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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특징 및 응용분야 

   1) 특징  

       UVA, UVB, UVC의 자외선에 대하여 각각에 알맞은 Sensor Probe를 선정하여  Display에 연결하면 절대  

      광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2개의 Relay를 이용하여 설정된 값 이상과 이하에서 접점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4-20㎃의 전류 출력과 RS485 통신 기능이 있습니다. 

   2) 응용분야 

      UV 램프 모니터링 / 수질 살균기 / 공기 정화기 / UV 경화기 / UV 조사기 

 

2. 제품의 사양 및 구성물 

  1) 표시부 

      - 95 × 48 ㎟, Power :  AC 100 ~ 240 V 50/60 ㎐ (1, 2번 전원, 5번 접지)  

      - 판넬 커팅 크기 : 92 × 45 ㎟ (-0, + 0.6 ㎜)  

      - 소비전력 : 5VA 이하, 사용온도 : 0~50 ℃, 사용습도 : 85%RH 이하 

      - 버전 : 앞자는 프로브의 출력(V:전압, I:전류)을, 뒷자는 옵션(0:접점, I:접점+4-20mA, C:접점+4-20㎃+RS485)을 의미함.  

        예) II는 센서 프로브가 전류출력이고, 4-20 ㎃ 전류 출력이 있는 버전 

              VC는 센서 프로브가 전압 출력이고, 4-20 ㎃ 전류 출력과 RS485통신 기능이 있는 버전입니다. 

  2) 센서 프로브 연결  

     -  센서 프로브가 전압 출력인 경우 (그림 1 (2)의 윗 사진): 11(Vcc), 12(GND), 7(Vout), 5(GND) 

     -  센서 프로브가 전류 출력인 경우 (그림 1 (2)의 아랫 사진): 11(Vcc), 12(GND), 6(Iout), 5(GND) 

         전류 출력은 노이즈가 심한 곳이나 연결선 길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만 주로 사용 됩니다. 

그림. 1 UV Radiometer 2 사진과 도면 

 3) Sensor Probe 사양 : 제품에 동봉된 검사성적서 (Certificate of Quality) 참조하세요. 

 4) 전원 선, 4-20 ㎃ 전류 출력 선, 통신 선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1) UV Radiometer 2 사진 (3) UV Radiometer 2.0 도면 (2) 연결 방법 (위:전압, 아래: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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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의 설치 방법 
 

  1) 그림. 2의 결선도를 참조로 하여 선 연결을 합니다..  

     - AC 전원은 1, 2번에 연결하고, 센서 프로브의 4선은 각각 11 (빨간선), 12(검정선), 7이나 6번(녹색선), 5(흰선 혹은  

      노란선) 에 연결합니다.  검정선과 흰선(혹은 노란선)은 Ground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C전원의 Ground는 5번에 연결합니다. (미 연결 시 출력 값이 잘못 표시 될 수 있습니다.) 

     - 설정 값 이상에서는 Relay (Normal)인 13, 14가 SHORT, Relay (Alarm)인 15, 16이 OPEN되며, 전면의 Normal LED ON  

       설정 값 이하에서는 Relay (Normal)가 OPEN, Relay (Alarm)가 SHORT되며, 전면의 Alarm LED ON   

     - 4-20 ㎃ 전류 출력과 RS485 통신 Port는 Option 사양입니다. 

       RS485 통신시 전면의 Comm LED (통신 Option이 없을 경우에는 LED 없음.)가 점등 됩니다. 

그림2. UV Radiometer 2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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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최소 값 표시                                    

           를 누른 상태에서             을 3초 이상 누르면                 

초기화 됩니다. 

그림 3 Alarm 값 설정 방법 

•사용하지 않는 기능 

버튼 클릭 

 

 

Set 

 

 

Set 

Set 버튼 클릭 

•최대 값 표시                                    

           를 누른 상태에서            을 3초 이상 누르면                 

초기화 됩니다. 

