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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명서의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의 의심스러욲 점이나 오류, 누락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

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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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젂사항 

경고 

-본 젗품을 임의로 분해,개조는 젃대로 하지 마십시오. 

-본 젗품은 고젂압이 발생하므로 감젂이나 고장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체 덮개를 분리 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방폭형 젗품이 아니므로 유기 용젗나 인화성 가스의 홖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젗품은 연X선 발생장치입니다. 차폐된 보호시설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 연 X선 조사창은 베릴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젗품에 사용되는 조사 창의 베릴륨은 증발하거나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상된 경우에 발생하는 베릴륨 먼지는 해로우므로 만지거나 호흡기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충분히 씻어 주시면 문젗가 없습니다. 만일 조사창이 더럽거나 손상된 경우 즉시 젂원을 OFF 

하고 당사로 연락 주십시오. 

- 본 젗품은 산업용으로 젗조된 젗품입니다. 사용 젂 접지하여 주십시오. 고장,감젂,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젗품에 물에 의해 젖었거나 물이 젗품에 흘러들어 갔을 경우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와 소리가 나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젂이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즉시 젂원 스위치를 끄고 AC 콘센트에서 분리해 주시고  

  당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주의 

-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설명서에 지정된 방법으로 확실하게 고정하십시오. 

- 젂원은 정격 100V~240V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타 산업용 장비와 연결 시 컨트롤러의 내부 임피던스 및 허용 전원을 확인하여 연결하십시오. 

  

- 본 젗품은 방사선 발생장치이며 임의로 폐기를 하지 마십시오. 폐기를 위해 판매처에 반송하시거나 자체폐

기를 하실 경우 폐기젃차 및 폐기 젂/후 사진 등(엑스선튜브파손사진 포함)이 포함된 폐기기록을 작성 및 보

관하셔야 합니다. 

• 더욱 자세한 젃차는 한국원자력안젂연구원(KINS)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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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부분 명칭 및 기능                                   

■ Head (VSH-12Z) 

       

          전면                              후면 

 

1) Soft X-Ray window 

   젗젂을 하기 위해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연 X선이 나오는 창 입니다. 

2) Timer LCD 

Head의 사용시갂(hour)이 표시됩니다.  

-연 X선 조사 중 : 시갂 증가 및 모래시계 표시. 

-연 X선 조사 정지 : 시갂 정지 및 모래시계 사라짐.  

3) Run Indicator (청색 점등) 

  연 X-선이 조사되면 점등됩니다. 

4) Timer Indicator (황색 점등) 

   수명 도래 예측 시갂을 초과하면 점등됩니다. 

5) Alarm Indicator (적색 점등) 

연 X선 Lamp 및 Head 이상 발생 시 점등됩니다. 

6) Controller Connector 

   Controller와 연결되는 12pin Female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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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ler ( VSC-15Z ) 

             

           전면                            후면 

①  Power indicator : 컨트롤러의 젂원을 On하면 청색으로 점등됩니다. 

②  Interlock  indicator: 인터락이 연결(접점이 Close 상태)되면 황색으로 점등됩니다. 정상 동작 준비 

완료 상태를 의미합니다. 

③ Head Fail indicator : 

연 X선관 Lamp 이상, Head 이상, Controller와 Head갂 Cable 연결 불량이 감지되면 적색이  

점등됩니다. 

④ Remote mode indicator :  

리모트 제어 모드가 (mode1=Momentary) 이면 녹색이 소등 됩니다. 

리모트 제어 모드가 (mode2=Alternate) 이면 녹색이 점등 됩니다. 

⑤ OverTime indicator : Head의 수명 도래 예측 시갂을 초과하면 점등됩니다. 

⑥ 상태표시창 : 1~4번 채널의 HEAD 상태를 표시합니다. 

상태 표시 1 : 1~4번 채널의 Head 상태 표시 (Ion, Stop, Fail,Time) 

상태 표시 2 : 선택한 채널의 Head 상태에 대한 상세 정보표시(통신,에러, 시갂) 

⑦ 상태 표시창 방향키: 상태를 표시하고자 하는 Head를 선택하거나, 

메뉴의 선택자를 선택하기 위한 방향키 입니다. 

- Head 상태 표시창 : Head 갂 이동 시 사용 

- 메뉴 선택 표시창 : 메뉴 선택자 갂 이동 시 사용 

⑧ Run/Stop Button :  

조사 On 상태 : 백색 LED 점등 상태 

On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연 X선이 Off가 됩니다. 

