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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graphic
Testing
방사선투과검사

Radiographic Testing

방법

Method

피검사체에 X-선, γ-선 등의 방사선을 투과시켜 FILM 및
CRT 등에 그 상을 재행하여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
법이다.

This method is to determine whether defect exists by
reflecting the image on a film and CRT and penetrating
radioactive ray of X-ray, γ-ray, etc into the object to be
inspected.

특징

Fratures

내부 결함의 실제 상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방사선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고 훈련된 전문 요원만 취급 할 수 있다.

It is possible to see actual image of inner defect as it is,
and a protective device is required against radioactive rays
and only trained professional personnel can treat this work.

적용

Application

피검사체 재질에 관계없이 적용 할 수 있다.

Applicable irrespective of material of the object to be
inspected

방사선투과검사

Radiographic Testing

영업품목

Business Field

Portable X-RAY 장비

Portable X-ray Equipment

화상처리용 X-RAY 장비

X-ray Image systems

산업용 X-RAY 필름

Industrial X-ray Film

촬영용품

Exposure ACC

암실용품

Darkroom ACC

판독용품

Viewing ACC

현상용품

Processing ACC

방사선 측정용품

Radiation Measure Equipment

방사선 안전용품

Radiation Safety Equipment.

방사선 차폐용품

Radiation Shielding Equipment

[ Radiopraphic Testing 방사선투과검사 ]

HANDY MAGNA MP-A1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Radiographic
Testing

X-ray equipments
엑스레이 장비

Portable x-ray Radioflex EGM series

Faxitron X-ray 43855

Portable Video X-ray

DYNAMIC HR

Industrial Real Time X-ray Inspection System

Radiographic Testing ACC / 방사선투과검사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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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Ch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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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flex EGM series (Metal Ceramic X-ray Tube)

Reference Exposure Chart

3
2

3. 안전성
제어기의 큰 버튼은 장갑을 낀 상태로도 조작 가능하며 큰 손잡이
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안전 스위치, 인터록(Interlock-door
swich)회로와 X-ray 발생 경고 출력단자, X-Ray 발생 표시 램프
는 작업자의 안전을 크게 고려하였다

3. Consideration given to operational productivity and safety
Large switch buttons are mounted on the operation panel of the
controller so the operator can conduct unerring operation even with
gloves on. In addition to providing a safety key switch, an interlock
(door switch) circuit and output terminals for X-ray generation
warning, a fail-safe X-RAY lamp is mounted for full safety.

종류 /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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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M2시리즈 사양 / EGM2 Series Specification
250EGM

200EGM

종류 / Model

110~250kV, 2kV step

70~200kV, 2kV step

관전압 / Tube voltage

관전류 / Tube current

70~90kV, 4.5mA 일정
90~200kV, 5mA 일정

관전류 / Tube current

Duty Cycle

50% 1:1

X-ray Tube

Metal Ceramic X-ray Tube
2.0 X 2.0㎜

300EGM2
130~300kV, 2kV step

2.0 X 2.0㎜

Be 1㎜ + Al 2㎜
180~240Volt, AC 50/60Hz

110~250kV, 2kV step

200EGM2
70~200kV, 2kV step

50% 1:1

X-ray Tube
초점크기 / Focus size

250EGM2

Standard mode (5mA) or Eco mode

Duty Cycle

Ceramic X-ray Tube
2.5 X 2.5㎜

2.0 X 2.0㎜

필터 / Inherent filter

Be 1㎜ + Al 2㎜

전원 / Power Supply

180~240Volt, AC 50/60Hz

2.0 X 2.0㎜

크기 / Dimension

크기 / Dimension
- 발생기/Generator
- 제어기/Controller

687 X 320 X 320㎜
344 X 195 X 407㎜

632 X 320 X 320㎜
344 X 195 X 407㎜

617 X 262 X 262㎜
344 X 195 X 407㎜

- 제어기/Controller

무게 / Weight
Generator/Controller

36.5 / 18㎏

28 / 18㎏

21 / 17.5㎏

무게 / Weight
Generator/Controller

Radiographic Testing _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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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tank) : 20℃, 5min

110~140kV, 4.5mA 일정
140~250kV, 5mA 일정

전원 / Power Supply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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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0kV, 2kV step

필터 / Inherent filter

50

200EGM / EGM2

130~160kV, 4.5mA 일정
160~300kV, 5mA 일정

2.5 X 2.5㎜

40

lron thickness (㎜)

관전압 / Tube voltage

초점크기 / Focus size

30

- 발생기/Generator

687 X 320 X 320㎜

632 X 320 X 320㎜

617 X 262 X 262㎜

360 X 340 X 205㎜

360 X 340 X 205㎜

360 X 340 X 205㎜

36.5 / 16.5㎏

28 / 16.5㎏

21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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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M시리즈 사양 / EGM Series Specification

10

70
kV

2. Easy-to-handle, reliable radiography
An automatic aging function is provided so the required time for
aging is set up automatically. Automatic control is made of the halt
time to prevent improper operation (exposure over 6min). The tube
voltage can be adjusted in 2kV steps so that radiographic operation
can be performed precisely.

2

1
0

Exposure time (min)

2. 편리한 사용성 및 정밀하고 선명한 지시
자동 에이징 기능 부착. 에이징 소요시간 자동 설정, 휴지 중의 대
기시간 표시나 TIME UP 부저에 의해 경과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
에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1. Instant calling out of the radiographic condition with simplified
memory
A standard exposure chart is self-contained to allow radiography at the
touch of a button. A corrective function is provided for the standard
exposure condition (patent pending). Exposure conditions decided by
the user can be stored (100 conditions in max.) to enable radiography
always in an optimum condition.

3

Film density D:2.0

1

1. 노출조건 Memory기능
표준 노출선도가 내장되어 있고 표준 노출조건의 보정 기능이 가능
하기 때문에 재질의 차이 및 검사재료 차이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출력이나 환경, 사용조건에 의한 필름농도 변화를 상세하게 보정할
수 있다. 노출 조건은 100개 까지 저장 가능

4

Film density D:2.0

특 징 /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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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EGM / EGM2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300EGM / EGM2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Portable X-RAY UNT

Radioflex EG-B series / 360°type potable X-ray Unit

360°시리즈는 원주 형태 내에서 X-ray 방출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PIPE 내부에서 검사 할 수 있으며 파노라믹 형식의 방사선 투과 사진을 촬영 할 수 있다.

특 징 / Feature
1. 넓은 튜브 Voltage로 박판에서 후판까지 적용 범위가 넓다.
2. LED 디지털 타이머로 노출 시간의 재현성 및 어두운 곳에서의 기능 설정이 편리하다.
3. 자동 에이징 시스템
4. Tube current를 자동적으로 5mA로 유지
5. Duty cycle : 50%

The 360¡ series is so designed that the X-ray beam is emitted in a form of circumferential belt. It is used for inspection of welds by
being primarily installed inside a large dia. Steel pipe. Also, it can simultaneously take radiographs of a number of test pieces that
are panoramically placed around the unit.
This series can be used further for directional beam radiography with a unidirectional cover attached to the X-ray window.

1. An extended variable range of the tube voltage has broadened the application
ranging from thin plate testing to thick plate testing.
2. Digitization of the timer (LED display) enhances reproducibility of the exposure
time and facilitates settings in a dimly lighted place.
3. Automatic aging system.
4. The tube current is always maintained at 5mA by automatic adjustment.
5. Duty cycle : 50%
300EG-B2-F

사양 / Specification
종류 / Model

300EG-S3

250EG-S3

200EG-S3

출력 / Output

160~300kV
160~240kV 10kV steps
240~300kV 5kV steps
자동5mA 유지

110~250kV
110~130kV 10kV steps
130~250kV 5kV steps
자동5mA 유지

70~200kV : 5kV steps
자동5mA 유지

필터 / Filter

Al 2.0㎜

Al 2.0㎜

Al 2.0㎜

초점 크기 / Focus size

2.5 X 2.5㎜

2.0 X 2.0㎜

전원 / Power Supply

200EG-B2-C

X-Radiation Angle
300EG-B2-F

2.0 X 2.0㎜

A

-

B

25°

C

-

250EG-B2-F

200EG-B2-C

-

12°

25°

-

-

24°

190~240Volt, AC 50/60Hz

크기 / Dimension
- 발생기 / Generator
- 제어기 / Controller

737 X 320 X 320㎜
420 X 395 X 245㎜

632 X 320 X 320㎜
355 X 345 X 240㎜

607 X 262 X 262㎜
355 X 345 X 240㎜

무게 / Weight
Generator / Controller

38.5 / 23㎏

29.5 / 16.5㎏

21.5 / 16.5㎏

사양 / Specification
종류 / Model

250EG-S3

300EG-S3
160kV

200kV

250kV

120kV 140kV 160kV 180kV 200kV 220kV 250kV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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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00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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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posure time (min)→

3
2

1

0.5

300EG-B2-F

250EG-B2-F

200EG-B2-C

전원 / Power supply

AC190~240V 2.3kVA

AC190~240V 1.8kVA

AC190~240V 1.4kVA

초점 크기 / Focus size

1.0 X 2.5mm

1.0 X 2.4㎜

1.0 X 3.5㎜

크기 / Dimension
- 발생기 / Generator
- 제어기 / Controller

785 X 356 X 356㎜
420 X 395 X 245㎜

698 X 320 X 320㎜
420 X 395 X 245㎜

630 X 262 X 262㎜
420 X 395 X 245㎜

무게 / Weight
Generator/Controller

50.5 / 23㎏

35 / 22㎏

22.5 / 22㎏

3
2

Reference Exposur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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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EG-S3
80kV

120kV

140kV

160kV

180kV

200kV

Film : Fuji#100 Intensifying screen : Pb0.03mm

4

2

Film+Intensifying screen: Fuji#100 + Pb0.03

4
3

Film density : 1.5

2

Film
T
1

Rcm

Film density : 2.0

Pipe

Development(tank) 20℃,5min

→

Film density : 1.5

0.5

Exposure Time=K X (R/60)²

Foucs

Film density : 2.0

1

200kV

→

Film to X-ray distance : 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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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ers for pipe interior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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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on thick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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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Exposure Chart

Exposure time (min)→

250EG-B2-F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Radioflex EG-SS series (Ceramic X-ray Tube)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Radioflex 200SPS

Radioflex 100GS-B

The RF-200SPS is designed to yield the output of 80kV through 200kV and features a most compact size among the Radioflex
series. It offers an optimum X-ray radiographic tool for on-site inspection of piping, etc. located in a narrow area or at a high spot.

20KV에서 100KV까지의 소프트 X-Ray 발생장치이다.
X-Ray 창은 1mm 베릴리움(beryllium)으로 되어 있으며 철, 알루미늄 뿐 아니라 고무, 나무, 플라스틱 및 음식 재료 검사 적용에
적합하다
The 100GS-B has been specifically developed as a soft X-ray radiographic testing unit which generates soft X-rays of 20kV to
100kV output.
The application of this unit has recently expanded to such fields as the inspection of rubber, lumber, and electronics parts, the
detection of foreign substances in polymer products like plastics and in food stuffs, and radiography of plants and small animals.

사양 / Specification
사양 / Specification
80㎸~200㎸

출력 / Output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출력은 80kv에서 200kv까지이며 Radioflex 시리즈 중 가장 소형, 경량의 X-Ray 장비이다. 파이프 현장 등 좁고 높은 검사 장소에
적합하다

자동3㎃ 유지

필터 / Filter

Al 2.0㎜

전원 / Power supply

190~240V, 1kVA

초점크기 / Focus size

2.0 X 2.0㎜

20kV~100Kv(자동3㎃ )

크기 / Dimension
- 발생기 / Generator

535 X 196 X 196㎜

- 제어기 / Controller

355 X 345 X 240㎜

무게 / Weight
Generator / Controller

14.5 / 15.5㎏

출력 / Output

20kV~50kV in 2.5kV steps
50kV~100kV in 5kV steps

전원 / Power supply

190~240V, 0.9kVA

초점크기 / Focus size

1.0 X 1.0㎜

크기 / Dimension
- 발생기 / Generator
- 제어기 / Controller

572 X 262 X 262㎜
425 X 395 X 245㎜

무게 / Weight
Generator / Controller

22 / 21.5㎏

Reference Exposure Chart
Reference Exposure Chart

V
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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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Intensifying screen : Fuji#100 + Pb0.03

3

Film to X-ray focus distance : 60cm

2

Film density : 2.0
Development(tank) 20℃, 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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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100 Intensifying screen : Not used
Film to X-ray focus distance : 60cm
Film density : 1.5
Development(tank) 20℃,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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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X-ray Checker FS-60T/01Be

X-ray Checker FS90ME, NG Checker FS110BE/BER

산업용 X-ray TV Inspection equipment
절감 효과 까지 그 사용범위가 넓다.
Advanced safety, more ease of use, enhanced resolution all available with
space-saving compact design. X-ray imaging inspection is now possible at half
cost of conventional systems to meet the needs of every workplace raging from
R&D to production line.
특 징 / Feature
안전한 케비넷 타입
특별한 교육없이 간단하고 쉬운 이미지 처리
2~10배 확대 이미지로 마이크로 칩과 같은 정밀 부품 검사
금속, 프라스틱 제품 등 뛰어난 검사 수행력
Radiation safety box type
Provided with easy to operate image enhancement software usable without
any special education.
2~10X magnification offers sharp radioscopic images of details in minute
components like microchips.
Superb performance for inspection of lights metals, Plastic product and
pharmaceuticals.
LAN connection capability as a standard feature.

사양 / Specification

Advanced safety, more ease of use, enhanced resolution and space-saving compact design Mail-Checker has them all in one and
has made possible ultra-low cost X-ray inspection for small parcels.
Mail Checker will meet your needs of having a quick view of what is inside by providing radioscopic images of goods.

