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8600
(서베이미터 매뉴얼)

제 품 사 양
Radiological
Ÿ
Ÿ
Ÿ
-

(주)에스에프테크놀로지

Ÿ
Ÿ
Ÿ

display units
dose rate : Sv/h (uSv/h, mSv/h, Sv/h),
R/h (uR/h, mR/h, R/h), CPS and CPM
measurement range
dose rate : 0.1 uSv/h to 1 mSv/h
(0.01 mrem/h to 100 mrem/h)
dose rate (Option : PIN Diode) : 0.1 uSv/h to 1 Sv/h
(0.01 mrem/h to 100 rem/h)
display
dose rate : 0.01 uSv/h to 1 mSv/h
(0.001 mrem/h to 100 mrem/h)
dose rate (Option : PIN Diode) : 0.01 uSv/h to 1 Sv/h
(0.001 mrem/h to 100 rem/h)
linearity
dose rate : <± 15 % up to 1 mSv/h (100 mrem/h)
dose rate (Option : PIN Diode) : ± 15 % up to 1 Sv/h
(100 rem/h)
accuracy
<± 10 % (137Cs, at 100 uSv/h)

energy
- X and Gamma energy range : 30 keV ~ 6 MeV
- X and Gamma energy measurement range :
±20%, 50 keV ~ 3 MeV (at 137Cs)

angular
- <± 20 % (137Cs, 0° ~ 60°)
Ÿ detected radiation
- Alpha, Beta, X and Gamma ray
Ÿ

Ÿ

detector
- GM-Tube (End window type)
- Option : semiconductor

Electrical and Mechanical
Ÿ

power supply : Two 'C' size 1.5 V Alkaline battery
(Life time : > 2000 hours)

Ÿ

Audible : 80 dB(A) at 10 cm

Ÿ
Ÿ
Ÿ
Ÿ

size : 150 × 90 × 40 mm
weight : 420 g (including battery)
communication : Infrared
button : 5 buttons (Power, Hold, Mode, Buzzer, Backlight)

Ÿ
제조사 : ㈜에스에프테크놀로지
Tel : +82-2-837-8060
Fax : +82-2-837-8065
Mail : info@sftechnology.co.kr

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2동 1302호

지

사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삼성리더스타워 505, 506호

교 정 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97번지

Ÿ
Ÿ
Ÿ
Ÿ
Ÿ

동 작 방 법

l 외형
1. 선량계의 ON / OFF
서베이미터의 LCD 창에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OFF
상태이며, ON/OFF 버튼을 클릭하면 LCD에 ‘Start'가 표시되면서
켜지게 됩니다.

l 버튼 및 부저
'Start'가 표시된 후 약 4초 후에 선량률이 표시되면서 정상

부저Hole

동작합니다..

- ON/OFF Button
: 전원 ON/OFF 기능의 버튼
- HOLD Button

동작중 ON/OFF 버튼을 클릭하면 OFF가 됩니다.

: 측정값을 고정시켜서 보기 위한 기능의 버튼
- MODE Button
: 단위변경 등 기능 변경 버튼
- LIGHT Button
: Backlight를 ON/OFF하는 기능의 버튼
- BUZZER Button
: Buzzer를 ON/OFF하는 기능의 버튼

2. 기능별 설명
A. General Mode (일반사용 모드)
A-1) START (POWER ON)
A-2) Dose rate (uSv/h)
A-3) Dose rate (uR/h)
A-4) Hold

l LCD Display

A-5) Memory
A-6) Buzzer Off
B. Special Mode (특별사용 모드)
B-1) SELECT GM-TUBE DETECTOR

Function
- 5 Digits
- Display the amount of radiation with Bar-graph
- Backlighting

B-2) SELECT PIN DETECTOR

- hold (dose rate)
- Battery monitoring

B-6) Dose rate (uR/h)

Environmental
본

제 품 외 형

operating temperature : -10 ℃ to 40 ℃ (+15 ℉ to 105 ℉)
humidity : 40 % to 90 %, RH, at 35 ℃
storage : -20 ℃ to 70 ℃
vibration : 2 g, 10 Hz to 30 Hz, 15 min
EMI/EMC : IEC 61000-4-2, 3, 8

B-3) CPS
B-4) CPM
B-5) Dose rate (uSv/h)
B-7) Read Memory
- SVM-8600에서 표시가능한 LCD segments

B-8) Calibration
B-9) Calibration start
B-10) Calibration complete

※ 배터리 삽입시 배터리 방향에 주의하세요.