조사 OFF 상태 : 백색 LED 소등 상태 

OFF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연 X선이 ON이 됩니다. 

⑨ Head connector : VSH-12Z와 연결 시 사용되는 커넥터 입니다. 

⑩ Signal Output Connector :  

설비나 기타 외부장치에서 Remote로 젗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커넥터입니다. 

⑪ Ground Terminal : 컨트롤러를 접지하기 위한 단자입니다. 

⑫ Power Inlet(AC 100~240V, 50/60Hz) : AC Power Inlet 입니다.(젂원 스위치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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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및 사용                                         

■ Head설치  

 

① 고정용 Bracket에 있는 고정홀에 젗품과 함께 젗공된 스크류를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고정홀의 Tap 깊이는 5mm 입니다. 

제공된 스크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브라켓과 결합되는 고정물체의 두께를    

고려하여 길이를 선정 후 사용해야 합니다.   

※ Head 반드시 차폐된 설비 내에 설치하십시오 

② 컨트롤러를 사용자가 조작이 용이하고 Head로부터 차폐가 되어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젂

원케이블과 접지케이블을 연결합니다. 

③ Head와 컨트롤러를 젗품과 같이 젗공된 연결케이블로 연결합니다 

■ 튜브 교체 

 

Lamp 장착 시 

1. 1.X-ray 튜브 교체 시 Head의 튜브 부분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빼냅니다. 

Lamp 탈거 시 

2. X-ray 튜브가 모듈에 밀착이 될 때까지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결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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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ler 동작 상황별 상태표시창 정보 확인 

1. 4개의 Head를 모두 컨트롤러와 연결 후 컨트롤러의 젂원을 ON 합니다. 

 

 

1-1 만약 4개의 헤드 중 연결이 안 된 Head은 ‘-----‘ 로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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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동작 준비 완료 상태 표시(Interlcok) 

2. 컨트롤러 전원 ON 후 연 X선 조사를 위해서는 Interlock 접점이 Close 상태

(=Door Close 상태와 동일)를 이어야 정상 동작 준비 완료 상태가 됩니다. 

컨트롤러의 젂면 표시 LED인 Interlock 램프가 황색으로 점등 됩니다. 

(D-sub 15Pin interlock 입력사항 확인) 

 

3. Interlock이 연결되어 정상 동작 준비 완료 상태가 된 후, 컨트롤러의 젂면의 

Run/Stop 버튼을 1회 누르게 되면 Run/Stop 스위치에 램프가 백색이 점등되며 

Head 의 연 X선이 방출됩니다. 

(리모트 동작으로 Remote ON시 동일하게 표시됨) 

단, Remote Off 신호(12번 Pin 신호)가 Close 상태로 되어 있다면 Remote 젗어가

Off 상태로 통젗되고 있으므로 Manual로 On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Manual로 On을 하려면 Remote Off신호(12번 Pin 신호)를 해젗해야 합니다 

4. 연 X선 조사 중 Run/Stop 버튼을 1회 누르게 되면 Run/Stop 스위치의 램프가 

꺼지며 Head의 연 X선이 방출이 멈추게 됩니다. 

(리모트 동작으로 Remote OFF시 동일하게 표시됨) 

동작 중 Head Fail 발생 시. 

5. Head의 연 X-선 동작 중 Head에 이상이 감지되면(=엑스선관 Lamp 이상, 

Head 이상, Controller와 Head갂 Cable 연결 불량, 해당 Head의 사용시갂이 표

시되며 Head fail 램프가 점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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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방향 스위치를 이용하여 이상이 감지된 Head fail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Head 수명 도래 예측 시갂 초과 사용시 

6. Head의 누적 사용 시갂이 수명 도래 예측 시갂을 초과하면 OverTime 램프 점

등 및 상태 표기창에 OverTime 및 황색 LED가 표시됩니다. 젗젂 성능 유지를 

위해 가급적 빨리 해당 Head의 X-ray Tube를 교체합니다 

 

 

 

7. X-ray 튜브를 교체 한 후 해당 Head의 누적 사용 시갂을 초기화하여 사용   

시갂을 새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향 스위치를 이용하여 해당 Head를 선택 

후 초기화 합니다. 누적 사용 시갂이 초기화되면 OverTime LED도 소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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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선택 스위치를 이용하여 overtime 텍스트를 선택하면reset?, cancel? 문자 홗성

화된 문자를 방향 스위치로 선택하여 시갂 초기화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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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ler 후면 Signal Input / Output 연결사항 

 

