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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기 ] 

GILTRON  
상품 안내 
 

• UV, 태양광 또는 가시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합니다. 

•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나타내고 자료 표시 정지  

기능이 있습니다. 

• 0~ 99분까지 조절하여 절전 기능을 사용하거나 연속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 USB 연결을 통하여 통싞이 될 수 있으며 4,500 자료의  

측정값을 이력 기록 할 수 있습니다. 

• 달력에 실시간 기능을 표시 

• 다른 지점의 차이값을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건전지 교체 표시 기능 유 

• 영점화 기능 유 

[ 장 점 ] 

• 태양광 세기 확인 연구 

• 물리학이나 광학연구 용으로 적절함 

• W/㎡이나 BTU/ft2 단위 표시 

• 현장에서 PV 모듈이나 배열을 시험하기에 최적 

[ 태양광 세기 측정 ] 

• 마스크 조정자가 웨이퍼가 판의 광도를 측정할 때 

고 싞뢰도를 유지하면서 측정하기에 최적 

• 자외선 경화 등이나 기타 다른 자외선 등의 세기를 

측정 

• 측정 파장 범위: 320~ 390nm 

 

[ UVA 측정 ] 

태양광(주광) 자외선 가시광 

보관함 ▲  단면,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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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TRON  
상품 안내 
 

창고, 공장, 사무실, 식당, 학교, 도서관, 병원, 사진관, 동영상 작업소, 주차장, 박물관, 예술 전시관, 공연장소, 

스타디움, 빌딩, 안전 관련 등 

[ 사용처 ] 

UVA 측정 가시광 측정 태양광 측정 

측정범위 400μw/㎠ 
4000μw/㎠, 20mW/㎠ 

40.00Lux, 400.0Lux, 4000Lux, 
40000Lux, 400000Lux, 
40.00FC, 400.0FC, 4000FC,  
40000FC 

40W/㎡, 400W/㎡, 2000W/㎡, 
13 Btu(ft2·h), 127Btu(ft2·h),  
634 Btu(ft2·h) 

분해능 0.1μW/㎠, 1μW/㎠, 
0.01mW/㎠ 

0.01, 0.1, 1, 10, 100Lux, 
0.01, 0.1, 1, 10 Foot-candle 

0.01W/㎡, 0.1W/㎡, 1W/㎡, 
0.01Btu(ft2·h), 0.1Btu(ft2·h), 1Btu(ft2·h) 

정확도 ±4% Fs + 2dgt ±3%(표준 백열광 2856˚K) 
6%(다른 가시광원) 

±10W/㎡ 
[±3Btu/(ft2*h)  또는 ± 5%] 

파장범위 320~ 390nm 380~ 780nm 400~ 1100nm 

자료 이력 능력 45000 자료 

시료 검출 시간 약 0.25sec 

자료 출력 USB 연결 

전원 9V 배터리(NEDA 1604 IEC 6F 22 JIS 006P)*1 

건전지 수명 약 100시간 

무게 약 250g 

 
부속품 

사용설명서, 이동 용기, USB 연결선, 소프트웨어 CD 

9V 배터리(NEDA 1604 IEC 6F 22 JIS 006P)*1 

탐촉자 가시광 탐촉자 태양광 탐촉자 

탐촉자 크기 본체 : 130x56x25mm(Lx Wx H) 

49 DIA. x 28(H)mm 80x55x25mm 85x55x25mm 

• JISC 1609: 1993 and CNS  5119 general A class 규격에 부합 

• CIE Luminous spectral efficiency 대열 반응 근접 

• 실리콘 광다이오드와 필터 

• 코사인값 교정 

[ 가시광 측정 ] 

[ 기술규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