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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UVA & UVB 를 측정하여 자외선 방사율을 측정하며, 측정범위는 0~1.999mW/㎝² 

와 0~19.99mW/㎝² 두 가지 이고, 센서 스펙트럼은 290~390nm 입니다.  

경량으로 조작이 간편하며, Hard Case를 포함하여, 측정시 운반과 보관이 용이합

니다.  

센서와 본체가 분리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측정이 가능하며, 대형 

LCD로 화면확인이 용이합니다.  

전력효율을 높여서 장시간 배터리 교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적용분야 
 

생산현장의 용접공정에서 발생하는 UV 강도 측정, 자외선 살균기의 UV 강도확인, 

광화학합성 작업, 사진인화작업, 그래픽작업, 잉크제조과정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실험실에선 대기 자외선량 측정, 바이러스 및 미생물유전학 연구, DNA 분

석, 생화학 실험 등으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일반적인 자외선 측정용도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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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양 
 

화면 21.5 mm 높이의 LCD(최대 4자리) 

Range 1: 2 mW/㎠ - 1.999 mW/㎠ × 0.001 mW/㎠ 
측정범위 

Range 2: 20 mW/㎠ - 19.99 mW/㎠ × 0.01 mW/㎠ 

정밀도 ±(4%F.S.+ 2dgt)  

센서 스펙트럼 Band pass 290 ~ 390 nm 

센서 구조 UV photo diode & UV color correction filter 

Sampling time 약 0.4초 

Over range  1 표시 

사용환경 0 ~ 50 ℃, 80% RH 

전원 DC 9V, 소비전력-약 DC 3 mA 

크기 

Meter: 200  x 68 x 30 mm 

Sensor head: 68 x 60 x 27 mm 

Sensor handle: 98 x 20(dia) mm 

중량 300g(배터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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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기 외관 

 

그림1. 

 

4-1 화면     4-2 전원 ON 버튼 

4-3 전원 OFF 버튼    4-4 HOLD 버튼 

4-5 범위설정 버튼(2 mW/㎝² )  4-6 범위설정 버튼(20 mW/㎝² ) 

4-7 전극 입력 소켓    4-8 Zero 교정 VR 

4-9 배터리 공간 및 덮개   4-10 탁상용 스탠드 

4-11 UV 전극용 손잡이    4-12 UV 전극 센서 

4-13 전극 연결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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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V 측정 
 

1. 전극 연결 플러그 (4-13, 그림1) 을 전극 입력 소켓 (4-7, 그림1) 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2. 전원 ON 버튼 (4-2, 그림1) 을 눌러 전원을 켜 주십시오.  

3. 측정범위를 설정하여 주십시오.  

i. 낮은 측정범위라면, “2 mW/㎝²“ (4-5, 그림1) 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ii. 넓은 측정범위라면, “20 mW/㎝²“ (4-6, 그림1) 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4. UV 전극용 손잡이 (4-11, 그림1) 를 잡고, UV 측정하려는 곳에 
마주보도록 UV 전극 센서 (4-12, 그림1) 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화면 

(4-1, 그림1) 을 확인하면, 현재 UV 값이 나타납니다.  

5. 측정 중에 HOLD 버튼 (4-4, 그림1) 을 누르면, 현재 측정값이 화면에 
고정되게 됩니다. 화면에는 “HOLD” 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Data Hold 

상태를 끝내려면, HOLD 버튼 (4-4, 그림1) 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십시오. 

화면에 나타나던 “HOLD” 라는 표시가 없어지고 Data Hold 가 

종료됩니다.  

6. 측정이 종료되면, 전원 OFF 버튼 (4-3, 그림1) 을 눌러 전원을 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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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정시 주의사항  
 

 “20 mW/㎝²“ 측정범위는 1.999 mW/㎝² 이상의 UV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2 mW/㎝² 보다 낮은 범위의 측정을 진행하려면, 

“Range 1”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UV 센서 는 극도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용한 후에 습도가 없는 건조한 곳
에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포장하여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 등의 작은 이물질들은 UV 측정에 치명적인 오류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때만 대기중에 노출하여 주십시오. 이 같은 방법

이 UV 센서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반면 UV 센서는 빠른 교정시간으

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Zero 교정 은 환경온도의 변화, 배터리 교환, 계기를 사용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센서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의 화면에 Zero 값이 

제대로 맞지 않을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a. 측정범위를 “2 mW/㎝²“ (4-5, 그림1)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b. UV 센서의 연결플러그를 빼고, 적절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Zero 교정 
VR (4-8, 그림1) 을 화면에 Zero 값이 나타나도록 맞춰주십시오.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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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attery Replacement (배터리 교체) 

1. YK-34UV 는 LCD 화면의 왼쪽 상단부에 “ ” 표시를 만들어 배터리 

교체시기를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이 표시가 나온다고, 바로 
YK-34UV 의 전원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후에도 약 3시간 정도의 
측정작업이 가능합니다.  

2. 배터리 교체를 위해선 계측기 뒤쪽의 배터리 덮개(4-9, 그림1) 를 열어 
주십시오. 

3. 기존의 배터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배터리를 적절하게 끼워주십시오.  

4. 배터리 덮개(4-9, 그림1) 를 닫아 주십시오. 



 

 

` 모델 YK - 34UV 

휴대용 자외선 측정계 
Portable UV Light Meter  

 

 

 

 

한글 3판 : 2004년 2월 2일 

  

발행 : 세창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 

 

본 취급설명서에 있는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취급설명서의 내용은 세창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진, 복사 또는 녹화를 포함한 전

자, 기계 및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생산 및 전송이 금지 

되어있습니다. 

(우) 152-76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35-2 에이스하이엔드 타워 

1303호 세창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 

TEL : 02-6220-7200 (대표), FAX : 02-6220-7250 (대표) 

 

천리안ID : 세창 

e-mail : sechang@sechang.com 

Internet Website : http://www.sech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