색상 비교 데이터 
또는

생산 작업의 사용자를 위하여 
간단하고 쉬운 합격/불합격 
지시 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쉬운 기기구성 - 네비게이션 
칼럼에 빠르게 액세스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기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NetProfiler 기능 – 보다 정확한 
데이터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Calibrated UV component – 
광학 광택제 (OBA)를 포함하는 
재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조정가능한 UV  component 
기능이 있는 최초의 X-Rite 
핸드헬드 분광광도계





사용자에게 꼭 맞는 색상 관리의 이점



도장된 표면에서 성형 플라스틱 부품 및 직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만족스러운 
컬러매칭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날의 제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X-Rite Ci6x 시리즈는 고객이 당면한 측정 작업에 가치를 추가하는 기능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업계에서 가장 완전한 옵션 세트로 제공합니다. 

신뢰성과 유연성

Ci62 및 Ci64 를 위한 내장된 NetProfiler. X-Rite의 특허 기능인 
색상 유틸리티를 통해 사용자는 제조 또는 공급 사슬의 
모든 곳에서 측정 일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기기의 성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i64 Graphical Jobs™. 현장 및 실험실 인원은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색상 데이터의 획득을 위해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기기의 대형 화면의 시각적 영상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근무조, 생산 라인 및 
개별적 제조 시설 전반에 걸친 통계적 공정 제어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수집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CI / SCE 동시측정. 표준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은 정확한 
색상 데이터 판독 및 육안 검사를 확인하기 위해 색상 및 광택의 
변화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그 및 액세서리 다양한 옵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표면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기기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격 측정 트리거. 샘플 측정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구현합니다.

Calibrated UV Enhanced Illumination 기능. Ci64UV 에는 광학 
광택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직물 및 종이의 정확한 색상 측정을 
위한 UV 조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Embedded Transform 기능. 기존 기기와의 데이터 일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USB 및 Bluetooth* 통신 기능.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원격으로 
볼 수 있도록 Ci6x 기기를 운영 시스템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X-Rite Sphere Handheld 분광광도계 와의 데이터 호환성. 기존의 
X-Rite 측정기기와 데이터를 전송 및 공유합니다.

조작하기 쉬운 내구성 디자인. Ci6X 시리즈는 쉬운사용을 위한 
인체공학적인 이중성형 설계와 많은 사용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있게 설계된 플립 백 슈, 그리고 신뢰성 있는 멈춤쇠 잠금 
장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표준 리튬 이온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동적 사용자 인터페이스(DUI). 사용자가 자신의 고유한 공정을 
수정 및 구성할 수 있는 작업기능으로 귀중한 운영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탐색. 색상 코드 화면을 통해 완벽하게 지향된 
설정 가능한 메뉴를 제공하는  정전식 터치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탐색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 블루투스가 거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인지 영업 담당자와 함께 
알아보십시오.



분광 광도계에 대한 투자를 최적화 하십시오.   

X-Rite 는 모든 색상 조절 측면과 연관된 전문가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분광 광도계를 위한 지속적인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옵션 제공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숙련된 사용자 모두가 색상 조정 능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훈련 및 교육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제공됩니다.

X-Rite 의 Ci6x 분광 광도계는 엄격한 품질 표준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포괄적인 글로벌 서비스와 우수한 
전화 및 웹 지원을 포함하는 1 년 표준 보장지원을 받습니다. 
Ci6x 서비스 프로그램 옵션들로 귀하의 장치가 항상 최적의 
성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작동 정지 시간을 줄이고, 혼란 상황을 없애며, X-Rite 
제품에 대하여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간 ISO 또는 기타 인증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 시의 보호에 이상적입니다.  