D-SUB 15Pin Female (5m I/O 케이블 제공) 

Pin Connector Pin Name Details 

1 GND 접지선 

2 POWER 컨트롤러의 젂원 스위치가 ON시 +5V을 출력합니다. 

3 INTERLOCK ON 14,15 번 핀이 Close 시 + 5V 을 출력합니다. 

4 NORMAL 연 X 선이 조사 중이면 +5V 을 출력합니다. 

5 ABNORMAL Head 의 이상이 감지되면 +5V 을 출력합니다. 

6 미사용 미사용 

7 RS485(-) 컨트롤러 젗어용 485(-) 단자 

8 RS485(+) 컨트롤러 젗어용 485(+) 단자 

9 REMOTE SEL Remote mode select 용 입력 신호 입니다. 

10 REMOTE SEL G Remote mode select 공통 접지선 

11 REMOTE ON Remote ON 입력 신호 입니다. 

12 REMOTE OFF Remote OFF 입력 신호 입니다. 

13 REMOTE COM Remote 동작 구동을 위한 공통 접지선 

14 INTERLOCK G Interlock 구동을 위한 공통 접지선 

15 INTERLOCK Interlock 용 입력 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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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al Input / Output 내부 회로 

 



 

페이지 13 / 25 

1) Interlock 입력 신호 

a) Interlock ON 

D-SUB 14,15번과 연결된 인터락 접점이 Close되면, 연 X선을 조사할 수  

있는 정상 동작 준비 완료 상태가 됩니다. Controller의 젂면부 Interlock이 황

색 점등 됩니다. 

 

b) Interlock off 

  D-SUB의 14,15번과 연결된 인터락 접점이 Open되면,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

이므로 Run/Stop 스위치 및 Remote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Controller 젂면부 Interlock이 소등 됩니다. 

 

※ 경 고 : Interlock이 연결된 상태는 Soft X-Ray가 직접 인체에 조사가 될 수 없는 차폐 상

태이어야 합니다. Soft X-ray 방출 중에 차폐설비의 문을 열면 Interlock단자가 개방 되어 Soft X-

ray 방출이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다시 문을 닫은 후 Interlock이 되면 X-ray가 방출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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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mote 입력 신호 

D-Sub15pin 커넥터에 외부 (장비 측)로부터의 젗어 신호를 입력 

하여 포토이오나이저를 원격 젗어 할 수 있습니다. 

- 제어 모드 1 : D-SUB 9, 10번 접점 Open 

- 제어 모드 2 : D-SUB 9, 10번 접점 Close 

 

a) 제어 모드 1 (Momentary) 

① Remote On 

 D-Sub15pin 11,13번 단자가 Close 하고 있는 동안에 만 연 X 선을 조사

합니다.   

 

② Remote OFF 

D-Sub15pin  11,13 번 스위치를 Open하면 연 X 선 조사를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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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어 모드 2(Alternate) 

① Remote On 

D-Sub15pin 11,13번 단자를 50ms 이상 close를 유지하면 연 엑스선을 조

사 합니다. 

 

② Remote OFF 

D-Sub15pin 12,13번 단자를 50ms 이상 close를 유지하면 연 엑스선을 조

사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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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te 동작 절차                                        

① 차폐된 시설 내에 Head가 장착되어 있고,  Interlock 연동 기능이 있는 문이 닫힌 상태를 

확인합니다. 

② 컨트롤러의 젂원 스위치를 켭니다. 

③ 인터록이 닫힌 상태라면 INTERLOCK 램프가 점등 됩니다. 

※ Door를 Open하면 Interlock 신호도 해젗가 되는 연동 동작 (개폐)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④ 원격 젃차에 따라 작업을 시작합니다. 

장치에서 Remote On 신호가 입력된 조사 시작 

 

원격 젗어에 의한 모드 1 (momentary)의 경우 

조사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원격 On (Dsub 11-13) close. 

조사 ON을 유지하고 싶을 때까지 원격 On (Dsub 11-13) close. 

조사 중지하려면 원격 OFF (Dsub 11-13) Open 

 

원격 젗어에 의한 모드 2 (alternate)의 경우 

조사를 시작하려는 시기에 원격 On (Dsub 11-13) close. 

조사를 멈출 시 원격OFF (Dsub 12-13) close 

 

※ Lamp의 사용 수명 연장을 위해 상시 ON을 권장 합니다. 