3. 기능별 상세 설명

B-2) SELECT PIN DETECTOR
A-5) Memory

A. General Mode (일반사용 모드)
A-1) START (POWER ON)

B-6) Dose rate 상태에서 MODE버튼을 누르면 Dose rate가 uR/h 단
그림은 HOLD버튼을 눌러서 Detector를 PIN DIODE로 선택한 경우
HOLD버튼을 눌러서 현재 선량률 값을 정지시킨 후 MODE버튼을 누

입니다. PIN DIODE의 선택은 Option으로 PIN DIODE를 장착한 경우

르면 HOLD된 선량률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장되는 선량

에만 정상동작합니다.

위로 표시되며, 매 1초마다 선량률 값을 표시합니다.

B-7) Read Memory

률 값은 uSv/h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ON/OFF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면 ‘Start’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저장된 값은 Memory Address에 번호로 표시되고 자동 증가합니다.

약 4초 후 A-2)와 같이 Dose rate(선량률)가 표시되면서 동작됩니다.

다시 선량률 측정 화면으로 전환할 때는 HOLD 버튼을 누르면 됩니

B-3) CPS

다.

A-2) Dose rate (uSv/h)

저장된 선량률 값은 Special Mode에서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B-7) Read Memory 참조

A-6) Buzzer Off

B-1) 또는 B-2)에서 Detector를 선택한 후 MODE버튼을 누르면 CPS

B-6) Dose rate 상태에서 MODE버튼을 누르면 General mode에서
저장된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Memory Address의 변경은 HOLD버
튼을 짧게 누르면 됩니다. Memory의 내용을 전체 삭제하고자 할 경
우에는 HOLD버튼을 2초간 누르면 삭제됩니다.

단위가 나타나며, 측정된 카운트 값이 정수로 표시됩니다.

B-8) Calibration
B-4) CPM

Dose rate(선량률)가 uSv/h 단위로 표시되며, 매 1초마다 선량률 값
을 표시합니다.

A-3) Dose rate (uR/h)

BUZZER 버튼을 누르면 LCD의 우측 상단에 부저울림 표시가 사라지
고 부저가 울리지 않습니다.
BUZZER 버튼을 다시 누르면 LCD의 우측 상단에 부저울림표시가 나
타나고 방사선이 검출될 때마다 부저가 울립니다.

B-3) CPS 상태에서 MODE버튼을 누르면 CPM단위가 나타나며, 측정
된 카운트 값이 정수로 표시됩니다.

B. Special Mode (특별사용 모드)
A-2) Dose rate 상태에서 MODE 버튼을 누르면 Dose rate가 uSv/h
단위에서 uR/h 단위로 바뀌며, 매 1초마다 선량률 값을 표시합니다.

B-1) SELECT GM-TUBE DETECTOR

B-5) Dose rate (uSv/h)

B-7) Dose rate 상태에서 MODE버튼을 누르면 LCD에 ‘CAL’이라고
표시가 되고 Calibration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100uSv/h 의 선량을 60초 이상 조사합니다.
- (단, 기준조사 장비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경우 선량계의 측정값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할 것!)

B-9) Calibration start

A-4) Hold

B-4) CPM상태에서 MODE버튼을 누르면 Dose rate가 uSv/h 단위로
HOLD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ON/OFF 버튼을 눌렀다 떼고 마지막으

표시되며, 매 1초마다 선량률 값을 표시합니다.

로 HOLD 버튼의 누름 상태를 해제하면 전원이 켜지면서 Special
Dose rate가 표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HOLD 버튼을 누르면 현재 측
정값이 고정되고 HOLD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해제는 다시 HOLD 버튼을 누릅니다.

mode가 표시 됩니다.
LCD에는 그림과 같이 000.00과 모든 단위가 동시에 표시되며, 이때

B-6) Dose rate (uR/h)

100uSv/h의 선량이 조사되면 그림과 같이 ‘00060’으로 표시가 되고
60초간 시간이 감소됩니다.

HOLD버튼을 눌러서 Detector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B-10) Calibration complete

그림은 Detector를 GM-Tube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60초 경과 후에는 General Mode의 선량률 측정 화면(A-2)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