Mail Checker FS90ME

NG Checker FS110BE/BER

우체국에서와 같이 작은 화물의 검사 및 내용물의 분류
작업에 효율적이다

검사사체의 결함이나 기공 등을 이미지로 직접 확인 가능하여 작
업의 능률성 및 품질관리를 향상시킨다.

특 징 / Feature
자동 시작 모드로 사용이 간단하다.
PC에 있는 소프트웨어(옵션)로 자동 평가.(In-Line 사용가능)
복사기 보다 작은 사이즈로 쉽게 이동 검사 가능
낮은 가격대의 X-ray Image 장비

Simple operation with auto mode startup
PC-installable dedicated software(option) offers automatic
judgment. (In-line operation is also possible)
Compact sized unit, smaller than copier, is easily transportable
to any desired place.
Low price comparable to metal detector and no daily expense
except for utility cost.

크기 / Dimensions Max.

W710 × H1350 × D610㎜

무게 / Unit weight

Imaging box approx. 100㎏
X-ray generator approx. 70㎏

X-ray발생기 / X-ray generator

10-60kv, 1.2mA Continuous
irradiation,Air-cooled

TV 장치 /Ｔｖ unit

Image Intensifier 4inch

크기 / Dimensions Max.

W930 × H1220 × D450㎜

무게 / Ｗeight

X-ray generator 100㎏, Cart 70㎏
2-spilit type

이미지 처리 / Image enhancer

Windows 2000, Color display,
Image enhancement, Zoom,
3D display, Storage, Networkability

X-ray발생기
/X-ray generator

80-110kv, 4mA
Continuous irradiation, Air-cooled

이미지 시스템 / Imaging system

Badge system, Door open/close type

TV 장치 / TV unit

검사물 사이즈 / Work size Max.

W400 × H450 × D550㎜

ＣＣＤ camera, Effective image area
200 × ２５０㎜

확대 / Magnification

1.5X ∼10X

전원 / Power source

ＡＣ100v 10 Ａ
Household power outlet

모니터 / Monitor

9-inch black and white
Horizontal resolution 800lines

컨베이어 /
Feeder conveyor Mechanism

Speed: BER Approx. 5 seconds/pce,
BE 10cm/sec. With work tray

검사물 사이즈 /Work size

Max. 400(W) × 160(H) × 300(D)㎜
Postal parcel case
(Medium size in Japan), JIS-B4 size

원격조정장치 기능 /
Remote controller functionality

X-Ray, ON, OFF, Auto, Forward,
Reverse, Stop

옵션 / Options

Automatic judgment software·PC
installation type

사양 /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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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뛰어난 안전성, 사용의 편리성, 공간의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검사 비용의

산업용 X-ray TV Inspection equipment
뛰어난 안전성, 사용의 편리성, 높은 분해능의 공간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작은 검사물 검사에 적합한 저렴한 가격의 X-ray
장비이다.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Zoom Boy”MRS-90

“Zoom Boy”FS-90T/01i

산업용 X-ray TV Inspection equipment
뛰어난 안전성, 사용의 편리성, 공간의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검사 비용의 절
감 효과 까지 그 사용범위가 넓다. TV 모니터를 통해 Real time 검사로 수상한
물건의 내부 검사, 플라스틱, 금속 재질, 전자 부품, 마이크로 칩 등을 이미지
확대하여 보다 정확히 검사 할 수 있다.

MRS-90 adopts an X-ray equipment having 8micro-meter level of focus
size. It is available to see more expanded, sharper and clearer images
than old types.

X-ray checker enables real-time inspection, through magnified images
displayed on TV monitor of internal foreign matters, defects or configuration
of any product such as plastic or metallic materials, electrical components,
microchips, and foods packages.

특 징 / Feature
안전한 케비넷 타입
특별한 교육 없이 간단하고 쉬운 이미지 처리

특 징 / Feature

2~10배 확대 이미지로 마이크로 칩과 같은 정밀 부품 검사

안전한 케비넷 타입
특별한 교육 없이 간단하고 쉬운 이미지 처리
2~10배 확대 이미지로 마이크로 칩과 같은 정밀 부품 검사
CPU, ROM 보드 검사에 적합하다

CPU, ROM 보드 검사에 적합하다
Radiation safety box type
Provided with easy to operate image enhancement software usable without
any specialty education.
It makes more precise image for semi-conductors or electronic parts.
Works best for the inspections of CPU or BGA boards.
LAN connection capability as a standard feature.

사양 / Specification

Radiation safety box type
Provided with easy to operate image enhancement software usable without any
specialty education.
2~10X magnification offers sharp radioscopic images of details in minute
components like microchips.
Works best for the inspections of CPU or ROM boads.
LAN connection capability as a standard feature.

사양 / Specification

W710 × H1350 × D610㎜

크기 / Dimensions Max.

W710 × H1350 × D610㎜

무게 / Unit weight

Imaging box approx. 100㎏
X-ray generator approx. 80㎏`

무게 / Unit weight

Imaging box approx. 100㎏
X-ray generator approx. 70㎏`

X-ray발생기 / X-ray generator

20-90kv, 0.09mA Continuous
irradiation, Air-cooled

X-ray발생기 / X-ray generator

40-90kv, 0.5mA Continuous
irradiation, Air-cooled

TV 장치 /Ｔｖ unit

Image Intensifier 4inch

TV 장치 /Ｔｖ unit

Image Intensifier 4inch

이미지 처리 / Image enhancer

Windows 2000, Color display,
Image enhancement, Zoom,
3D display, Storage, Networkability

이미지 처리 / Image enhancer

Windows 2000, Color display,
Image enhancement, Zoom,
3D display, Storage, Networkability

이미지 시스템 / Imaging system

Badge system, Door open/close type

이미지 시스템 / Imaging system

Badge system, Door open/close type

검사물 사이즈 / Work size Max.

W400 × H450 × D550㎜

검사물 사이즈 / Work size Max.

W400 × H450 × D550㎜

확대 / Magnification

45X (90 time in max)

확대 / Magnification

1.5X ∼1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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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 Dimensions Max.

IC ×35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산업용 X-ray TV Inspection equipment - Micro focus capability
MSR-90은 8 마이크로-미터 레벨의 포커스 사이즈를 지원하여 보다 정확
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IC chi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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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Boy”FS-90T/01IS

“Mail and Baggage Type”FS210BE

산업용 X-ray TV Inspection equipment
뛰어난 안전성, 사용의 편리성, 높은 분해능의 공간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작
은 검사물 검사에 적합한 저렴한 가격의 X-ray 장비이다
방사선 투과 이미지를 통하여 내용물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 및 분류가 가능하다.

Leading manufacture of X-ray applied instruments X-ray TV inspection
equipment for industrial applications.
X-ray TV inspection equipment enables real-time checking of internal
configuration, wiring or presence of contaminants in electrical components or
microchips through magnified images displayed on TV monitor.

Advanced safety, more ease of use, enhanced resolution and space-saving
compact design. Mail Checker has them all in one and has made possible ultralow cost X-ray inspection for small parcels.
Mail Checker will meet your needs of having a quick view of what is inside by
providing radioscopic images of goods.
적 용 / Application

특 징 / Feature

포장 내용물의 안전 확인, 파손 확인, 음식물 내 이물질 확인, 소지품 검사, 내
용물 분리등

안전한 케비넷 타입
특별한 교육 없이 간단하고 쉬운 이미지 처리
2~10배 확대 이미지로 마이크로 칩과 같은 정밀 부품 검사
CPU, ROM 보드 검사에 적합하다
Radiation safety box type.
Provided with easy to operate image enhancement software usable without any
specialty education.
2~10X magnification offers sharp radioscopic images of details in minute
components like microchips.
Works best for the inspections of CPU or ROM boards.
LAN connection capability as a standard feature.

사양 / Specification

Safety check of suspicious parcel before unpacking
Inside check of broken parcel
Check of foreign matters mixed in foods
Check of personal effects
Sorting of look-alike articles without unpacking
Check of things a visitor brings in for a meeting
Check of missing article after packaging

사양 / Specification
크기 / Dimensions Max.

W930 × H1220 × D450㎜

무게 / Ｗeight

X-ray generator 100㎏, Cart 70㎏
2-spilit type

X-ray발생기 / X-ray generator

80-110kv, 4mA
Continuous irradiation, Air-cooled

W710 × H1180 × D510㎜

무게 / Unit weight

Imaging box approx. 90㎏
X-ray generator approx. 70㎏`

TV 장치 /Ｔｖ unit

CCD camera, Effective image area 200×250㎜

X-ray발생기 / X-ray generator

40-90kv, 0.5mA Continuous
irradiation, Air-cooled

전원 / Power source

ＡＣ100v 10 Ａ
Household power outlet

TV 장치 /Ｔｖ unit

CCD camera、
Effective image200×120㎜

모니터 / Monitor

9-inch black and white
Horizontal resolution 800lines

이미지 처리 / Image enhancer

Windows 2000, Color display,
Image enhancement, Zoom,
3D display, Storage, Networkability

컨베이어 /
Feeder conveyor Mechanism

Speed: BER Approx. 5 seconds/pce,
BE 10cm/sec. With work tray

이미지 시스템 / Imaging system

Badge system, Door open/close type

검사물 사이즈 / Work size

검사물 사이즈 / Work size Max.

W400 × H450 × D550㎜

Max. 400(W) × 160(H) × 300(D)㎜
Postal parcel case
(Medium size in Japan), JIS-B4 size

확대 / Magnification

1.5X ∼10X

원격조정장치 기능 /
Remote controller functionality

X-Ray, ON, OFF, Auto, Forward,
Reverse, Stop

옵션 / Options

Automatic judgment software·PC installation type

Radiographic Testing _ 16

Sensor

Catridge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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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 Dimensions Max.

Cup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산업용 X-ray TV Inspection equipment
뛰어난 안전성, 사용의 편리성, 공간의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검사 비용의 절
감 효과 까지 그 사용범위가 넓다. TV 모니터를 통해 Real time 검사로 전자
부품의 와이어 및 오염물 검사, 확대 이미지로 마이크로 칩 검사에 적합하다.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Faxitron X-ray 43855 시리즈 - Cabinet Type

사양 / Specification

Too widely accepted to be renamed, the alphabet series as the Faxitron 43855 Series is sometimes called, is available in models
C through F with many options to choose from to best meet your specific application. These include micro-focus and high kV xray sources, digital scanners, and real-time imaging components. Real-time image acquisition is achieved through the use of an xray image intensifier coupled with a high resolution CCD camera.
Nine inch, 6", and 4" image area intensifier packages are offered. The magnification factor and image resolution will vary with
intensifier selection. The high resolution video image is analyzed with image processing software and stored for later review.
Inspection samples are oriented for optimum imaging with either a 3- or 5-axis motorized manipulator with joystick control.

에너지범위 / Energy range, kVp

10-110

10-110

10-110

10-110

관전류 / Tube current

3.0 mA

3.0 mA

3.0 mA

3.0 mA

초점크기 / Focal spot size, nominal

0.5 ㎜

0.5 ㎜

0.5 ㎜

0.5 ㎜

필터 / Window filtration

0.03" beryllium

0.03" beryllium

0.03" beryllium

0.03" beryllium

빔각도 / Beam angle divergence

30°

30°

30°

30°

노출시간 / Exposure timer
(1second increments)

1 sec. to 60 min.

1 sec. to 60 min.

1 sec. to 60 min.

1 sec. to 60 min.

필름까지거리 / Film to source distance, in

14" to 52"

12" to 28"

41"

14" to 52"

최대검사크기 / Maximum coverage

24" dia (61 ㎝)

15" dia (38 ㎝)

22" dia (56 ㎝)

24" dia (61 ㎝)

외부크기 / External dimensions, in

62 H x 24 W x 20 D 40 H x 24 W x 20D

71 H x 51 W x 35 D

62 H x 31 W x 29 D

내부크기 / Internal dimensions, in

41H x 18W x 16.5D

17H x 18W x 16.5D

30 H x 42W x 30D

41.4H x 24.5W x 24.3D

무게 / Weight

850 lb (386 ㎏)

516 lb (235 ㎏)

1806 lb (821 ㎏)

1262 lb (574 ㎏)

Shipping weight

1015 lb (461 ㎏)

653 lb (297 ㎏)

2256 lb (1025.5㎏)

160 lb (72.7 ㎏)

적

용 / Application

43855C

-회로 보드 / Printed circuit boards
-자동차 부품 / Automotive parts
-항공기 부품 / Aerospace components
-의료 기구 / Medical devices
-전자, 기계 부품 / Electrical/mechanical components
-플라스틱 성형 틀 / Plastic injection molds
-주조품 / Castings

43855D

43855E

43855F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Faxitron 43855 X-ray 장비 시리즈는 C부터 F까지 여러 사양의 장비로 사용자가 사양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다.
이들 장비는 Microfocus, 높은Kv X-ray, 디지털 스캐너, Real-time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다. Real Time 이미지는 높은 해상도의
CCD 카메라를 통해 얻어지며 9, 6, 5Inch 사이즈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피검사물은 3 또는 5축의 manipulator로 최적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보석 검사 / Gem inspection
-기타 / etc

* All 43855 models come with a stationary anode glass tube with 0.03" thick beryllium window

43855 시리즈 옵션 사항(1)

OPTION A04

OPTION M110

OPTION M130

에너지범위 / Energy range

10-110 kVp

10-130 kVp

10-110 kVp

10-130 kVp

관전류 / Tube current, fixed

3.0 mA

3.0 mA

300 μA

300 μA

초점 / Focal spot, nominal

0.5 mm

0.5 mm

50 μm

50 μm

X-ray튜브 / X-ray tube*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빔각도 / Beam angle divergence

30°

30°

30°

30°

* All come with a stationary anode glass tube with 0.03" thick beryllium window (1) Not available on Model 4385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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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EZ Scaner

Computed Radiography(CR)장비-DYNAMIC HR

None X-Ray Film & Chemicals
- Film 대신 IP(Image Plate)를 사용하고, 촬영 후 dDigital 화상판독 가능
Film 보관장소 불필요
- CD & DVD, Server 저장

The four scanners in the EZ Series allow users to produce high-quality digital x-ray images. Based on CMOS technology, all EZ
Scanners offer high resolution and wide dynamic range simultaneously, while providing:

- Digital 보관과 검색이 편리

암실의 불필요
- 전과정, 명실화 작업 실현
신속한 처리과정을 통한 시간 절약
- Reading 장치에 투입 후 약 43초 후 화상판독
노출 조건 및 시간의 감소
- X-Ray : 1/10 정도 감소, Ir-192 : 1/5 정도 감소, Co-60 : 1/3 정도 감소
X-Ray Film 출력 시 전용 Printer (FUJI DRYPIX 기종) 및 일반 프린터 사용가능
특정부위 자세히 검사 가능
- 고해상도 판독모니터를 사용 특정 부위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검사할수 있다.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4가지 EZ 스캐너 시리즈는 뛰어난 디지털 X-ray 이미지를 제공한다. CMOS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높은 해상도와 넓은 dynamic
range를 동시에 구현한다.