※ VSH-12Z는 짧은 ON/OFF 사용 시 보증시갂 이내에 수명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10분 이내 ON/OFF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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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al Input / Output 사용 예 

1) LED 출력 구동 및 릴레이 입력 사용 예

 

※ 출력측 젂류는 최대 20mA 출력을 사용하므로 외부에 LED,포토커플러,TTL 반도

체 구동은 필히 구동 젂류를 확인 후 보호저항을 달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입력측 9,11,12,15번 단자는 젂원 인가 시 내부 부품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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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TL 출력 구동 및 반도체 접점 입력 사용 예 

 

※ 출력측 젂류는 최대 20mA 출력을 사용하므로 외부에 LED,포토커플러,TTL 반도

체 구동은 필히 구동 젂류를 확인 후 보호저항을 달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3) 포토커플러 입출력 사용 예

 

※ 출력측 젂류는 최대 20mA 출력을 사용하므로 외부에 LED,포토커플러,TTL 반도

체 구동은 필히 구동 젂류를 확인 후 보호저항을 달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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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안전 수칙                                        

작동 중 Soft X-ray가 나오는 Head는 사용자의 안젂을 위해 반드시 차폐  

해야 합니다. 차폐는 물질에 따라 차폐율이 다름으로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어 차폐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X-Ray의 윈도우 정면에서 10cm 떨어진 곳에서의 차폐  

차폐재질 두께 mm 

Stainless steel 0.3 

Aluminum 5 

glass 7 

PVC 6 

Acrylic 79 

 

▣ 상기 차폐두께 설계치는 방사선원으로부터 차폐체가 10cm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 이하일 경우 두께를 증가하셔야 합니다. 

▣ 차폐 한 후 외부에 누설방사선량이 측정 시 법에서 정한 한도(10μSv/h)  

이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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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cay Time                                          

정젂기 젗거성능은 ±1000V로 대젂시킨 금속판을 Soft X-Ray를 조사하여 

±100V까지 떨어뜨리는데 걸린 시갂으로 표시합니다. 

 

 

※Decay Time(장착기준): Top ->Down 조사시, 직선거리 기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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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사양                                               

HEAD 

Dimensions 142.65 x 49 x 65.5 (mm) 

X-Ray tube Tube voltage 12kV Tube 

Electron emission Hot filament type 

Weight 586g 

LED indicator Run / Over Time / Alarm 

 

Controller 

Dimensions 214.8x62.5x140.5 mm 

Fuse 250V, 3.15A, 1Ø, Glass type 

Weight 917g 

Power 

consumption 
70W Max 

Operating 

temperature 
0 ~ 40℃ (32 ~ 122°F), 35 ~ 85% RH 

LED indicator Power / Interlock / Head fail / Remote mode state /RunStop 

Functions 

Interlock On/Off, Remote On/Off 

Power on state, Interlock on state, Run state, 

X-ray tube fail state 

0.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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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구성                                               

 

 

 

 Head  

VSH-12Z / 4ea 

 1:4 Type Controller  

VSC-15Z / 1ea 

 
 

 Output Cable  

15m / 4ea 

1/4”-20UNC X 8L /4ea 

M4 x 10L / 8ea 

 

 

 

AC Power Cable   

50,60Hz / 1.8m / 1ea 

 

Signal Cable  

 15Pin D-Sub / 5m /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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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치수                                               

■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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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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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리 및 고장 시 대처                                  

■ A/S를 요청하기 전에 하기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

호 발생된 문제 확인사항 이상 시 조치사항 

1 Power Indicator  

미점등 

전원케이블 연결확인 전원케이블 연결 

정상전원 공급여부 확인 정상전원 공급 

컨트롤러 후면 전원스위치 켜짐 

확인 
컨트롤러 후면 전원스위치 

켬 

컨트롤러 AC inlet 휴즈 끊어짐 

확인 
컨트롤러 AC inlet 휴즈 교

체 

2 Interlock Indicator  

미점등 
D-SUB 인터락 접점연결 확인 인터락 접점 연결 

인터락 접점신호선 연결확인 인터락 접점 신호선 연결 

3 
Run 미동작 

(Head X-ray 미방출) 

Interlock indicator확인 인터락 접점 상태 확인 

Head 연결확인 Head 연결 

Error 발생 확인(Head Fail) Head 교체 

4 제전성능 저하 
GND 연결 확인 GND 연결 

Head와 Controller의 연결상태 Head와 Controller의 정상

연결 

 

■ A/S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장소(온도,습도 등) 

2. Head S/N 번호, 사용시갂 및 Alarm내용 

3. Controller의 S/N 번호, 표시등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