버튼 클릭 

 

 

Set 

           을 누르면 Alarm 값 설정 화면으로,  

입력  없으면 현재 값으로 복귀합니다. 

Set 

Set 

Set 
Set 

Set 

Set 

Set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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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① 

 

 

Set 

•Alarm 값 설정 

          버튼이나            버튼을 눌러 입력값을 변경한다.         

기본 설정 값  : 검사성적서 참조 

 

버튼 클릭 Set 

② 

4. 제품의 기능 설명 

   - 기능 설정은 전면 Panel의              ,            ,            3 개의 Key를 이용합니다. 

 

 1) Alarm 값 설정 및 최대&최소 값 확인 방법                                 

          을 짧게 누른다.                                                          Set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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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Set 

① 

 

 

Set 

 

 

Set 

•입력 전압 종류 선택 : dc로 고정 

버튼 클릭 Set 

•입력 전압 범위 선택 : 5V나 50㎃로 고정 

버튼 클릭 Set 

 

 

Set 

•스케일 적용여부 선택 : On으로 고정 

버튼 클릭 Set 

 

 

Set 

****센서 전압 Offset 설정  

Default : 검사성적서 참조 

광원이 없을 때 광량이 0 이하일 경우 Offset 을 낮춰준다. 

광원이 없을 때 광량이 0 이상일 경우 Offset을 높여준다. 

버튼 클릭 Set 

② 

③ 

④ 

⑤ 

 

 

Set 

•센서 전압 최대값 설정                               

5.000 V 나  20.00 ㎃로 고정 

버튼 클릭 Set 

⑥ 

  2) 출하 시 기본 Setting  정보 및 수정 

  -           버튼으로 기능을 확인,                       로 기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출하 시 Default 값 이며, 필요 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단, 빨간 글씨 부분만 수정 가능합니다 

Set 

버튼 3초이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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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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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클릭 Set 

 

 

Set 

버튼 클릭 Set 

• 소수점 위치 설정                                           

검사성적서 참조                                          

(0000, 000.0, 00.00, 0.000중 선택) 

 

 

Set 

• 접점 동작 방식 설정 : Art.1로 고정
(off~Art.6까지 가능) 

버튼 클릭 Set 

 

 

Set 

*Relay 출력 편차 설정 : Default 10. 

경보출력 ON/OFF 사이에 일정한 폭을 줌으로서 출력  

릴레이의 접점보호, 오작동을 방지합니다.                       

(1~5000까지 가능) 

 

버튼 클릭 Set 

 

 

Set 

• 최대, 최소 값 확인 지연 시간 Default : 10                                        

초기 전원 투입 또는 측정값 입력시 과전압 또는 과전류에  

의해 잘못된 데이터값이 입력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력값 감시를 일정시간 지연시킵니다                                           

(0~60초까지 가능) 

버튼 클릭 Set 

 

 

Set 

** 전류 출력 4 ㎃ 값 설정                                             

Default :  0 

⑨ 

⑩ 

⑪ 

⑫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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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표시 광량 최소값 설정                                

0으로 고정 

버튼 클릭 Set 

 

 

Set 

• 표시 광량 최대값 설정                                

검사성적서 참조(-998~9999까지 가능) 

⑦ 

⑧ 

버튼 클릭 Set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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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값 횟수 설정 : 신호 떨림이 심할 경우 숫
자를 높임.  Default : 0,  (0~9까지 가능) 

* Relay 출력 편차 설정                                                                                                                                                                                                

- Relay (Normal)과 Relay (Alarm) 동작 간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Alarm 값 이하에서 Relay (Alarm) 동작 후  Relay (Normal)이 동작 하기 

위해서는 광량은 Alarm값+Relay 출력 편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 Alarm값이 5.0 ㎽/㎠ 이고, Relay 출력 편차가 1.0 ㎽/㎠ 일 경우 광량이 5.0 ㎽/㎠ 미만이 되어야 Relay (Alarm)이  동작하며, 동작한 

후에는 광량이 6.0 ㎽/㎠ 이상이 되야 Relay (Normal)이 동작함. 그 이하에서는 Relay (Alarm) 상태임. 