None X-Ray Film & Chemicals
- Using IP(Image Plate) instead of film and readable digital image after photographing
- No requiring agents (for film processing and fixing), etc
Not requiring area of keeping film
- CD &DVD, Server storage - Convenient digital keeping and retrieval
No requiring dark room
- Improving work efficiency through working at a bright room in all processes
Time saving through speedy processing
- Image reading after about 43sec after putting into reading device
Exposure conditions and time reduction
- X-Ray : Reduction by about 1/10, Ir-192 : Reduction by about 1/5, Co-60 : Reduction by about 1/3

낮은 운영 비용 : 필름, 현상 약품 등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이 절감된다. / Low operating costs-no film, processing or chemicals

For printing of X-Ray film, dedicated printer (FUJI DRYPIX type) and general printer are available.

큰 검사 면적 : EZ 480을 이용하여 최대 471sq ㎜의 면적을 검사 할 수 있다. / Large scanning area-up to 471 sq mm with the EZ 480

Able to fully inspect specific part
- Able to fully and accurately inspect specific parts used using reading monitor with high resolution

이해가 쉬운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사용이 편리하다. / Ease-of-use with intuitive software

IP 의 Size 및 Reading 처리 속도
Reading Time

EZ 240

EZ 320

EZ 440

EZ 480

이미지사이즈 / Image size, ㎜

235 x 235

314 x 314

392 x 392

471 x 471

이미지해상도 / Image resolution, pixels

2782 x 2782

3710 x 3710

4638 x 4638

5566 x 5566

크기 / Dimensions, ㎜

320 x 360 x 71

400 x 440 x 71

478 x 520 x 71

556 x 600 x 71

해상도 / Resolution

12 pixel/㎜ = 83 microns

A/D변환 / A/D conversion

12 bit = 4096 gray levels

Integration time per line
최대스캔속도 / Maximum scanning speed
에너지범위 / Radiation energy range
전원 / Power supply
운영시스템 /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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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 to 1100 ms

35.4 x 43.0㎝ ( 14 x 17”
)
24 x 30㎝
18 x 24㎝

약 93 sec
약 64 sec
약 56 sec

ST-VI IP 및 IP Cassette Size
35.4 x 43.0㎝ ( 14 x 17”
)
25.2 x 30.3㎝ ( 10 x 12”
)
24 x 30㎝
20.1 x 25.2㎝ ( 8 x 10”
)
18 x 24㎝
15 x 30㎝

Reading Time
약
약
약
약
약
약

58 sec
50 sec
49 sec
42 sec
40 sec
49 sec

* 24 x 30㎝ Type UR Cassette는 Reading시 Adaptor이 필요함

사양 / Specification
2 ms to 1100 ms

83 ㎜ per second
10 kV - 160 kV
115 V/230 V
Windows NT/2000/XP

스케일 / Reading gray scale

12 bit / pixel

크기 / Dimensions (W x D x H)

590 x 380 x 810 ㎜

무게 / Weight

99 ㎏

전원 / Power supply

120/200-240VAC, 50-60Hz, 5A

사용환경 / Operating conditions

15-30℃, 40-80%RH (No dew cond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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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1 IP 및 IP Cassette Size

사양 / Specification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Industrial Real Time X-ray Inspection System

This is a device to inspect inner defect of the welding part of pipe and steel plate, etc using both Industrial Constant Potential X-ray System
and Image Intensifier-Video Chain, which can rapidly, accurately and safely inspect and detect by using a transport car only for inspection.
This device a Real Time X-ray Inspection System attaching peripheral devices for Image Processing, Printing, Reporting.

설비기준 및 규격 / Criteria and standard for Facility
피검사체 사양/Object Specification

피검사물에 대한 세부 사양으로 피검사물에 따라 설비의
세부 Layout이 변경 및 조정된다.

규격/Codes and Standard

Korean Standard (KS) 및 기타 국제 규격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
한국원자력법(제65조)

사용환경/ Condition of Circumstance
-온도 : Temperature
-습도 : Humidity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Industrial Constant Potential X-ray System과 Image Intensifier-Video Chain을 이용하여 파이프 및 강판 등의 용접부의 내부
결함을 검사하는 장치로 검사 전용 Transport Car에 의해 신속, 정확, 안전하게 제품을 검사, 판독 할 수 있으며 Image Processing,
Printing, Reporting을 하는 주변 기기를 부가 시킨 Real Time X-ray Inspection System이다.

0 ~40℃
Max 80%
Main Power
: AC380V, 3Phase 50/60Hz(60Kw)
Air : >5Kg/㎠

Utility

OpenVision LT-NDT / Portable Video X-ray OpenVision LT-NDT
휴대용 장비는 OpenVision LT-NDT는 경량의 X-ray 장비이다. 높은 감도의 X-ray 이미지와 밧데리로 작동하는 70kV X-ray 튜
브는 검사 현장에 적합하다. 4 X 6”
의 이미지 화면과 Real Time 비디오 이미지는 빠른 검사속도를 가능하게 한다.

System 구성 / System composition

검사방향을 변경하여 3D화면으로 보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X-ray 이미지는 고해상도 7인치 LCD 및 Head-up 화면
을 통하여 나타낸다.
Constant Potential X-ray System

X-ray Control Unit

Micro Process제어

Power Supply

High voltage transformer에 전압을 공급
Cable은 X-ray tube와 연결

Metal Ceramic X-ray tube

고압 공급에 의해 X-ray 발생

Cooling system

냉각 시스템

OpenVision LT-NDT is a light weight portable X-ray system for hand-held inspection. It includes a highly sensitive x-ray
imager and battery-operated 70kV x-ray tube designed for portable field operation. This unit s 4X6inchs imaging area and realtime video allows the operator to quickly scan a range of specimen and pipe sizes. Moving the X-ray source provides a 3D
perspective, and moving closer or farther from the specimen allows for increased detail resolution or field of view. Images are
presented on a high-resolution 7inchs LCD display or on a heads-up display mounted to a hard hat. ADS SD card recorder can be
attached to the system to store the video image or capture still images.

Image Intensifier Video Chain : Image intensifier와 CCD Video camera로 구성
Image Processor : 입력된 Video image가 가장 효과적으로 영상 강화시키는 장치

사양 / Specification

Hard copy unit & Video tape recorder : 검사부위 전체 VTR녹화 및 결함부 Copy 판독
X-ray Protection concrete room engineering : 차폐 설계된 검사실

이미지 크기 / Imaging Area

10.16 × 15.24Cm

Tracker : 용접부, 검사부위를 레이저로 주사하여 정확한 위치

크기 / Dimensions

33.02~68.58Cm
43.18Cm

수집시간 / Acquisition Time

Real-time NTSC video
(30frames per second)

Energy

40/55/77Kv, 1/2/3mA

Contrast Resolution

8bit, 256 grayscale

System controller with software : 기계장치와 영상장치 제어

무게 / Weight

7.71kg(imager, X-ray tube, handle)
2.72kg(controller, battery, shoulder strap)

6 Channel CCTV System : 검사실 내, 외부 감시 카메라

사용온도 / Operating Tem

-34 ~49℃

화면 / Display

LCD hand held or optional handle mount

옵션 화면 / Alternate display

Digital video recorder with LCD display,
30GB hard drive, 4GB SD card, and USB
for PC interface

Transport Car :레일 등을 이용하여 피검사물 이동(Receiver, Kicker, Turning etc)
X-ray tube manipulator : X-ray Tube를 상하로 이송
Image Intensifier Manipulator : 검사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 설치 사용
Electrical wiring & Power rack : 시스템 작동을 위한 전기장치를 설계 제작

Defect marking unit : 결함 검출 시 경보 신호 발생 및 Paint gun으로 결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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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Voltage Generator

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ADV SD 카드에 X-ray 이미지를 저장한다.

[ Radiographic Testing ACC 방사선투과검사 ACC ]

HANDY MAGNA MP-A1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Radiographic
Testing

Radiographic Testing ACC
방사선투과검사 ACC

필름 현상 약품 / Processing Chemical

현상탱크 (Film Processing Tank)

Survet meter (RSM-SERIES)

원격조작장치 / Remote Controller

필름판독기 / Film Viewer

Radiographic Testing ACC / 방사선투과검사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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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 산업용 필름 / FUJI Industrial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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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 산업용 필름 / FUJI Industrial Film

적용 및 특징 / Applications & Features
①X-ray100KV , ②X-ray200KV, ③Ir-192, ④Co-60

FUJI 산업용 필름은 증감지형 필름과 비증감지용 필름이 있으며 각기 다른 속도의 Contrast(선명도) 및 입도를 가지고 있으며
피사체의 재료, 두께 및 검사목적에 따라 필름을 선정할 수 있다.

상대감도*/Relative Speed*

적용 및 특징 / Applications & Features

②

③

④

ASTME 1815

Ix25

마이크로 전자 부품, 세라믹 부품, 중간 정도까지 원자번호의
주조품 등 검사 미립자, High contrast.
Micro-electronic, fine ceramic parts.
Casting-low to medium atomic number metals.
Applications requiring the highest of constrast.

20

17

15

10

Special

Ix50

전자부품, 중간 정도까지 원자번호의 주조품 등 검사.
선명도가 뛰어나며 알루미늄등 경금속에 적합하다.
Electronic parts. Graphite epoxy composites.
Casting-low to medium atomic number metals.

35

30

30

30

1

Ix80

중간 정도까지 원자번호의 용접부 및 주조품 검사. 항공기 구
조물, 합성수지 검사.
경금속의 저전압 X-선 및 고전압 X-선 및 감마선에 의한 두
께운 피검사물 검사에 적합하다
감도가 높고 광범위하게 이용
Welds, castings-low to medium atomic no. metal
Aircraft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Graphite epoxy composites.
Low kilovoltage X-ray sources as well as inspection of
higher atomic no. number materials with high
kilovoltage X-ray or gamma ray sources

55

55

55

55

1

Ix100

중금속의 용접부 및 주조품 검사, 항공기 구조물 검사
저전압 X-선 및 고전압 X-선 및 감마선에 의한 두께운 피검
사물 검사에 적합하다.
감도가 넓고 광범위하게 이용
Welds, Castings-medium to higher atomic no.metal.
Aircraft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rdnance inspection.

100

100

100

100

2

Ix150

후판 강용접부 및 주조품 검사
높은 밀도, 두께운 피검사물 검사에 적합.
Heavy, multi-thick steel parts.
Steel reinforced concrete
Low curie isotope and low-output X-ray exposures.

170

170

170

170

3

Ix29

주조품 및 다중 두께 제품 검사
Castings and other multi-thickness subjects

22

22

22

22

W-A

Ix59

주조품 및 다중 두께 제품 검사
Castings and other multi-thickness subjects

45

45

45

45

W-B

Ix400

후판 용접접부 검사 등 형광스크린과 함께 사용하며 광감도가
가장 넓으며 관용도가 높다.
A very light sensitive film designed to be extremely
fast when used with fluorescent or fluorometallic
screen

-

-

-

-

W-C

Wide latitude is the primary feature of this series. These newly developed, revolutionary 5-minute or less processable
radiographic films meet the applications for a variety of multi-thickness subjects.

- 14 X 17", 10 X 12"
- 4 1/2 X 17", 4 1/2 X 12"
- 3 1/3 X 17", 3 1/3 X 12", 3 1/3 X 6"
- Roll Type : 폭 70mm, 10", 14", 17"

*IX100을 100으로함 / Speed as compared to that of type Ix100 used as a standar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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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cellent penetrameter sensitivity and highly consistent performance are two important features of this series.

필름 사이즈 / FILM SIZE

Class of film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FUJI 산업용 필름은 특히 높은 품질과 신속한 처리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방사선 사진기술에 필요로 하는 많은 요구들을 만족
시키고 있다.

Radiographic Testing ACC / 방사선투과검사 ACC

필름 현상 약품 / Processing Chemical

For manual film processing, visible image formed on a film with penetration of radioactive ray appear through developing, stop,
washing and drying process, Since radioactive ray penetration film before development is exposed to light, manual film
processing should be performed at a dark room to interrupt light.