*다른 규정이나 고객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프로그램



Ci6x 시리즈 사양

측정 구조 d/8°, DRS 분광 엔진 
고정식 애퍼처
SPIN / SPEX 동시측정

광원 유형 A, C, D50, D65, F2, F7,F11 & 
F12

데이터 호환성 SP 시리즈 호환가능

표준 관찰자 2° & 10°

수신기 수신기 블루 실리콘 포토다이오드 

스펙트럼 범위 400 – 700nm

스펙트럼 간격 10nm – 측정 
10nm – 출력 

데이터 저장 1,000개 표준, 허용 오차값 포함
4,000개 샘플

측정 범위 0 - 200% 반사율

측정 시간 약 2초

Color Spaces, Indices, 
Functions

[√/X], Lab, YI1925, WI Taube, 
Δecmc, Δlab, ΔWI73, L*a*b*, 
Reflectance, WI98, MI, ΔE00, 
Δreflectance,  ΔWI Berger, 
L*C*h°, Munsell Notation, WI73, 
MI6172, ΔE94, ΔYI98, ΔWI 
Hunter, XYZ, Gray Scale, WI 
Berger, Gloss, ΔXYZ, ΔYI73, 
ΔWI Stensby, Yxy, YI98, 
WI Hunter, ΔL*a*b*, ΔYxy, 
ΔYI1925, ΔWI Taube, L*u*v*, 
YI73, WI Stensby, ΔL*C*h°, 
ΔL*u*v*, ΔWI98, Averging, 555 
Shade Sort, Verbal Difference, 
Power Management

램프 수명 약 500,000번 측정

충전 시간 약 4 시간

배터리 착탈식 리튬 이온 배터리 팩; 
7.4 VDC,  2400 mAh

Transform 지원 내장됨

AC 아답터 X-Rite P/N: SE30-177 
100-240VAC 50/60Hz, 12VDC 
@ 2.5A

화면 표시 3.2 인치 컬러 그래픽 LCD

작동 온도 범위 50° ~ 104°F (10° ~ 40°C) 
85% 상대 습도 최대 수치
 (불응축식)

보관 온도 범위 -4° ~ 122°F (-20° ~ 50°C)

무게 2.34 lbs. (≈1.06 kg)

치수 4.3”H 3.6”W 8.4”L 
(10.9 cm 9.1 cm 21.3 cm) 

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칼어, 중국어 (
간자체), 중국어 (번자체), 한국어, 
일본어



Ci60 사양 Ci62 사양 Ci64 사양 Ci64UV 사양

광학 구경 8mm 측정 면적/ 
14mm 타겟 윈도우

광학 애퍼처 선택:
4mm 측정 면적/ 
6.5mm 타겟 윈도우
또는
8mm 측정 면적/ 
14mm 타겟 윈도우

광학 애퍼처 선택 - 전환식 
애퍼처
4mm 측정 면적/ 
6.5mm 타겟 윈도우
8mm 측정 면적/ 
14mm 타겟 윈도우
또는
대형 고정식 애퍼처
14mm 측정 면적/ 
20mm 타겟 윈도우

광학 애퍼처 선택 - 전환식 
애퍼처
4mm 측정 면적/ 
6.5mm 타겟 윈도우
 및 
8mm 측정 면적 /
14mm 타겟 윈도우

광원 텅스텐 램프 텅스텐 램프 텅스텐 램프 텅스텐 램프 + UV LED
Adjustable UV content

장치간 일치성 CIE L*a*b*:
평균: 0.40 ΔE*ab, 12 
BCRA 시리즈 II 타일 기준
(specular component 
included)
최대 0.60 ΔE*ab, 모든 
타일 기준
(specular component 
included)

CIE L*a*b*:
평균: 0.20 ΔE*ab, 12 BCRA 
시리즈 II 타일 기준
(specular component included)
최대 0.40 ΔE*ab, 모든 타일 
기준
(specular component included)

