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nsity Comparison
Pyrometer
Mikro Type PV 11
0.1mm 직경에서 시작하는 물체의 +700 ° C에서 +3500 ° C까지의
매우 정확한 온도 측정

Intensity Comparison Pyrometer Mikro PV 11

강도 비교 Pyrometer Mikro PV 11
Special features
•
•
•
•
•

700 ° C ~ 3500 ° C의 측정 범위
측정 대상의 인식을위한 넓은 시야
측정 대상의 선명하게 정의 된 그림
매우 높은 정확도
짧은 스펙트럼 감도로 인한 방사율 계수의 매우 작은 영향

•
•
•
•

측정 원리

가변 측정 거리의 경우에 쉬운 조정
0.1mm에서 시작하는 아주 작은 물체의 측정
매우 높은 광학 해상도
비교 광원의 밝기는 특허 프로세스에 의해 지속적으
로 측정되므로 에이징 효과가 보상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예

비교 표식
측정 대상

강도 비교 고온계 PV 11은 계
측기에 위치한 보정 된 기준
램프와 측정 대상의 시각적
강도 비교를 기반으로합니다.
측정 대상은 광학 장치를 통
해 관찰됩니다.

• 실험실 장비 제조업체 원자 흡광 분광계
흑연 셀에 대한 정확한 온도 결정.
• 진공 용광로 - 금속 샘플
작은 금속 샘플에 대한 온도 측정.
• 핵 연구 - 금속 및 세라믹 샘플
우라늄 정제의 소결 중 온도 결정.

광학 장치를 통해 봅니다.

• 백열 전구 제조업체
다른 금속 합금에서 필라멘트의 온도 한계 결정.
비교 표식은 측정 대상의 그림에 반영됩니다. 기준 램프의 방사 강도를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비교 표시의 밝기는 측정 대상의 밝기와 일치
할 때까지 밝아집니다. 그런 다음 통합 된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온도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기계의 단파 분광 감도의 매우 높은 감도 덕분에 이 측정
방법은 실제로 가장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대
전자 장치의 비접촉 온도 측정 분야에서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 중 하
나입니다.

• 유리 섬유의 생산
직경과 무관하게 먼 거리에서도 신뢰할 수있는 측정.
• 대학교
물리학, 화학 및 재료 과학의 많은 연구소는 기준 고온계로 Mikro를
사용합니다.

납품의 범위
비교 표시는 순전히 시각적 인 생성입니다. 광원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전자적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장치는
노화의 영향을받지 않으며 반복적 인 진동없이 수년간 안정적인 측정
판독 값을 제공합니다.

강도 비교 방법의 또 다른 이점은 측정 대상의 크기로부터 측정의 준
독립성입니다. 따라서 0.1mm부터 시작하는 물체 크기의 온도를 측정
할 수 있습니다.

•
•
•
•
•
•
•

Pyrometer
Cross head
Power pack
Carrying case
PC connection cable
Spare lamp
Software for transmitting and saving the measured values on a PC

액세서리
마이크로의 또 다른 자산은 전자 장치보다 훨씬 뛰어난 5,000 : 1의 광학
해상도입니다. 예를 들어 1mm 거리의 물체는 5m 거리에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나사산이있는 렌즈는 1m - ∞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매우 높은 정확도
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0.2-1m 사이의 간격에 대해 보조 렌즈 세
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시야각은 측정 물체와의 정
렬을 용이하게합니다. 고해상도 멀티 턴 포텐시오 미터와 함께 6 개의
필터 스테이지는 기준 방사선 소스의 정확한 강도 조정을 가능하게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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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 lens set D1 / D2 / D4
lens D1
for 0.5 - 1.0 m
lens D2
for 0.33 - 0.55 m
lens D1 + D2
for 0.25 - 0.33 m
lens D4
for 0.2 - 0.25 mm
• 회색 필터 NDx4 (D 0.60) M43 나사산, 전송 약. 25 % (측정 범위를
최대 3500 ° C로 확장)
• 회색 필터 NDx8 (D 0.90) M43 나사산, 전송 약. 12.5 %
• M43 나사가있는 PV 11 용 보호 유리
• 플로어 스탠드 PT 50 / B

Technical data
측정 범위
• +700 to +3500 °C, subdivided into 6 partial ranges
• up to +3500 °C with
attachable filter
디스플레이 해상도
• 1K

반복성
•	3 K

조준 지원
• cross head:
horizontally: 360 °
vertically: 90 °

거리 측정
• 보충없이
lens: 1 m to ∞
• With supplementary
lenses: 0.2 m to 1 m

정확성
• 1.5 % of reading
(+700 to +800 °C)
• 0.6 % of reading
(+800 to +2000 °C)
• 2.0 % of reading
(+2000 to +3500 °C)

광학 해상도
• 	5000 : 1

조정의 정확성
(at ε = 1 and Ta = 23 °C)
정확도는 측정자의 눈의 감
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

조준 장치
• 시력 교정을 통한 사실적인
양면 통행 렌즈 관찰, 퇴색
한 비교 마킹, 초점 조절 가
능 광섬유

• at +1000 °C: ± 1.5 °C
• at +2000 °C: ± 5.0 °C
• at +3000 °C: ± 10.0 °C

디스플레이
• 4 자리 디지털, LCD

인터페이스
• RS232 는 PC에 판독을
전송할
• 인도 범위에 포함 된 PC

사용 주위 온도
• +10 °C to +45 °C
보관 온도
• 0 °C to +55 °C
Housing
• Aluminium
Dimensions
• 100 x 100 x 450 mm

소프트웨어
조정 가능한 매개 변수
• Emissivity 10 to 100%

최소. 목표 직경
• 1m 거리에서 0.3mm
• 0.2m 거리에서 0.1mm
(보조 렌즈가 있을 시)

전원 공급 장치
• 15 V DC 또는 230 V AC 플러
그 전원 공급 장치
(배송 범위에 포함)
스펙트럼 감도
• partial range I:
500 - 670 nm
• partial range II:
620 - 670 nm
• partial range III - VI:
650 - 670 nm

Dimensions
ca. 443 mm

Ø 36 mm

100 mm

Ø 62 mm

100 mm

A

15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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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m

136 mm

9 mm

129.95 mm

Ø 13.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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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quarters
	Sales and Service Center
	Sales abroad

Keller HCW GmbH
Infrared Temperature Solutions (ITS)
Carl-Keller-Straße 2 - 10
49479 Ibbenbüren-Laggenbeck
Germany

Sales and Service Center
Korea
www.ultratec.co.kr
Tel. +82 (0) 70 8282 5979
ellen@ultratec.co.kr

www.keller.de/its
Tel. +49 (0) 5451 850
Fax +49 (0) 5451 85412
its@keller.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