자동 처리용 / For automatic film processing
자동현상은 특수하게 배합된 현상제를 사용하여 필름현상에 필요한 전공정을 필름 이송 룰러을 이용하여 진행속도 및 현상, 건조 등이 모
두 정확하게 조정되는 자동현상기에 사용한다.
Automatic processing method is used in an automatic film processor where all processes required for film processing, such as
processing speed, film processing and drying, etc are accurately adjusted using a film feeding ruler and specially mixed film processor.

현상제 / Processing Chemical

X-DOL
품 명/Product Name

HIGH X-DOL
규 격/Spec
분말
Powder

X-DOL

19ℓ

특 성/Feature
뛰어난 Contrast/Fog 특성으로 아주 선명한 형상의 필름을 얻을 수 있다.
A film of very clean shape can be obtained due to Contrast/Fog feature.

HIGH X-DOL

액체
Liquid

19ℓ

농축액이며 약품용해가 간단하고 신속하여 처리 능력이 많은 곳에 적당하다.
Accumulating liquid. Appropriate for much processing capacity since drug dissolution is
simple and speedy.

X-DOL R50

액체
Liquid

12ℓ

보충액으로 현상시간 및 연장 현상액 교환이 계속 균일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Uniform photograph can be continuously obtained since developing time is extended and
developing liquid is replaced with filling liquid.

품 명/Product Name

규 격/Spec

X-DOL 90 현상 보충액 /
film processing liquid to be filled

19ℓ

X-DOL 90S 현상 스타터 /
film processing starter
38ℓ
X-FIX 90 정착액 / fixe

적혈염 / Potassium Ferricyanide

특 성/Feature
자동현상 약품은 90초, 3분30초, 7분 등 모든 싸이클의 처리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Brand의 X-Ray필름도 처리가 가능하다. 또 모든 약품이 농축액이므로 용해가 간편하다.
Drug for automatic film processing can be commonly in processing all cycles
such as 90sec, 210sec and 420sec. X-ray film of any brand can be processed.
Dissolution is also simple since all drugs are accumulating liquid.

수적방지액 Driwel / Wetting Agent

품 명/Product Name

HIGH X-FIX
규 격/Spec

특 성/Feature

X-FIX

분말
Powder

19ℓ

현상정지 속도가 빨라 현상액 오염이나 FOG 발생이 없다.
There is no pollution of developing liquid or occurrence of fog since development stop
speed is speedy.

HIGH X-FIX

액체
Liquid

19ℓ

일반 정착액보다 속도가 2~3배 빠르다.
Speed is fast as much as 2-3 time general fixing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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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상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보조제

필름 건조 보조제로서 건조시간의 단축 및 물얼룩을
방지한다.
용량 : 200㎖
Auxiliary agent for film drying used to reduce
drying time and prevent water stain.
Auxiliary agent used to change density on a film.
Potassium ferricyan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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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제 / Fixer

X-FIX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수동현상은 방사선 투과로 필름에 형성된 상이 현상, 정지, 수세, 건조과정을 통해 눈으로 보이는 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상하기 전
의 방사선 투과 필름은 빛에 의해 감광되므로 빛을 차단 할 수 있는 암실에서 수행해야 한다.

Radiographic Testing ACC / 방사선투과검사 ACC

암실용품 / Darkroom ACC

수세탱크는 필름에 있는 남아있는 현상제 및 정착제를 완전하게 세척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필름의 장기간 보관 및 최상의 조건을 제공
Providing long-term conservation and optimum condition of film since a water washing tank is designed to completely wash film
processing agents and fixing agents which remain at a film.
*Other size of washing tank available as customer request

- 기존 현상탱크 일부 교체용. 또는 간단한 현상용으로 사용
- 별도의 수적방지액, 또는 정지액 사용
- SUS 재질로 내구성이 강함

수세탱크 SW-5 / Washing Tank SW-5

- Used for replacing some of existing film processing tank or for simple film processing.
- Separate liquid for prevention of water drop or stand liquid used
- Made of SUS material, with a strong endurance.

- 배수 및 물오버홀 장치가 되어 물이 계속 순환이 되어도 넘치지 않음
- 물 순환 방식은 샤워 방법으로 완전한 세척을 할 수 있음

*Other size of Insert tank(Side tank) available as customer request

- Water drain and overhaul device prevent water from
overflowing even when water continues to circulate.
- Water circulation method allows complete washing in the shower
method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보조탱크 / Insert Tank, Side Tank

사양 / SPECIFICATION
사양 / SPECIFICATION
재질 / Material

SUS 304 / 1.2㎜

외형크기 / Appearance size

600(L) X 640(W) X 1100(H)㎜

수세능력 / Washing Capacity

Film Hanger 18EA

중량 / Weight

31㎏

보조통 용량 /
Auxiliary tank Capacity

370(L) X 200(W) X 530(H)㎜, 10G/L
370(L) X 150(W) X 530(H)㎜, 7.5G/L
370(L) X 100(W) X 530(H)㎜, 5G/L

재질 / Material

SUS 304 / 1.2㎜
370(L) X 200(W) X 530(H)㎜, 10G/L

보조통 용량 /
Auxiliary tank Capacity

370(L) X 150(W) X 530(H)㎜, 7.5G/L
370(L) X 100(W) X 530(H)㎜, 5G/L

현상밧드 / Trays

수세탱크 SW-10 / Washing Tank SW-10
현상밧드는 소규모 현장 단기 출장 시 좁은 공간에서도 간편하게
필름을 현상하는데 사용한다.

- 배수 및 오버홀 장치가 되어 물이 계속 순환이 되어도 넘치지 않음
- 물순환 방식은 샤워방법으로 완전한 세척을 할 수 있음
- Obtainable satisfactory results if you using with a separate purchasing since the existing
tank cannot perform a sufficient washing
- Not overflow even when water continues to circulate since there are water drain and
overhaul device
- Water circulation method allows complete washing in the shower method
- Providing long-term conservation and optimum condition of film since a water
washing tank is designed to completely wash film processing agents and fixing agents
which remain at a film
사양 /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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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 Material

SUS 304 / 1.2㎜

외형크기 / Appearance size

800(L) X 640(W) X 1100(H)㎜

수세능력 / Washing Capacity

Film Hanger 25EA

중량 / Weight

36㎏

보조통 용량 /
Auxiliary tank Capacity

370(L) X 200(W) X 530(H)㎜, 10G/L
370(L) X 150(W) X 530(H)㎜, 7.5G/L
370(L) X 100(W) X 530(H)㎜, 5G/L

MODEL

규격

폭

길이

높이

HY-17

14 X 17"

370

480

60

HS-12

10 X 12"

290

330

50

HS-8

8 X 10"

HC-17

14 X 17"

370

480

60

HC-12

10 X 12"

290

330

50

HC-8

8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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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탱크는 충분한 세척을 할 수 없기에 별도 구입하여 사용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음

Radiographic Testing ACC / 방사선투과검사 ACC

암실용품 / Darkroom ACC

현상탱크 STA-10 (Film Processing Tank)
STA-10형은 물을 사용한 간접 장치로 20℃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셋팅온도 보다
낮을 경우 히터가 작동되어 가열시켜 일정한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다
물 오버 홀 및 배수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물이 탱크 밖으로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기존 모델외 크기, 용량별 주문제작 가능.
This tank is a film processing tank designed which can be used by professional corporations specializing in non-destruction flaw
detection and by the heavy industry sectors. This product with the best performance as a manual film processor has high efficiency
and safety with cold and hot water of constant temperature. This tank satisfactorily performs film processing irrespective of weather
conditions with automatic thermostat adhered.

A STA-10 type is an indirect device using water and can maintain constant
temperature by heating since the heater operates if setting temperature is low, in order
to maintain temperature of 20℃.
Preventing water from overflowing outside of the tank

*Other size of film processing tank available as customer request

현상탱크 STA-5 / Film Processing Tank

사양 / SPECIFICATION

필름 현상시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뒷판넬이
부착되어 필름 현상시 물이 뒤로 튀는 것을 방지하며 히터장
치 및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되어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STA-5 type is designed for convenient use in film
processing. A rear panel is adhered to prevent water from
being spattered in film processing. Both heater unit and
automatic thermostat are adhered for effective use.

정격전압 / Rated voltage

220V /5A , 1Kw

재질 / Material

Stainless Steel(SUS304) 1.2㎜

온도조절 / Thermostat

0~50℃

히터 / Heater

220V 1KW Pipe size heater(수침용)

내부통 / Inner tank

2개, 370(L) X 200(W)X530(H)㎜ 외부걸이용 보조통 추가 가능(크기 내부통과 동일)
/Auxiliary tank for outer hanger added (same size of inner tank)

전원케이블 / Power cable

3m (1.5SQ X 3C)

크기 / Size

800(L) X 640(W) X 1,100(H)㎜

중량 / Weight

50㎏(내부통 포함/including inner tank)

현상능력 / Processing Capacity

Film Hanger 10EA

현상탱크 STN-10 (Film Processing Tank)
STN-10형은 물을 사용한 간접장치로 20℃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셋팅온도 보다
낮을 경우 히터가 작동되어 가열시켜 일정한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다.
물 오버 홀 및 배수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물이 탱크 밖으로 넘치는것을 방지한다.

사양 / SPECIFICATION
220V / 5A / 1Kw

재질 / Material

SUS 304 / 1.2㎜

내부통 / Inner tank

5G/L(내부통/including inner tank) X 2EA , 내부통 크기/size of inner tank
370(L) X 100(W) X 530(H)외부걸이용 보조통 추가 가능(크기 내부통과 동일)/
Auxiliary tank for outer hanger added (same size of inner tank)

사양 / SPECIFICATION
정격전압 / Rated voltage

220V /5A, 1Kw

재질 / Material

Stainless Steel(SUS 304) 1.2㎜

온도 조절기 / Thermostat

0~50℃

히터 / Heater

220V 1 KW Pipe size heater(수침용)

내부통 / Inner tank

2개 , 내부통 크기 370(L) X 200(W) X 530(H)㎜
외부걸이용 보조통 추가 가능(크기 내부통과 동일)

암등 / Darkroom Lamp

220V 10W Red Lamp

형광등 / Fluoresent Lamp

220V 18W U형 Lamp

온도 조절기 / Thermostat

0~50℃ , U형 히터/U-type heater 1Kw

크기 / Dimension

600(L) X 640(W) X 1100(H)㎜

현상능력 / Processing Capacity

Film Hanger 10EA

크기 / Dimension

950(L) X 640(W) X 1,260(H)㎜

중량 / Weight

44㎏(내부통 포함/including inner tank), 내부통/inner tank 5G/L X 2EA, 14㎏

중량 / Weight

65㎏

전원 케이블 / Power cable

3m (1.5SQ X 3C)

현상능력 / Processing Capacity

Film Hanger 1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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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N-10 type is an indirect device using water and can maintain constant
temperature by heating since the heater operates if setting temperature is low, in order
to maintain temperature of 20℃.
Preventing water from overflowing outside of the tank

정격전압 / Rated voltage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비파괴 탐상검사 전문 업체 및 중공업 분야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고성능의 현상탱크이며, 수동 현상기로는 최고의 성
능을 갖는 이 제품은 냉,온수 항온 장치 부착으로 높은 효율과 안전도, 또한 자동 온도 조절기 부착으로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필
름 현상 처리를 만족스럽게 합니다.

Radiographic Testing ACC / 방사선투과검사 ACC

암실용품 / Darkroom ACC

필름 건조기 DS-25 / Film Dryer

DS-15형 필름건조기는 신속한 건조능력과 한꺼번에 많은 필름을 건조시킬 수 있고 좋은 결과의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DS-25형 필름건조기는 신속한 건조능력과 한꺼번에 많은 필름을 건조시킬 수 있고 좋은 결과의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A DS-15 type of film dryer has a rapid drying capacity and can dry many films at a time, and it is designed to obtain better
photographing results.

A DS-25 type of film dryer has a rapid drying capacity and can dry many films at a time, and it is designed to obtain better
photographing results.

수동 현상된 필름을 건조하는 장치로 내부 송풍 휀과 히터의 부착으로 기상조
건에 무관하게 필름을 신속 건조 처리 할 수 있다.
히터를 사용한 가열, 송풍장치로 필름 건조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며, 장치
내부의 온도는 설정된 온도에 맞도록 자동 가열 및 중지로 장치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수동 현상된 필름을 건조하는 장치로 내부 송풍 휀과 히터의 부착으로 기
상조건에 무관하게 필름을 신속 건조 처리 할 수 있다.
히터를 사용한 가열, 송풍장치로 필름 건조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며, 장
치 내부의 온도는 설정된 온도에 맞도록 자동 가열 및 중지로 장치 내부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필름 건조기 DS-15 / Film Dryer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This is a device drying manually developed film and can more rapidly
dry films irrespective of weather conditions with inner blowing fan and
heat adhered.
This device also maintains temperature suitable for film dry by heating
with a heater or using a blowing fan. Temperature within a device is
maintained constantly with automatic heating and stopping suitably for
setting temperature.

