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설명서
UV RADIOMETER 7.0

1. 특징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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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 : Genicom Portable Radiometer7.0은 센서-표시부 일체형 측정기로 자외선 램프 모니터링, 
UV Index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기 이다.

구 분 TOTAL UV(UVA+B) UVC UV INDEX

제품 명 GUVV-T10S7-L GUVC-T10S7-L GUVI-T11S7-L

측정 광량범위 0~100.0 ㎽/㎠ 0~50.0 UVI

감지 파장범위 230~400㎚ 220~280㎚ 220~320㎚감지 파장범위 230~400㎚ 220~280㎚ 220~320㎚

교정점 352 ㎚ 254 ㎚ 306 ㎚

최소광량범위 0.1㎽/㎠ 0.1 UVI

감지 속도 3회 / 초당

표시부 4자리 디지털 LCD

표시부 크기 17 x 44 ㎜

동작온도 0~60℃

동작 습도 RH 10~85%

정확도 ±10% (NIST Traceable)

제품 크기 70 x 135 x 25 ㎜

무게 100g (배터리 미포함)

전원 DC 9V 건전지

2. 외부 명칭

시

수광부

전원 버튼 (누르는 동안 동작)

LCD 표시부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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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UV Radiometer 7.0

단위 (㎜)



3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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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방법
- 수광부가 광원을 수직으로 향하도록 조절한 뒤 전원 버튼을 눌러 광량 값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동작 전압은 9V 이며 6.5V 이하로 떨어지면 LCD창이 흐리게 표시 됩니다. 이는 배터리 교체시기를

의미하므로 배터리를 교체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광부
90˚

태양광

그림2 2 UV I d 측정그림2 1 광량 측정 방법

수광부

그림2.2 UV Index 측정

4.상대 반응도 곡선

그림2.1 광량 측정 방법

5. 주의사항

GUVC-T10S7-LGUVV-T10S7-L GUVI-T11S7-L

주의사항
- UV 램프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 램프를 모니터링 할 때에는 최소 5분이 지나 광량이 안정된 후 측정하십시오.
- 제품을 고온, 다습하거나 진동이 있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었을 땐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 수광부에 오일이나 먼지 등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6. 제품 보증 기간
제 에 이상이 발생한 경 입업체나 사 연락하시어 / 받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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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입업체나 Genicom 본사로 연락하시어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품 보증 기간은 구입 후 1년내에는 무상 A/S입니다. 단, 고객의 부주의 또는 조작미숙으로 인한 A/S 

발생시 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상 A/S 처리됩니다.
- 제품문의 및 온라인 고객지원 : uvsensor@geni-uv.com (http://www.geni-uv.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