** 4 – 20 ㎃ 전류 출력은 Option이며, 절대 광량 값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RS485 통신은 관련은  3)의 통신관련 사용법에서 설명. 

**** 광량이 없는 경우 표시 부에 광량이 0이 되게 설정하는 기능 입니다                                                                                                            

예) 광량이 없을 때 0.1로 표시되면                     값을 올리고 , -0.1로 표시되는 경우는 낮춥니다. 

 

 

Set 

** 전류 출력 20 ㎃ 값 설정.    Default :  검사성적서 참조 

        버튼 클릭( 통신기능 있을 경우)  Set 

 

 

Set 

Set 버튼 클릭 

 

 

Set 

Set 버튼 클릭 

 

 

Set 

그림 4 UV Radiometer 2 세팅 방법 

       버튼 클릭 

( 통신기능                                    

없을 경우) 

Set 
 

 

Set 

버튼 클릭 Set 

 

 

Set 

• 설정 값 잠금 설정 : off로 고정. 

버튼 3초 이상 클릭 :                                                  

설정값 저장 후 현재 입력값  표시상태로 변경 
Set 

버튼 짧게 클릭 : 초기메뉴 이동 Set 

⑭ ⑮ 

⑮ 
     

16 

     

17 

     

16 

RS485 통신기능 ON/OFF 설정.  

RS485 통신 ID값 설정.  

RS485 통신 속도 설정.  

2400BPS, 4800BPS, 9600BPS 중에서 선택가능.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Normal Alarm Comm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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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 관련  

  a. RS485 통신관련 기본 사항 

    - 최대 접속 수 (32대), Start Bit (1bit),  Data Bit (8 bit), Parity Bit (없음), Stop Bit (1 bit) 

    - 통신속도 (9600BPS, 4800BPS, 2400BPS), 통신ID (0 ~ 255) 

b. 통신맵 테이블 

c. 통신맵 설정 데이타 

Pag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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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통신 프로토콜 

  a)  주 의  

    -  데이터 전송하는 도중에 취소하고 다시 재전송하여도 무방합니다. 

    -  영문은 대문자만 전송해야 합니다. 

     - 설정 중에는 데이터 송수신을 하지 않습니다. (오류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b) 통신 프로토콜 관련 주의점  

     -  STX=0x02 (16진수 값),   ETX=0x03 (16진수 값),  

     -  '0'(ASCII값)=0x30 (16진수 값),  '1'=0x31,  '2'=0x32,  ……  '9'=0x39 

     -  'A','B','C',…..'Z'=ASCII값 

     -  STX,ETX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ASCII값으로 전송한다. 단, 소수점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  CHKSUM값은 STX+ ……+ETX의 값을 모두 더한 뒤 256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ASCII로 전송합니다. 

   c) 전송 예시 

       PC->표시부 :  STX+'R'+'001'(국선)+'00'(상위맵)+'0'(하위맵)+ETX+'00'(CHKSUM) 

       =>표시부->PC : STX+'A'+'001'(주소)+'00'(상위맵)+'0'(하위맵)+'0‘(양수를 의미)+'0000'(데이터)+ETX+'00'(CHKSUM)  

   d) 표시부에 쓰기 예시 

       STX+'W'+'001'(주소)+'00'(상위맵)+'0'(하위맵)+'0'(양수)+'0000'(데이터)+ETX+'00'(CHKSUM) 

       STX+'W'+'001'(주소)+'00'(상위맵)+'0'(하위맵)+'1'(음수)+'0000'(데이터)+ETX+'00'(CHKSUM) 

   e) PC에서 현재 표시부의 값을 확인하고자 할 때 표시부로 전송하는 데이터설명 

     표시부 통신맵 표에서 광량 값은 현재 입력 값이므로, 상위맵은 '03'이고, 하위맵은 '0‘입니다. 