* 이외 특별 규격은 별도 주문제작 가능
This is a device drying manually developed film and can more rapidly
dry films irrespective of weather conditions with inner blowing fan and
heat adhered.
This device also maintains temperature suitable for film dry by heating
with a heater or using a blowing fan. Temperature within a device is
maintained constantly with automatic heating and stopping suitably for
setting temperature.
*Other size of film Dryer available as customer request

특 징 / Feature

특 징 / Feature

- 건조용 FAN, Heater 사용
- 필름 Hanger 걸이가 서랍식으로 되어 사용이 편리
- 장치 조작이 편리하도록 명판 설계가 간단하게 되어 있음.
- 안정장치 브렉커 스위치 부착

- 건조용 FAN Heater 사용
- 자동온도 조절기 부착( 이상 건조 온도(50~60℃) 자동 조절)
- 필름 Hanger 걸이가 서랍식으로 되어 사용이 편리
- 장치 조작이 편리하도록 명판 설계가 간단하게 되어 있음.
- 안정장치 브렉커 스위치 부착

사양 / SPECIFICATION

- Using dry fan heater
- Adhering automatic thermostat (automatic control of abnormal
drying temperature (50~60℃)
- Convenient to use as film hanger is made of a drawer type
- Simple nameplate design for convenient apparatus operation
- Equipped with breaker switch as safety device

사양 / SPECIFICATION

온도조절기 / Thermostat

10 ~ 110℃ E.G.O

온도조절기 / Thermostat

10 ~ 110℃ E.G.O

히터 / Heater

220V 1,2Kw X 1 PIPE PIN HEATER

히터 / Heater

1,2Kw X2 PIPE PIN HEATER

히터 제어기 / Heater Controller

SSR-1C40Z40

히터 제어기 / Heater Controller

SSR-1C40Z40

재질 / Material

Stainless Steel(SUS304) 1.2T

재질 / Material

Stainless Steel(SUS304) 1.2T

송풍 휀 / Fan

AC220V / 60Hz / 50W X 1 EA

송풍 휀 / Fan

AC220V / 60Hz / 50W X 2EA

전원 / Power

220V / 60Hz 6A 1.2Kw

전원 / Power

220V / 60Hz 12A 2.4Kw

크기 / Size

700(L) X 600(W) X 1200(H)㎜

크기 / Size

1,000(L) X 600(W) X 1200(H)㎜

무게 / Weight

55㎏

무게 / Weight

65㎏

건조능력 / Dry Capacity

Film Hanger 17EA

건조능력 / Dry Capacity

Film Hanger 27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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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fan heater for drying
- Adhering automatic thermostat (automatic control of
abnormal drying temperature (50~60℃)
- Convenient to use as film hanger is made of a drawer type
- Simple nameplate design for convenient apparatus operation
- Equipped with breaker switch as safety device

- 자동온도 조절기 부착( 이상 건조 온도(50~60℃) 자동 조절)

Radiographic Testing ACC / 방사선투과검사 ACC

암실용품 / Darkroom ACC

암등 / DARK ROOM LAMP
암실에서 작업등으로 필름현상 시 광차단을 위하여 다중의 훨터와 적

필름 및 간지, 스크린의 SIZE을 용도에 맞도록 절단할 때 사용한다

색 코팅지를 사용하여 적정한 조도의 붉은 빛이 나오는 구조로 제작
크기 : 600 X 600㎜

간접, 직접조명이 가능하고 필요시 벽면에 부착이 가능하다.

Uses to cutting film, intensifying screen to its usage.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외관이 심플하다
This lamp is manufactured of a structure where red light with suitable
illumination level emits using multiple of filter and red coating papers
for optical interruption during film processing at a dark room.
Direct or indirect illumination is allowed and if necessary adherence to
the wall is possible.
This lamp is manufactured of aluminum and is light and has simple
appearance.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필름절단기 / FILM CUTTER

사양 / SPECIFICATION

현상용 히터 / Immersion Heater
전원 / Power

필름 현상시 현상액이 외부 기온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며 자동 온
도 조절 기능이 부탁되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220V / 60Hz / 10W

크기 / Size

165(H) X 145(W) X 160(L)㎜

램프 / Lamp

220V / 10W 적색램프 (Led Lamp)

중량 / Weight

1.7㎏

전원 : 220V / 60Hz / 1Kw
It maintain film processing liquid constant during film processing
irrespective of ambient temperature, and it is convenient to use
since automatic thermosetting function is adhered.

DARK ROOM TIMER

Alarm rings if given time passes in film processing work, and it is easily
to view and simply to treat.

DARK ROOM FAN
암실에서 장시간 현상을 할 때 탁한 공기를 차광상태에서 순환시켜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This fan is manufactured so that pleasant condition is maintained
by circulating dirty air in the light shielding status when performing
film processing work for a long time at a dark room.

사양 / SPECIFICATION
사양 / SPECIFICATION

전원 / Power
크기 / Size

전원 / Power

220V / 60Hz / 28W

크기 / Size

350(H) X 300(W) X 300(L)㎜

중량 /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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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V/60Hz
100(H) X 120(W) X 120(L)㎜

중량 / Weight

1㎏

시간설정 / Time setup

0∼999초(sec) / 999분(m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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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현상 작업시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알람이 울리며 읽기 쉽고 취
급이 간단하다

Radiographic Testing ACC / 방사선투과검사 ACC

촬영용품 / Exposure ACC

선형투과도계 / DIN, BS, AFNOR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투과도계의 용도는 촬영된 사진에 대한 품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식별도를 계산하고 사진 농도를 계산하여 그 사진이 요구하는 기
준에 만족한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Penetrometer is used to calculate identification degree to decide quality level for the radioactive ray photo taken and determine
whether the photo complies with requirements.

선형투과도계 / ASTM E747 Wire type
Stainless steel
Aluminum
Titanium
Inconel
Copper
DIN 54109 투과도계
I:선의 번호 , II 선의 직경(㎜)

형의 종류

SET A

SET B

SET C

SET D

0.0032(0.80)A

0.010(0.25)

0.032(0.18)

1.10(2.5)

0.004(0.1)

0.013(0.33)

0.040(1.02)

0.126(3.2)

선의 직경

0.005(0.13)

0.016(0.4)

0.050(1.27)

0.160(4.06)

Inch(mm)

0.0063(0.16)

0.020(0.51)

0.63(1.6)

0.20(5.1)

0.008(0.2)

0.025(0.64)

0.080(2.03)

0.25(6.4)

0.010(0.25)

0.032(0.81)

0.100(2.5)

0.32(8)

Fe 1
Cu 1
Al 1

Ⅰ

1

2

3

4

5

6

7

Ⅱ

3.20

2.50

2.00

1.60

1.25

1.00

0.80

Fe 6
Cu 6
Al 6

Ⅰ

6

7

7

9

10

11

12

Ⅱ

1.00

0.80

0.63

0.50

0.40

0.32

0.25

Fe 10
Cu 10
Al 10

Ⅰ

10

11

12

13

14

15

16

Ⅱ

0.40

0.32

0.32

0.20

0.16

0.125

0.10

AFNOR형 투과도계

선형투과도계 / KS & JIS Wire Type Penetrameter

품명

Steel

02F, 04F, 08F, 16F 32F, 64F

Stainless Steel

02S, 04S, 08S, 16S, 32S, 64S

Aluminum

02A, 04A, 08A, 16A, 32A,64A

10~30㎜(0.63~2.0")

HB

20~60㎜(1.5~5.0")

C

40~180㎜(4.0~12.40")

H3

5~150㎜(0.20~9.60")

Wire Type

3.1 ~ 12.5㎜
10 ~ 40㎜
40 ~ 160㎜

4/10
9/15
15/21

Wedge Type

6.25 ~ 20㎜
25 ~ 80㎜
100 ~ 315㎜

A
B
C

유공형 투과도계 / Hole Type Penetrameter
직경이 T, 2T, 4T의 크기를 갖는 3개의 홀과 고유번호를
갖는다.
이때 T는 투과도계의 두께를 나타낸 것이며 투과도계의
고유번호는 1000분의 인치 단위의 두께를 표시한 것이다.

2002년 KS규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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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름 및 선지름의 계열

02X

0.05

03063

0.08

0.10

0.125

0.16

0.20

04X

0.10

0.125

0.16

0.20

0.25

0.32

0.40

08X

0.20

0.25

0.32

0.40

0.50

0.63

0.80

16X

0.40

0.50

0.63

0.80

1.0

1.25

1.6

32X

0.80

1.0

1.25

1.6

2.0

2.5

3.2

64X

1.6

2.0

2.5

3.2

4.0

5.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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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HA

BS 투과도계

Radiographic Testing ACC / 방사선투과검사 ACC

촬영용품 / Exposure ACC
계조계 / Contrastmeter

PENETRAMETER ( I.Q.I ; IMAGE QUALITY INDICATOR )

Fe 1
MATERIAL
Cu
1
THICKNESS
Al 1

PENETRAMETER
THICKNESS

시험부에서 인식 할 수 있는 투과도계의 최소 선경
재료 두께(mm)
PENETRAMETER MARKING
MIL.Std 453+271D

ASTM

1/4"

005

.25

#5

5/16"

-

.31

3/8"

0075

7/16"

ASME

SEC.V

FILM 판독시 나타나는 명암도 즉 노출량의 변화에 따라 FILM 상에
나타나는 흑화도의 차이를 구분하는데 사용

X 100(%)

MATERIAL
THICKNESS

Used to identify difference of black surface appearing on the film
image depending on brightness diagram, namely change of
exposing quantity in viewing a film.

PENETRAMETER
MARKING
NAV SHIP
250-1500

#5 SLOT

.25"

.25

6

-

.30"

.30

.37

7

7 SLOT

.35"

.35

Stainless Steel : I형, II형 (KSD 0237)

-

.43

9

-

.40"

.40

Aluminum : D1, D2, D3, D4 (KSD 0242)

1/2"

010

.50

10

10 SLOT

.45"

.45

9/16"

-

.56

11

-

.50"

.50

5/8"

125

.62

12

12

.55"

.55

11/16"

-

.68

13

-

.60"

.60

3/4"

015

.75

15

15

.65"

.65

13/16"

-

.81

16

-

.70"

.70

7/8"

0175

.87

17

17

.80"

.80

15/16"

-

.93

18

-

.85"

.85

1"

020

1.0

20

20

.90"

.90

1·1/8"

-

1.1

22

-

1.0"

1.0

1·1/4"

025

1.2

25

25

1.1"

1.1

1·3/8"

-

1.3

27

-

1.2"

1.2

1·1/2"

030

1.5

30

30

1.3"

1.3

사양
Steel : 15형, 20형, 25형 (KSB 0845)

Step Wedges
두께에 다른 밀도 차에 의해 얻어지는 필름은 작업자가 시험 할 촬영기술
을 준비하는데 사용되며 매일매일의 현상 조건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A film obtainable according to density difference between different
thicknesses is used to viewy for a worker to prepare photographic
technology to be tested or for measuring daily film processing
conditions.

품 명

높이

규격
넓이

길이

1·5/8"

-

1.6

22

-

1.5"

1.5

1·3/4"

035

1.7

35

-

1.6"

1.6

4 steps

0.250

1.0

1·7/8"

-

1.8

37

-

1.7"

1.7

8 steps

0.125

1.0

8.0

2"

040

2.0

40

35

2.0"

2.0

16steps

0.062

0.5

8.0

2·1/8"

-

2.1

42

-

2.2"

2.2

2·1/4"

045

2.2

45

-

2.5"

2.5

2·3/8"

-

2.3

47

-

2.7"

2.7

2·1/2"

050

2.5

50

40

3.0"

2.0

2·3/4"

-

2.7

55

-

3.5"

3.5

3"

060

3.0

60

45

3.7"

3.7

3·1/4"

-

3.2

65

-

4.0"

4.0

3·1/2"

-

3.5

70

-

3·3/4"

-

3.7

75

-

4"

080

4.0

80

50

4.0

UNDER SHIM
용접부와 모재의 두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사용
Used to compensate for difference of thickness of both welding part and
parent material

-

4.5

90

-

5"

100

5.0

100

-

Note

60

재료크기가 위표의

재질/Material : Steel, Stainless Steel, Aluminum.

-

중간수일 경우는 보다

두께/Thickness : 0.5, 1.0, 1.5, 2.0, 2.5, 3.0, 4.0, 5.0

큰 투과도계의 크기를 씀

Size : 19 x 50.8㎜

7"

120
140

6.0
7.0

120
140

8"

160

8.0

160

80

10"

-

-

-

100

12"

-

-

-

120

16"

-

-

-

160

20"

-

-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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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Material : Aluminum, Steel, S/S, Cu

4·1/2"
6"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투과도계 식별도 =

Radiographic Testing ACC / 방사선투과검사 ACC

촬영용품 / Exposure ACC

납 스크린(증감지)/ Lead Intensifying Screen

빛으로부터 FILM을 보호하며, 사진 촬영 시 FILM과 증감지의 접촉을 양호한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X선이나 γ
선은 투과력이 매우 커서 FILM 에 부딪혔을 때 1% 미만의 에너지만 흡수되므로, 방출된 X 선과γ
선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X
선이나 γ
선이 부딪힐 때 형광 또는 2차 전자를 방출하는 물질을 지지물에 입혀 만든 두 장의 판 사이에 놓아 촬영하는데 이때 이 판을 증감
지라 한다.

Used to protect a film from light and maintain contact between film and intensifying screen as good status when taking a photo.

Since X-ray or γ
-ray has very large penetration power, only energy less than 1% is absorbed. To sufficiently use the emitted X-ray or γ
ray, photographing is done by placing between both sheets made by coating substance emitting fluorescent or the secondary electron
-ray strikes on the supporting material. In this case, this sheet is called as intensifying screen.
when X-ray or γ

연박 증감지 (Lead Intensifying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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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카세트 / Film Cassettes

어떤 물질은 고에너지의 X-선이나 γ
-선원에 부딪힐 때 전자를 방출한다. 그 전자를 2차 전자라 하는데 사진 필름은 2차 전자에도 감광이
된다, 이 현상을 이용 한 것이 연박 스크린이며 X-선이나 γ
-선원에 쉽게 전자를 방출하는 납으로 투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얇은 박판을
이용한다. 연박 스크린은 산란 방사선을 줄이며 감광속도를 증가시키고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다.
Any substance emits electron when it strikes against X-ray or γ
-ray source with high energy. The electron is called as the secondary
electron. A photo film is developed even when exposed to the secondary electron. A lead intensifying screen uses such phenomena. A
-ray source. A
thin film plate is used not to give effect on penetration, using lead which easily emits electron when exposed to X-ray or γ
thin film screen is used to reduce radioactive rays causing diffusion, increase sensitization speed and obtain clear photo.