장치간 일치성
8mm/14mm 또는 
14mm/20mm
CIE L*a*b*:
평균: 0.13 ΔE*ab, 12 
BCRA 시리즈 II 타일 기준
(specular component 
included)
최대 0.25 ΔE*ab, 모든 타
일 기준
(specular component 
included)
4mm/6.5mm
CIE L*a*b*:
평균: 0.2 ΔE*ab, 12 BCRA 
시리즈 II 타일 기준
(specular component 
included)
최대 0.40ΔE*ab 모든 타
일 기준
(specular component 
included)

장치간 일치성
8mm/14mm
CIE L*a*b*:
평균: 0.13 ΔE*ab, 12 
BCRA 시리즈 II 타일 기준
(specular component 
included)
최대 0.25 ΔE*ab, 모든 타
일 기준
(specular component 
included)
4mm/6.5mm
CIE L*a*b*:
평균: 0.2 ΔE*ab, 12 
BCRA 시리즈 II 타일 기준
(specular component 
included)
최대 0.40ΔE*ab 모든 타
일 기준
(specular component 
included)

단기 반복성 0.10 ΔE*ab, 흰색 세라믹 
타일

0.05 ΔE*ab, 흰색 세라믹 타일 0.05 ΔE*ab, 흰색 세라믹 타일 0.05 ΔE*ab, 흰색 세라믹 타일

데이터 
인터페이스

USB 2.0, 블루투스 ◊ USB 2.0, 블루투스 ◊ USB 2.0, 블루투스 ◊

제공 액세사리 교정 표준: 검은색 트랩, 
흰색 및 초록색 표준, 운용 
설명서, AC 어댑터

교정 표준: 검은색 트랩, 흰색 
및 초록색 표준, 운용 설명서, 
AC 어댑터

교정 표준: 검은색 트랩, 흰색 및 
초록색 표준, 운용 설명서, AC 
어댑터

교정 표준: 흑색 트랩, 흰색 및 
초록색 표준, UV 교정 표준, 
운용 설명서, AC 어댑터, 

옵션 샘플 고정 액세사리, 스페어 
배터리, 듀얼 베이 충전기

NetProfiler, 샘플 고정 액세사리, 
벤치톱 스탠드, 스페어 배터리, 
듀얼 베이 충전기

NetProfiler, 샘플 고정 액세사리, 
벤치톱 스탠드, 스페어 배터리, 
듀얼 베이 충전기

NetProfiler, 샘플 고정 액세사리, 
벤치톱 스탠드, 스페어 배터리, 
듀얼 베이 충전기

Modes/
Functions

QA, 비교, 불투명도, 컬러 
강도

QA, 비교, 불투명도, 컬러 강도, 
프로젝트

QA, 비교, 불투명도, 컬러 강도, 
프로젝트 및 작업

QA, 비교, 불투명도, 컬러 강도, 
프로젝트 및 작업

◊ 해당 국가에서만 사용 가능: 이용 가능한 옵션인지 귀하 지역의 영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기능 – 각 프로젝트에 대하여 여러 표준 그룹을 허용합니다.

“작업” 기능 – 단계적인 작업셋팅을 통하여 특정 단계에 대한 프로그램 순서를 허용하여 색상 측정 과정에서 작업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X-Rite: Your source for consistent 
color. On time. Every time.
X-Rite 는 제조와 품질 관리 요건에 대한 글로벌 색상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선도업체입니다. 

색상 분야에서 갈고 닦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X-Rite 는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꼭 맞는 현장 서비스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옵션들을 통해 품질보증 
기간을 1 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풀 서비스 
계약을 맺으시면 처음 규격을 유지하도록 특별히 개발된 X-Rites 
Annual Five Point Checkup 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기를 튼튼하게 
유지관리해 드립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12개 글로벌 서비스 
센터가 어디에서든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X-Rite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xrite.com을 
방문해주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지원 팀 CASupport@xrite.com 
또는 고객 센터 800-248-9748 로 문의해주십시오.

X-Rite Korea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8-26번지 선릉 SK 허브 오피스텔 1507호
baektaejin@xrite.com L10-488KO (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