     표시부의 주소가 001 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전송하면 됩니다. 

      STX+'R'+'0'+'0'+'1'+ '0'+'3'+'0'+ETX +'7'(CHKSUM 10자리에 해당하는 ASCII값)+'B'(CHKSUM 1자리에 해당하는 ASCII값) 

     설명:여기서 CHKSUM은 STX(0x02)+'R'(0x52)+'0(0x30)+'0'(0x30)+'1'(0X31)+'0'(0x30)+'3'(0x33)+'0'(0x30)+ETX(0x03) 

              =0x17B => 7B (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만 사용하므로 7B) 

     CHKSUM 10자리에 해당하는 ASCII값은 '7'(0x37), CHKSUM 1자리에 해당하는 ASCII값은 'B'(0x42)이다. 

     만약 표시부 의 광량이 494 (또는 49.4)이면 다음과 같이 응답이 옵니다. 

      --> STX+'A'+'0'+'0'+'1'+'0'+'3'+'0'+'0'+'0'+'4'+'9'+'4'+ETX+'6'+'B‘ 

        여기서 광량 정보만 PC에 표시하면 되고, 소수점은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소수점 정보 수신 안됨.)     

5. UV Sensor의 상대적인 반응도 곡선 

그림. 5 Relative Responsivity Curve of UV Sensor 

1) UVA Sensor 2) UVB Sensor 3) UVC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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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이상 발생시 A/S 요청 

  1)  제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입업체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어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내에는 무상 A/S 입니다. 

       단, 고객의 부주의 또는 조작미숙으로 인한 A/S 발생시 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상 A/S 처리됩니다. 

   3) 제품문의 및 온라인 고객지원 : uvsensor@geni-uv.com  (http://www.geni-uv.com) 

7. 주의 사항 

  1)   경고(Warning)  

       표시 부는 안전기기로 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인명사고, 막대한 재산피해,  중대한 주변기기, 손상이  

       우려되는 기기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2 중으로 안전장치를 부착 한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2) 위험(Danger)  

      a. 전기적 충격 – 통전 중에는 AC 단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전기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입력 전원을 점검 시에는 반드시 입력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3) 주의(Caution)  

     a. 표시 부에 AC 전원 연결 시에는 반드시 단자(M3.5, 최대폭 7.2 ㎜)로 접속 하십시오. 

     b. 제니컴에서 지정한 방법 이외로 사용시에는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c. 표시 부의 내부로 먼지, 물, 기름, 배선찌꺼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d. 제품을 개조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e. 단자의 극성 , 용도를 확인 후 정확하게 연결 바랍니다 . 

     f. 유도성 Noise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제품의 배선은 고압선, 전력선, 모터선 등과 분리하여 주십시오. 

     g. 표시 부는 아래의 장소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① 먼지 , 부식성 가스 , 기름 , 습기가 있는 곳. 

       ② 습도가 높고 결빙의 우려가 있는 곳.  

       ③ 태양광 복사열이 있는 곳.  

       ④ 진동 충격이 심한 곳.  

       ⑤ 고도 2,000M 이상.  

       ⑥ 환경등급 2 등급 이하. 

    h. 표시 부의 전원 공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원스위치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i. 표시 부를 Panel에 설치 시 IEC947-1 또는 IEC947-3의 승인된 스위치나 차단기를 사용하십시오. 

    j. 강한 고주파 Noise가 발생하는 기기 ( 고주파 용접기, 고주파 미싱기, 대용량 SCR Controller ) 근처에서는 

       사용을 피하여 주십시오. 

    k. 번개, 낙뢰 시 표시부의 전원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l. 무전기 사용시 표시 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제품을 사용 전에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읽고 정확히 사용해 주십시오.  

    제품의 파손 및 정상동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된 제품의 이상 및 오 동작은 판매업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목적 외에 (주)제니컴의 승인 없이 본 제품을  임의로 분해, 재 조립 할 경우  이상 작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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