비닐 카세트 / VINYL CASSETTES
양질의 방사선 사진을 얻기 위해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성이 뛰어나다.
Excellent flexibility, and usable to obtain good quality of
radioactive photo irrespective of season.

규격 / SIZE (Inch)

두께/Thickness

3 1/3 x 6"

4 1/2 x 17"

0.1mm, 0.125mm, 0.15mm, 0.2mm,0.25mm,

3 1/3 x 12"

7 x 17"

0.5mm, 0.75mm, 1.0mm

3 1/3 x 17"

10 x 12"

4 1/2 x 12"

14 x 17"

크기/Size : 3⅓ X 6", 3⅓ X 12",
3⅓X 17", 4½ X 12",
4½ X 17", 10 X 12",

고무 카세트 / Rubber Cassettes
밀착성이 우수하여 영상의 선명도가 높다. 탄력성 및 내구
성이 강하며 낮은 온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Rubber cassette has excellent adherence and high clarity
and is conveniently usable even in low temperature, with
strong elasticity and end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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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SIZE (Inch)
3 1/3 x 6"

3 1/3 x 12"

3 1/3 x 12"

4 1/2 x 12"

형광스크린 (Fluorescent Screen)
감광속도가 연박스크린에 비해 약4배가량 증가하므로 두께운 피사체 촬영 시 적합하다.
A fluorescent screen is suitable for photographing a thick object to be inspected since sensitization speed increase as about 4 times as
a thin film screen.
크기/Size : 3⅓ X 6", 3⅓ X 12", 3⅓X 17", 4½ X 12", 4½ X 17", 10 X 12", 14 X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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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X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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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용품 / Exposure ACC

Magnetic Chuck

X-선 및 γ
-선 촬영에 알맞게 제작된 것으로 특수 주조법에 의해 강도 및 순도가 좋으며 오래 사용을 하여도 변형이 적고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방사선 작업 시 카세트를 시험체에 부착시키기 위해 양끝에 영구자석이 부착되어 카세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준다.
탈부착이 용이하며 기자력은 약20Kg 이상 들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영구 자석을 사용한다.

A lead marker is manufactured suitably for X-ray and γ
-ray, and strength and purity are good thanking for special molding method, and distortion
is little and clear image can be obtained even after use for a long time.

A magnetic chuck is securely fixed with equipment made of a permanent magnet at both ends in order to fix a cassette to the test piece
during radioactive work.
Mounting or removal is easy and a strong permanent magnet is used to lift the loadng of more than about 20kg.

구 성 (총40종)

용도

- 알파벳 : A~Z (26종)
- 숫 자 : 1~0 (10종)
- 부 호 : +, -, ~, ↑(4종)

1. Cassette 고정용
2. Sourece 지지용
3. 용접 시 철재 고정용

종류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납글자 / Lead Marker

종류

R Type : X-선 및 γ
-선용
N Type :
C Type : C-60 및 MeV용

MD-L, MD-S, MAG-S, MAG-L, 비철용

SET구성
R-1(낱개), R-20, R-30, R-50
N-1(낱개), N-20, N-30, N-50
C-1(낱개), C-20, C-30, C-50

Light Marking

R-50일 경우 케이스 내에 납문자가 각각 50개로 구성되어 있다.
For R-50 days, 50 lead characters are consisted within a case.

필름에 특정 문자 및 형상을 프린트하는 장치로 조도 조절 장치가 내장
되어 있어 명암 조절이 정확하다.

40종류 X 각50개, 2000개로 구성
Consisting of 40types X respectively 50EA, 2000EA

Adjustment of brightness and darkness is accurate since an
illumination adjustment device is equipped with, which is a device to
print specific and shape on a film.

납글자 케이스 / Lead Marker Case

전원 : AC220V / 60Hz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견고하고 가벼우며 풍부한 수량의 글자를 넣
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필름 행거 / Film Hanger
Stainless Steel 재질로 제작되어 부식 등의 내구성이 강하며 클립의 강도가 높아 필름 고정이 용이하며 필름의 손상을 방지한다.
Since it is made of stainless steel, endurance against erosion, etc is strong. Since strength of a clip is high, it is easy to fix a film
and prevent its damage.

산란용 Maker / Backscatter Radiation Maker
Symbol :“B”
1/2"(13mm) X 1/6"(1.6mm)
ASTM ARTICLE2. T-223

크기 / SIZE (필름 사이즈 기준)
3 1/3 X 6" , 3 1/3 X 12", 3 1/3 X 17"
4 1/2 X 12", 4 1/2 X 17"
10 X 12", 14 X 17"

It has been coating by special chemical for protect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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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intensity plastic produet, solid, lightweight, Designed for treating
easily when you draw out lead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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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용품 / Viewing ACC

필름판독기DF-2D55, DF-2D55A / Film Viewer DF-2D55, DF-2D55A

필름 판독 시 미세한 결함 판독이 요구 되므로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또한 SPOT VIEWER가 부착되어 고농도의
필름 판독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FOOT SWICH 부착으로 작업자의 작업 능률이 향상된다.

필름판독기 DF-2D55는 현상 건조 처리된 필름을 판독하는 장비로 국내 최고 성능의 필름판독기 입니다.
장비 내부에 사용하는 램프를 일반 형광등(FL 15~20W)을 사용하지 않고 U형 FPL 55W 형광등을 사용하였으며 램프의 조도를
사용자가 조절 가능하여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This viewer is designed suitably for such requirements since minute defect viewability is required when viewing a film. It is also
designed for allowing a film with high density with a spot viewer adhered. Working efficiency of a worker is improved with a foot
switch adhered.

Film Viewer DF-2D55 is equipment to view the film dry-processed, which is a film reader with the best performance in Korea.
General fluorescent lamp (15-20W) is not used within equipment and the U-type of 55W of fluorescent lamp is used. Illumination
level of the lamp is adjustable by users to maximize work efficiency.

⑥ 할로겐 판독부/Halogen Interpretation

① 형광등 판독부/Fluorescent Interpretation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필름판독기DF-2C15 / Film Viewer DF-2C15

특 징 / Feature

⑤ 형광등,할로겐조절볼륨/fluorescent,Halogen Control Volume
② 작업등용 개폐형창

④ On / Off 스위치

③ 고정필터면/Filter(Film Fixed Face)

특 징 / Feature
형광램프의 조도를 조정하여 필름을 쉽게 판독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여 높은 휘도와 램프의 점멸현상이 없어
필름 판독시 눈의 피로가 적다.
할로겐 램프 사용시 POINT 판독에 적합하다.
냉각팬을 설치하여 장시간 사용시 열발생을 줄여준다.
Foot S/W 사용으로 필름 판독 시간 단축

사양 / SPECIFICATION

- Method switching to high frequency using electronic stabilizer
Preventing fatigue of the user s eyes since there is no flickering of lamp

- 최고 성능의 오스람 형광램프를 사용하여 램프의 수명이 오래 감
- 형광등 본래의 조도보다 150% 이상 조도 조절이 가능.

- Longer life of lamp using OSLAM fluorescent lamp with
top performance

- 효율적인 반사판을 사용하여 전자 조절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형광등
본래의 밝기 보다 30%이상 밝기가 향상 됨.

- Illumination level by more than 150% of the original illumination level
of a fluorescent lamp

- 필름 판독면은 Film Size 3 1/3 X 12″~ 4 1/2 X 17″까지 판독 가능

- Brightness improved by more than 30% of the original illumination
level of a fluorescent lamp without using an electronic adjusting device
by using effective reflective plate.

- 장비 내부에 강력한 냉각 휀 사용으로 내부의 열이 본체에 영향을 최소
화 시켜 장시간 작업이 가능
- 성능이 뛰어난 안정기, 딤머 콘트롤(CE, UL인증)사용하여 돌입전류 및
노이즈에 의한 램프의 점멸현상이 없다. (2D55A)

- Viewable up to the film size of 3 1/3 X 123 ~ 4 1/2 X 173 for the film
viewing surface

- 냉각팬을 DC팬으로 사용하여 소음이 적다. (2D55A)

- Providing work for a long time by minimizing effect of internal heat on
the main body using a strong cooling fan within equipment.

사양 / SPECIFICATION

전원 / Power source

AC220V / 50/60Hz / 2.5A
AC110V / 50/60Hz / 4.5A

재질 / Material

ALUMINUM 2T

램프 / Lamp

형광등(Fluorescent Lamp) 15W X 2EA, 할로겐(Halogen Lamp) 500W X 1EA

냉각팬 / Cooling Fan

AC 230V 50/60Hz 9/7W

크기 / Dimension

640(L) X 195(W) X 195(H)㎜

조도 / Illuminance

20V 50/60Hz - 형광등(Fluorescent Lamp) 20.000Lux ,할로겐(Halogen Lamp) 200.000Lux이상
110V 50/60Hz - 형광등(Fluorescent Lamp) 18.000Lux , 할로겐(Halogen Lamp) 130.000Lux이상

조도 / Illuminance

130.000Lux 이상

휘도 / Luminance

35,000 ㏅/㎡ 이상

무게 / Weight

220V 50/60Hz 7㎏ (케이블 포함)
110V 50/60Hz 8㎏ (케이블 포함)

무게 / Weight

판독마스크 / Viewing Mask

3 1/2 X 12″, 4 1/2 X 12″

전원 케이블 / Power cable

2m(0.75SQ X 3c), FOOT S/W cable :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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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2D55
재질 / Material

SS41 PLATE

SUS304

램프 / Lamp
냉각팬 / Cooling Fan

FPL 55W X 6EA
AC 230V 50/60Hz 16/14W

크기 / Dimension

전원 / Power source

DC 12V 0.3A

220V : 610(L) X 190(W) X 180(H)㎜

10㎏ (케이블 포함 / Including cable)
AC220V / 50/60Hz / 1.52A / 350W

전원 케이블 / Power cable
Dinning Control Voltage

DF-2D55A

AC100 ~ 230V / 50/60Hz / 350W

2m(0.75SQ X 3c), FOOT S/W cable : 2m
DC 100 ~ 240V

DC 1 ~ 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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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경이 내장되어 있어 조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높여준다.

Illumination control device on fluorescent lamp helps operator to read
films very easily
DF-2C15 adopts electronic ballast for SWITCHING with high
frequency.
It would be effective to protect operator s eye against high luminance
and flickering of lamp.
A halogen lamp has a good advantage for reading POINT defects.
The cooling fan is effective to reduce the heat and allows long working time
Built-in mirror plate is helpful to raise illumination more effectively.
By using Foot S/W operator could save working time for reading

-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여 높은 주파수로 Switching하는 방식
램프 점멸현상이 없어 사용자 눈의 피로를 방지 (2D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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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용품 / Viewing ACC

필름판독기 DF-14 / Film Viewer DF-14

DF-3형은 형광램프를 사용하여 조도를 조절 할 수 있어 필름판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으며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여 높은 주파수
로 Switching하는 방식이므로 높은 휘도와 램프의 점멸현상이 없어 판독하는데 눈의 피로를 줄여 준다.
또한 할로겐 램프 사용시 POINT 판독에 유리하다

DF-14형은 형광램프를 사용하여 조도를 조절 할 수 있어 필름판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으며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여 높은 주파수
로 Switching하는 방식이므로 높은 휘도와 램프의 점멸현상이 없어 판독하는데 눈의 피로를 줄여 준다.
또한 할로겐 램프 사용시 POINT 판독에 유리하다.

Film View DF-3 can more easily view a film since it is possible to adjust illumination level with a fluorescent lamp. It can also reduce
fatigue of the eyes for viewing since there is no flickering of a lamp, and it has high brightness and is based on the method to switch in a
higher frequency using electronic stabilizer.
It is advantageous for point viewing when using a halogen lamp.

