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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센서

thermoMETER

진공 딥 드로잉 장비의 온도 센서
문제

장점

용할 수 있도록 치과 기공소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기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인레이

이기 때문에 측정 대상 물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

Erkodent 사는 스포츠 활동 중 치아를 보호하기 위한 잇몸 실드 인레이 제작 등에 사
는 각 개인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보다 로컬 생산 방식이
선호됩니다. 열 성형 공정 시에는 검 실드 인레이 블랭크(플라스틱 필름)의 온도를 모
니터링해야 합니다.

물체의 표면을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측정합니다. 비접촉식 측정
열 방출 및 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 정확하고 쉽게 측정을 재

현할 수 있습니다. 측정 지점당 가격이 저렴하여 쉽게 기존 열 성
형 기계의 원가 구조에 통합할 수 있어 소규모 실험실에서도 도입

이 가능합니다. 의료, 치과 및 분석 기술에서 이렇게 분업화된 장

측정 업무

플라스틱 필름을 형성하기 전에 적외선 라디에이터를 이용하여 필름을 적외선 히터 위

에서 회전시키면서 설정한 온도까지 가열시킵니다. 과거 시스템에서 온도는 라디에이
터를 접촉식으로 측정하여 파악했는데, 이 방법은 라디에이터의 주변 온도에 대한 판

비 어플리케이션은 건강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 계속해서 성장하

고 있는 분야이며 모든 시스템 및 구성요소 제조사들의 잠재적인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독 값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실제 제품의 온도 및 성형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간
접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해결책

적외선 히터 아래에 장착되는 thermoMETER CS 타입의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면 가열
공정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필름 온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동 패널에서 온도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가열이 중단되고 열 성형 공정이 시작됩니다. (
그림 참조, www.erkodent.com)

주식회사 카이스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562번길 1

천안사무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91
1동 305호
Tel. 041-555-8834 / Fax. 041-565-8834

|

Tel. 031-704-8833 / Fax. 031-704-8834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13
(지족동, SK허브) 2층 213호
Tel. 042-631-1348 / Fax. 042-631-1349

|

웹사이트: www.ekais.kr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20
엠제이테크노파크 A동 202호
Tel. 053-581-1348 / Fax. 053-581-8848

|

e-mail: info@ekais.kr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94-14
신화골든뷰 308호
Tel. 051-610-1348 / Fax. 051-610-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