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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도계 ST520/ 520S/ 522 

[ 특장점 ] 

 광휘도 및 색상 좌표를 위한 정밀 기기. 

 CIE (국제조명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의 사진 스펙트럼 요구조건에 적합 

  색 온도 또는 상관 색 온도 

  색차 모드의 사용자 정의 기준 값 

  룩스(Lux) 또는 풋 캔들(fcd) 단위 선택 

  자석식 고정 

ST520은 넓은 광원의 휘도 및 색 온도를 정확

하게 측정하는 색도계입니다. ST520S는 LED 

광원의 휘도 및 색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색도계입니다.  

ST522는 선택 기능이 있는 여러 광원의 휘도 

및 색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색도계입니다. 

이들 각각은 국제조명위원회 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의 사진 스펙트럼 응답 및 색 온도 조건을 충족

합니다. 

 

[ 제품 규격 ] 

형명 ST520 ST520S ST522 

광원 일반광원 LED 광원 광원 선택가능 

측정기능 

조도: Ev (lx  

또는 fcd) 

색 좌표: (x, y), (u', v') (CIE 1960) 

상관 색 온도: CT, ⊿uv 

색차: (⊿Ev, ⊿x, ⊿y) , (⊿Ev, ⊿u', ⊿v') , 

(⊿Ev, ⊿u'v') , (참조색상 한세트) 

조도: Ev（lx 또는 fcd） 

색 좌표: x, y, u', v'）（CIE 1960） 

상관 색 온도: CT, ⊿uv 

색차: ⊿Ev, ⊿x, ⊿y）,（⊿Ev, ⊿u', ⊿v'）, 

（⊿Ev, ⊿CT, ⊿u'v'）（참조색상 한세트） 

측정범위 Ev：0~80,000 lx (0~7,432 fcd)   CT：99,990 K Max. 

정확도 

(@25°C, 60% RH) 

Ev：± 5%(3,000 lx, 표준 광원 A 측정) 

x, y：± 0.02(100 lx, RGB LED 광) 

Ev：±（3%+2 디지트）（3,000 lx, 표준 광원 A 측정） 

x, y：± 0.02(100 lx, RGB LED 광） 

CT：± 4 % 

분해능 
Ev: 1(0~ 9,999)，10(10,000이상에서), lx; 0.1(0.0~ 999.9)，1(1,000이상에서), fcd ; 

CT：1(0~ 9,999)，10(10000이상에서), K ; x, y：0.001 ; u', v'：0.001 

응답시간 약. 1 초. 

온도편차 
Ev：±（5%+2 디지트）（3,000 lx, 표준 광원 A 측정） 

x, y：± 0.008（100 lx, RGB LED 광） 

습도편차 
Ev：±（3%+2 디지트）（3,000 lx, 표준 광원 A 측정） 

x, y：± 0.005（100 lx, RGB LED 광） 

동작온도 0°C~ 50°C (32°F~ 122°F)，80% RH이내 

보관온도 -10°C~ 60°C (14°F~ 140°F)，85% RH이내 

무게 179g(6.3 oz.) 건전지 제외 

크기 
본체: 140x 49x 29 mm(5.5"x 1.9"x 1.1") 

감지기 탐촉자: 165x 50x 36mm(6.5"x 2.0"x 1.4") 

부속품 9V 건전지, 사용설명서, 이동함, 손잡이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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