A DF-14 type can adjust illumination level using a fluorescent lamp and thus more easily view a film. . It can also reduce fatigue of the
eyes for viewing since there is no flickering of a lamp, and it has high brightness and is based on the method to switch in a higher
frequency using electronic stabilizer.
It is advantageous for point viewing when using a halogen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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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판독기 DF-3 / Film Viewer DF-3

특 징 / Feature
- 4개의 형광등을 사용하며 필름 사이즈 7 X 17" 까지 판독 가능

- Viewable up to film size of 7 x 17 with 4 fluorescent lamps

- 관찰면 경사도 각 45°로 앉은 자세로 장시간 판독 작업 시 피로가 적음

- Less fatigue in the long-time viewing work at a sitting
posture in the slope of observation surface of 45

- 필름 농도에 따라 형광등 및 할로겐 램프의 조도를 무단 연속으로 조절
가능
- 할로겐 램프와 조리개를 부착하여 미세결함 판별이 가능.
- 내부 방열휀 부착으로 장시간 판독이 가능
- 다양한 필름 사이즈 판독 가능
(3 1/3 X 12" , 4 1/2 X 12" , 4 1/2 X 17", 7 X 17")

- 필름 판독 면적이 넓어 다양한 크기의 필름 판독이 가능하며 최대 14 X
17" 크기의 필름 판독 가능

- Possible to view minute defect using halogen lamps and the iris

- 필름 농도에 따라 형광등 및 할로겐 램프의 조도를 무단 연속 조절이 가능

- Maximize work efficiency with a foot switch attached

- 할로겐 램프와 조리개를 부착하여 미세 결함 판별이 가능

- Viewable for a long time with adherence of inner radiation fan

- Foot Switch를 부착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Viewable various film sizes
(3 1/3 X 12" , 4 1/2 X 12" , 4 1/2 X 17", 7 X 17")

- 내부 방열 휀 부착으로 장시간 작업 가능

- Possible to view films with various sizes since the film
viewing area is wide, and viewable up to film size of 7 x 17
with 4fluorescent lamps
- Non-interruptedly and continuously adjustable illumination
level of both fluorescent lamps and halogen lamp depending on
density of film
- Possible to view minute defect using halogen lamps and the iris
- Maximize work efficiency with a foot switch attached
- Viewable for a long time with adherence of inner radiation fan

사양 / SPECIFICATION
사양 / SPECIFICATION
조도 / Illuminance

형광등(Fluorescent Lamp) : 35,000Lux

할로겐(Halogen Lamp) : 150,000Lux

램프 / Lamp

형광등(Fluorescent Lamp) 20W X 4EA, 할로겐(Halogen Lamp) 500W X 1EA

냉각팬 / Cooling Fan

AC 230V 50/60Hz 9/7W

크기 / Dimension

790(L) X 270(W) X 270(H)㎜

무게 / Weight

15㎏ (케이블 일체형)

조도 / Illuminance

형광등(Fluorescent Lamp) : 30,000Lux , 할로겐(Halogen Lamp) : 120,000Lux

램프 / Lamp

형광등(Fluorescent Lamp) 15W X 8EA, 할로겐(Halogen Lamp) 500W X 1EA

냉각팬 / Cooling Fan

AC 230V 50/60Hz 9/7W

판독마스크 / Viewing Mask

3 1/3 X 12" , 4 1/2 X 12" , 4 1/3 X 17" , 7 X 17" , 14 X 17"

크기 / Dimension

610(L) X 320(W) X 515(H)㎜

전원 / Power source

AC220V / 50/60Hz / 2.5A / 500W

무게 / Weight

22㎏

판독마스크 / Viewing Mask

3 1/3 X 12" , 4 1/2 X 12" , 3 1/3 X 10"

전원 / Power source

220V / 60Hz

전원 케이블 / Power cable

4m(0.75SQ X 3c), FOOT S/W cable : 4m

전원 케이블 / Power cable

전원 4m(1.5SQ X 3c), FOOT S/W cable : 4m(1.5SQ X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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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t Switch 부착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특 징 / Feature

- Non-interruptedly and continuously adjustable illumination
level of both fluorescent lamps and halogen lamp
depending on density of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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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용품 / Viewing ACC

대비방사선 필름 ASTM / ASTM Reference Films

방사선 사진을 평가할 때 촬영한 방사선 필름의 품질을 점검하고 판독을 행
하기 전에 필름의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원리는 사진의 투과광의 밝기의 농도 표준 필름의 밝기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농도 값을 구하는 방식이다.

ASTM에서 제작된 대비 필름으로 방사선 투과 검사의 방사선 사진 판정 결
과를 평가에 이용된다.
제작자, 사용자, 시험 등의 평가 결정용으로 사용된다.
경험이 적은 검사자들이 표준에 맞춰 명확한 필름 판정에 도움이 된다.

When evaluating a radioactive film photographed when evaluating a
radioactive photo, check quality of the film and measure its density before
performing viewing.
As measuring principle, method to obtain density value is widely used by
visually comparing brightness of the density standard film with brightness of
penetration light of photo.

This film is reference film manufactured by ASTM and is used to evaluate
radioactive photo determination results of the radioactive penetration
inspection. This is also used for evaluation and determination of manufacturer,
user and testing.
This film is helpful for inspectors, who have less experience, to clearly
determinate a film according to th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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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농도 측정기 PDA-100 / Film Densitometer PDA-100

PDA-100은 경량의 제품으로 휴대가 용이하여 이동 사용에 편리하다.
PDA-100 is a small light-weighted product conveniently used for use during movement
due to easy portability.

구성

사양 / SPECIFICATION
측정대상 / Measurement object

Transmission density of black and white image

E155 (Vol I, II)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주조물의 검사를 위한 대비 방사선 투과 필름

농도범위 / Density range

0 ~ 4.0D

E186 (Vol I, II, III)

마그네슘 주조물의 검사를 위한 대비방사선 투과 필름

측정면적 / Measurement area

2.5㎜ diameter

E192

항공 우주 산업을 위한 Investment 철강 주조물의 대비 방사선 필름

측정표시 / Density Indication

3digit value(LCD display, reflecting type)

E242

특정 파라메터 변화에 따른 방사선 투과 사진의 변화에 대한 방사선 투과 필름

정밀도 / Accuracy

± 0.03D

검출기 / Light detector

GaAsP photodiode

E272

고장력 동 및 니켈 동합금 주조물을 위한 대비 방사선 투과 필름

전원 / Power

AA Battery

E280 (Vol I, II)

두께가 두꺼운 철강주조물의 감사를 위한 방사선 투과 필름

크기 / Dimension

160 x 65 x 30㎜

E310

Tin bronze 주조물을 위한 방사선 투과 필름

무게 / Weight

400g

E390 (Vol I, II, III)

철강 용접부를 위한 대비 방사선 투과 필름

E446 (Vol I, II, III)

두께 2inch 까지의 철강 주조물을 위한 대비 방사선 필름

E505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의 검사를 위한 대비 방사선 필름

E592

표준 가이드

E802

Gray iron 주조물 검사를 위한 대비 방사선 투과 필름

E1320

티타늄 주조물을 검사를 위한 대비 방사선 투과 필름

E1648

알루미늄 fusion 용접 검사를 위한 방사선 투과 필름

필름 농도 측정기 X-Rite 301,331 / Film Desitometer X-Rite 301,331

알루미늄, 스틸 / Aluminium, Steel
X-Rite 331

X-Rite 301
탁상용 필름 농도 측정기로 측정범위가 0~5D로 넓고
정확도가 높다.

소형이고 견고하며 휴대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건전지
나 교류전원을 사용한다.

This is a desk type of film densitometer, whose
measuring scope is 0~5D and its accuracy is high.

This product is small, firm, portable and convenient to
use. Uses a cell or AC power supply.4

사양 / SPECIFICATION
측정범위 / Measuring scope

X-Rite 301
외경/Outer diameter 0.5 (구경/caliber 2㎜)

정 확 도/ A ccuracy

±0.02D

반 복 성 / Repetition

±0.01D

예열시간 / Preheat time
측정면적 / Measuring area
무

게 /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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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이하/60sec or less
1, 2, 3㎜
8.5lb(3.86㎏)

X-Rite 331

보정용 농도 측정 필름 / Calibrated Step Tablet
Densitometer의 교정 시 사용되는 인증된 Film Step Tablet.
Certified film step tablet used for calibration of a densitometer.
Step : 17 steps
Range : Less than ~ Greater than 4.0

외경/Outer diameter 0.4
±0.02D
±0.01D
필요없슴/Not need
2㎜
1.52lb(6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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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방사선 필름 IIW / Reference Films I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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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 기자재 / Source Projector ACC

동위원소 가이드 튜브 / Source Guide Tubes

Control Cable 외장은 Poly Vinyl로 되어 있어있으며 유연성이 큰 금속합성 CABLE과 Teflon 내부 처리로 내부 강철 와이
어가 쉽게 인,출입 될 수 있도록 제작 되어 있다.

Source Guide Tube는 유연한 Stainless Steel 튜브로 제작되어 있고 튜브 외부는 보호 Polyvinyl로 되어 있다.
Source Guide Tube is manufactured of a flexible a stainless steel tube and the outer surface of tube is made of a protective polyvinyl.

A sheath of control cables is made of poly vinyl and is manufactured so that inner steel wires can be easily coming-in and
going-out with inner processing of both cable and teflong combined by metal with large flexibility.

- Source Stop, 연결 콘넥터 부착.
- 연결 가능 Projector : 660, 680, 741, 880
- 종류 : 2m, 3m, 4m, 6m
-Adhering source stop, connecting connector
-Connectable projector : 660, 680, 741, 880
-Guide Tube Extension : 2m, 3m, 4m, 6m

Model
KRC-1 : 1단 기어 / 1-Step gear
KRC-2 : 2단 기어 / 2-Step gear
길이 : 7.5m, 15m

Col l imators
차폐성이 뛰어난 텅스텐 재질로 제작되어 소형, 경량의 Collimators로 Ir-192, Co-60 동위원소 사용하기 적합하며 Guide
Tube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외 특별 규격은 별도 주문제작 가능

내구성 및 경량의 강화 플라스틱 손잡이
2단 기어 채택으로 보다 인,출입 속도가 빨라 피폭의 최소화 및 작업성 향상
Reinforced Plastic Handle with Endurance and Light Weight
With adoption of 2-step gears, I/O speed is rapid so as to minimize exposure and improve workability.

This is a small and light-weighted collimator manufactured of tungsten material with excellent shielding ability and is suitable for
using Ir-192, Co-60 isotope, which is designed to directly connect to a guide tube.
*Other specification of collimators available as customer request
Model

TSC-19
Tungsten
30mm
54mm
400g

가벼운 CABLE REEL에 부착되어 있다. / Attached to light cable reel

Bean angle

30°conical
60°conical
90°conical
120°conical
Side throw

TSC-19P
Tungsten
32mm
58mm
360g
360°
Panoramic

동위원소 지지대 / Source Stand
Model

삼발이 형태 스탠드로 영구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고정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Reel KRC-1 : 1단 기어 / 1-Step gear
Reel KRC-2 : 2단 기어 / 2-Step gear
길이 : 7.5m, 15m

A source stand is a tripod type of stand and a permanent magnet is adhered and it is
designed to be used with fixing.

내구성 및 경량의 강화 플라스틱 손잡이
2단 기어 채택으로 보다 인,출입 속도가 빨라 피폭의 최소화 및 작업성 향상
Reinforced Plastic Handle with Endurance and Light Weight
With adoption of 2-step gears, I/O speed is rapid so as to minimize exposure and improve workability.

-

Source 높이 조절
Source 위치 조절
Stainless Steel 재질로 부식에 강하다
Stand(영구자석), Clamp Holder,
Positioning Clamp로 구성
- 높이 : 50㎝

- Adjusting source height
- Adjusting source position
- Strong corrosion resistance with
stainless steel material
- Consisting of stand (permanent
magnet), clamp holder and
positioning clamp
- Length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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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작장치 - Reel형/ Remote Controller-Reel Type

Shielding Material
Diameter
Length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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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작장치 - Pistol Grip형/ Remote Controller-Pistol Grip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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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 기자재 / Source Projector ACC

안전용품 / Radiation Safety ACC

알람모니터-CATCH-1 / Radiation Alarm Monitor-CATCH-1

②

⑦
⑥

⑧

③

④
①

CATCH-1은 방사선이 감지되면 경고음과 LED 경고등이 표시되어 방사선의 유무를 눈과 소리로 동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ATCH-1은 원자력 시설주변 근로자 및 핵방호 시설사용자, 병원, 실험실, 대학교, 산업체등의 방사선 취급자를 위한 것 입니다.
CATCH-1 is a warning device for personal, working in areas where radiation hazards may be in existence. When exposed to radiation
from gamma and hard beta sources, such as x-ray units and isotope equipment.
Instant warning is given by an audible alarm and LED signal its small dimensions, 49 x 72mm, and its extremely low weight, 55g,
including battery, make the unit fit easily into pocket or on a shirt, lab coat, belt or firmly in position.
It provides both loud bleeps and visual indication of the presence of radiation.

⑨

⑩

개인용 방사선 감시 및 경보기로 방사선 발생 부근에서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TCH-1은 방사선 위험지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경고장치로 X-선, γ
-선, β
-선으로 부터 방사선이 노출 됐을때 들을 수 있는 경고 음과 볼 수 있는 LED신호로 즉각적인
경고를 알려 줍니다. CATCH-1은 아주작고 가벼운 제품으로 (49 × 72.5 × 16㎜/55g) 바지 벨트나 SHIRT POCKET, APRON등에
달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부착용 Cilp이 튼튼하게 설계되어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1.5V Battery(AAA Type) 한개
로 작동되어지며 항상켜져 있어 경보기능을 확실하게 지시하고 밧데리 수명은 5,00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⑪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Remote Controller Assemblies

The CATCH-1, pocket radiation monitor provides a simple and effective way of warning operators of x-ray and isotope equipment,
industrial and medical, if excessive radiation is present. Consequently, the monitor is an inspection companies, workshops and
laboratories using x-ray or radio isotope techniques.

⑤

특 징 / Feature

① 손잡이 / Pistol Grip

⑤ 2단기어뚜껑 / Second gear cover

⑨ 기어(2단) / Gear(2step)

② Cable 유도 콘넥터 / Cable induction connector

⑥ 크랭크 손잡이 / Crank handle

⑩ 고무마개 / Rubber cork

③ 베어링 / Bearing

⑦ 2단기어 / Second gear

⑪ Jaws connetor

④ 뚜껑 / Cover

⑧ 기어(1단) / Gear(1step)

- 편리성 : 크기가 작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
- 신호 : 75dB 이상의 신호음과 LED시각 신호가 동시 작동으로 방사선량을 신호
주기로 판단 가능
- 신뢰성 : 최신의 설계로 견고한 케이스와 착용고리는 안전성 및 착용감이 뛰어남
- 밧데리 : AAA타입 1.5V 전지 1개로 약 5,000시간 사용 가능
Convenience : It is small size and extremely light.
Signal : It gives the audible bleep more than 75Db and a red LED signal at the same time
Reliance : This is the most advanced type, and the firm case is impact resistant. The hold
clip may be fastened well.
Battery : With normal use approx 5000/h time with AAA type 1.5(Alkali battery)

동위원소 조사기 Accessories / Gamma Ray projector Accessories
Gamma ray projector model 660

Gamma ray projector model 880
뒷마개 / Storag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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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 SPECIFICATION

앞마개 / Projector front stopper
Radiation Detected

X-ray and Gamma, Hard Beta

Energy Range

30KEV to 1.25MEV

Detector

G.M Tube

Signal

Audible and LED : Indicator Lignt

Sound Level

75dB

Pulse Duration

100㎳

Pulse Frequency

2,500~2,600Hz

On-Off Switch

NONE : In constant stand-by operation mode

Sensitivity

Backgorund : 1 Bleep per 10~20min

(Typical for Cesium-137)

1mR/h : 3Bleep/min
10mR/h : 30 Bleep/min
1R/h and UP : Continuous tone

Operating Temp Range

-15 ~ 50℃

Relative Humidity

10 ~ 80%

앞마개 / Projector front stopper

Water

Resistant

Battery type

One AAA Type 1.5V

Typical Battery Life

Minimum 6months with continuous background radiation Field
Easily replaced

Size

72.5 X 16 X 49㎜

Weight

Approx. 55g

Case Material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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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마개 / Storag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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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 Radiation Safety ACC

RSM 시리즈는 사용자의 편의성에 따라 사용하기 편리하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에너지 보정형 GM-tube 방식의 Gamma, X-ray 측정용 서메이메터 RSM 시리즈는 용도에 따라 저선량율 측정용 RSM100, 고선량율 측정용 RSM-200 그리고 백그라운드 값에서부터 최대 1Sv/h까지의 넓은 측정 범위를 자랑하는 RSM-300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디지털 방사선 측정기 RSM Series / Digital Survey Meter RSM Series

사양 / SPECIFICATION
86(W)×171(L)×47(T)㎜

Physical

Case Material

ASB Tempered Plastic

Characteristic

Control Panel

Membrane switch panel

Weight

410g (without battery)

Display

LCD(60×50㎜)

Language

Korean. English

Unit

Sv/h, R/h

RSM Series supply in 3type of energy compensated GM-Tube, for low radiation measurement RSM-100E, for high radiation
measurement RSM-200E, and wide range measurement (from the background level to max. 1Sv/h) RSM-300E.
Display of the units designed for wide(60ⅹ50㎜) and clear view.

Display. Digit

4Digit/20 Segment Bar-gragh

Statistic Display

4Digit(Unit:%)

20 segments analog bar-graph displayed with digital result simultaneously. It provide full information such as surveying
results, units, tolerance of the statistics status of overflow from reference level, status of battery, message of sufficient
measuring time, with characteristic symbol and digits.
Switch buttons are located for one hand operation Shock resistant ABC plastic case and stainless battery cocer will provide
durable work conditions in field.

Back light type

EL Type

Measure. Obj.

Gamma, X-ray

Detector type

Energy compensated GM-Tube

Measure Range

RSM-100:B.G level ~ 20mSv/h
RSM-300:B.G level ~ 1Sv/h

Accuracy*

≤ ±10%

Energy Dep.

≤ ±20%, 60keV ~1.2MeV

Angular Dep.

≤ ±20%, (within ±80°
)

Response Time

Auto Adj./fast react, fast collect. algorit

Electrostatic discharge test

IEC 61000-4-2 satisfied

Frequency test of power in
Electromagnetic field.

IEC 61000-4-8 satisfied

Emission of radio electronic
Wave filed

IEC 61000-4-3 satisfied

고급 방사선 서베이메터에서 채택하고 있는 20세그먼트 바그래프를 전모델에 적용하여 측정이 진행중인 모습을 입체감있게
전달하며 통계오차, 기준치 초과 여부 안내, 측정시간 부족 안내, 밧데리 잔량 포시 등이 한글과 그림으로 표시되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충격에 강한 ABS 수지와 SUS재질의 밧데리 케이스를 채택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에너지의존성, 방향의존성, 정확도, 온습도환경인자, 정전기방전, 전원주파수 자기
장내성, 방사무선전자파내성, 충격, 진동 시험등을 완벽히 통과한 신뢰성 높은 제품이다.
The RSM Series is newly developed system for user s comfortableness and easy handling with required accuray.

Output Form

Response of
Radiation
주요기능 / Main Function
- 한국어 / 영어 버전
- 4 디지털 LCD
- 20 세그먼트 바그래프
- 측정단위 선택(Sv/h, R/h)
- 교정상수 디지털식 조정
- 백라이트 기능
- 측정값 고정
- 건전지 잔여용량 바그래프 표시
- 기준치 미만/초과 정도 표시
- Korean / English Version
- 4 Digital LCD
- 20SEGMENT Bar-graph
- Selection switch of the unit (Sv/h, R/h)
- Calibration factor(by calibration mode)
- Back Light
- Freeze the result for notice
- Measurement result
- Battery status Bar-graph
- Statistic tolerance displayed relative value (%)

Response of
Interference

Power Supply
Duration Time*

2ⅹ, 1.5“C”size Alkaline
> 200hr
POST function
Display of insufficient measurement time

Internal function

Display of over and under from ref.value.
Battery status bar-graph
Result freeze function
Cal. Factor Adjust. In digital methode

* Satisfied, required ANSI N42. 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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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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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 Radiation Safety ACC

방사선 측정기-아날로그 / Survey Meter-Analog

DAM-100은 세계 최초로 영상처리기술을 적용하여 웹모니터링
이 가능한 디지털 방사선 지역감시장치입니다. 단순 통신 방식의
기존 방사선 지역감시 장치가 아닌 차세대 디지털 방사선 지역감
시장치로서 현장의 영상 및 방사선량을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
습니다.
DAM-100 is the first digital area monitor in the world, which can
use as a digital web-monitor on the display processing
techniques. It can be real-time remote displayed not only dose
rate, but with field view as digital screen.

3009A(고선량용)
10CRF34 규정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견고한 알루미늄 케이스로 거친 환경에 사용 가능하다. 선량에 따른 Range 조절로
보다 정확한 선량측정이 가능하며 고선량 측정에 적합하다.
Internal detector design protects GM Tube rough handling and results in less down time.
Separate calibration controls for each range. Meet 10CFR34 requirements.

사양 / SPECIFICATION
Radiation Detected

α
,β
,γ
, X-ray

Accuracy

±20%

228(W) X 187(H) X 88(D)mm / 1080g(Incl. Battery)

Energy Dependency

±30% 80KeV ~ 1.25MeV

Form

2 LINE LCD 49.95(W) X 10.4(H)mm

Operating Ranges

0~10mR/h , 0~100mR/h, 0~1000mR/h

Language

English

Size

111 X 222 X 108mm

Unit

mSv/h, μ
Sv/h

Weighty

1.6Kg

Indication digit

5 Digit / 2

Back light

16 by 2 LED Back light type

Detection Obj.

Gamma, X-ray

Detector

Energy compensated GM tube X1

Measurement Range

Back ground ~20mSv/h (or BG ~ 2R/h)

Reliability

±10%

Energy dependence

±20% (by Energy 60keV ~ 1.2MeV)

Angular Dependence

±20% (by front direction ±80°
)

Response time

Auto set / Fast response and algorithm

Output

USB

Image sensor

Color 1/3”CMOS

Min. Light

2.7 LUX

Effective pixel

NTSC 644(H) X 484(V)

사용환경 /

Temperature

-10℃ ~ 50℃ (15℉ ~ 122℉)

Environmental condition

Humidity

40% ~ 95% / 20℃

Power

AC220V 60Hz

Backup

Ni-Mh Battery AA X 4 (Include)

사양 / SPECIFICATION
Dimension/Weight

출력형태 / Display

방사선 응답 /
Radiation Response

Character of Camera

3007A(저선량용)
β
,γ
, X-ray 등의 저선량 측정에 적합하며, 알루미늄 케이스로 견고하며 선량에 따른 Range조절로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
며 실험실 등에서 방사선 측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eparate calibration controls for each rage. Rugged design Jack is provided for optional headset model 3020.
Easy to operation.

사양 / SPECIFICATION
Radiation Detected

α
,β
,γ
, X-ray

Accuracy

±20%

Energy Dependency

±30% 80KeV ~ 1.25MeV

Operating Ranges

0~0.5mR/h , 0~5mR/h, 0~50mR/h

Size

111 X 222 X 108mm

Weighty

1.8Kg

전원 /Power

내장기능 /
Intern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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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test on counting circuitry. Threshold alarm on over range.
Digital adjustment on calibration coefficients.
Web monitoring program on internet environment.
Remote security observation by field view data transmission
Connection system to SMS
Auto data Backup. Friendly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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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특성 /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방사선 감시 장치 DAM-100 / Digital Area Monitor DAM-100

Radiographic Testing ACC / 방사선투과검사 ACC

안전용품 / Radiation Safety ACC

방사선투과검사시 방사선 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구역내의 방사선에 대한 경고와 외부인으로 하여금 그 구역을 피
하라는 경고용 기기입니다.
전원이 없는 곳 이라든가 방사성구역에 간단히 설치하는 경보용으로 특히 방사성 동위 원소 사용 장소에 적합합니다.
LA-2 경보등은 BATTERY 전용으로 소형으로, 가볍고 견고한 ABS 플라스틱으로 제작도어 있으며, 1회 충전(12시간)으로 8시간 사
용이 가능합니다

사 양 / Specification
측정 / Radiation Detected : Gamma, X-ray
측정범위 / Range : 30Kev ~2Mev (0 ~ 200mR)
크기 / Size : 116㎜ , Long
무게 / Weight : 32g

This is a device to warn against radioactive rays within the area by setting the boundary of the radioactive area or restrictive area for the
radioactive penetration inspection or to alert the other outside person to evacuate from the area.
This is an alarm device simply installed at the place without power supply or at the radioactive area, specially suitable when using
radioactive isotope.
LA-2 alarm lamp is only for battery, small sized and is manufactured of light and firm ABS plastics and is used for 8 hours with once
charging (12 hours).

특 징 / Feature

특 징 / Feature

- 점멸식 경보등으로 BEATTERY 수명

- 개인 피폭 선량계로 사용자의 주머니 또는 특정 부위에 부착

- 투과성이 좋은 제품으로 야간에 약 2Km에서도 경보 식별이 가능

- 작업 시 마다 선량율 측정

- It can measure each time users work sticking on one s pocket
or specific parts

- 경보등과 경보음을 분리하여 사용 가능

- 만년필 크기의 기기로 선질 특성이 뛰어나다.

- It s profitable to handle urgently

- LOW볼트 방지회로 채택

- 직접 피폭선량을 알 수 있다

- Intensity is good relatively

- LOW BATTERY 표시

- 긴급 조작 등에 있어서 매우 유리

- 밧데리 과충전 보호 회로 채택

- 감도가 좋다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포켓 도시메타 / POCKET DOSIMETER

LA-2경보등 / Warning Lamp LA-2

- 삼각대에 부착용이
- Lengthening battery life with flickering alarm lamp
- Product with good penetration power capable of identifying alarm
even at distance of 2km in night
- Usable by separating alarm lamp and alarm sound
- Adopting protective circuit against low volt
- Low battery indication
- Adopting protective circuit against battery over-charging

도시메타909 / DOSIMETER CHAGER 909
도시메타 충전기로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도시메타를 재생 할 수 있으며 가볍고 간단하게 조작 할 수 있다
1.5V 건전지로 1,000회 이상 충전 가능하다
충전구에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어 재생 시 무리한 힘을 가해도 도시메타가 손상되지 않는다.
This is a dosimeter charger, which can regenerate the dosimeter charger while directly watching by the eyes. This charge is light
and easily operable. It is possible to charge more than 1,000 times with a 1.5V cell.
A spring device is provided to the charging outlet and so dosimeter charger is not damaged even after applying unreasonable force
during regeneration.

사양 / SPECIFICATION
밧데리 / Battery

DC 6V/4AH (재충전용/rechargeable)

밧데리 충전기 / Battery charger

입력 : AC 220/110V

예비램프 / Spare Lamp

2EA (6V, 500mA)

크기 / Dimension

높이(H) 160 x 둘레(Ø) 130㎜

중량 / Weight

본체(Body)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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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전압 : DC 7.5V

사 양 / Specification

충전기(Charger) : 0.8㎏

크기 / Size : 102 X 102X 89㎜
무게 / Weight : 302g
전원 / Power : 1.5V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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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to adhere to triangle support

Radiographic Testing ACC / 방사선투과검사 ACC

안전용품 / Radiation Safety ACC

납 안경/ Lead Goggle

납 장갑/ Lead Gloves

X-ray equipments / 엑스레이 장비

동위원소 집게 / Grip tongs
저준위의 방사선원을 옮기거나 폐기할 때 사용하는 기구이며 알루미늄 재질로 가벼우며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Tool used for moving or disposing radioactive ray source with low level, made of aluminum material and having a light and structure
convenient to use.

0.5㎜ lead

0.5㎜ lead
12" length

납 블록 / Lead Brick

방사선 표지판 / Radiation Warning Sings

납 유리 / Lead Glass

납 치마/ Lead Apron

X-선 차폐 성능을 갖은 투명유리

2. 요철형 납 블록 / Concavo-Convex type

Plain glass that has X-ray Shielding feature
두 께 / Thickness : 5~14㎜
사이즈 / Size : 150 X 200㎜ ~ 1,100 X 1,800㎜

방사선안전관리 수칙
각종 방사선 스티커 및 TAG
방사선 표지판
- 사용실 , 저장실, 폐기실 - 구역표시 - 주의표시

기타 표시 및 지지대 제작
Observations for Safety Control of Radioactive Ray
All types of radioactive sticker and tag
Radioactive signal board
- Utility room, storage room and waste room
- Zone indication
- Caution label

0.5㎜ lead
60(W) X 95(L)㎝
Flexible vinyl

Manufacturing of other marks and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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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 납 블록 / General 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