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네레이터 본체
- 콘트롤러 장비
- 센터링 디바이스
- Low 케이블 -20m(6.0kg)
- 전원 케이블 -10m(1.7kg)
- 가방
- 20m 케이블과 경고등

- 100% Duty Cycles 를 자랑한다.
- 관전압의 범위가 넓다.
- 1.0kV 단위로 관전압 조절이 가능하다.
- 관전류의 조절이 가능하다.(0.1mA ~ 6mA)
- 연속사용이 가능하다.
- 무게가 가벼워 작업이 용이하다.
- 최대 40분 이상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
- 모델 종류에 관계없이 제네레이터와 콘트롤러의 호환이 가능하다.
- 초경량 휴대용 X-ray 장비
- 수명이 긴 X-ray 튜브
- 견고하고 효율성 높은 냉각 방식
- 파노라믹 모델은 rod anode 형태로 Focal Spot이 외부에 위치하여 효율이 높음.
- SITE-X 시리즈는 특별한 성능과 신뢰도가 높은 X-선 장비임

SITE-X 제품 특징

제품 구성

RT Radiography Testing

방사선 발생기 IC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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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286 컨트롤러 SITE-X 360SITE-X 300SITE-X 250



SCU-286 컨트롤러 제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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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투과 검사용 제품

FEATURES UNITS C2007 D2008 C2505 D2506 C3005 D3006 C3605 D3605

출력관전압 범위 Output voltage range kV 70 to 200 70 to 200 70 to 250 70 to 250 90 to 300 90 to 300 120 to 360 120 to 360

출력 전압 변동 단위 Output voltage selection step kV 1 1 1 1 1 1 1 1

관전류 범위 Tube current range mA 1 to 7 1 to 8 1 to 5 1 to 6 1 to 5 1 to 6 1 to 5 1 to 5

관전류 변동 단위 Tube current selection step mA 0.1 0.1 0.1 0.1 0.1 0.1 0.1 0.1

X-Ray 조사각도 Maximum useful angle of X-ray beam (。。) 360x(2x20) 60x40 360x(2x20) 60x40 360x(2x20) 60x40 360x(2x20) 60x40

초첨 크기 Dimensions of optical focal spot mm Ø5 x 0.8 2.5 x 2.5 Ø5 x 0.8 2.5 x 2.5 Ø5 x 0.8 2.5 x 2.5 Ø6 x 1 2.6 x 2.6

고유여과 필터 Inherent filtration mm 2.5 (Al)+0.4(Ni) 2.5 (Al)+0.4(Ni) 2.5 (Al)+0.4(Ni) 2.5 (Al)+0.4(Ni) 2.5 (Al)+0.4(Ni) 2.5 (Al)+0.4(Ni) 2.5 (Al)+0.4(Ni) 2.5 (Al)+0.4(Ni)

Carrousel of internal diaphragms with lead
cap

- no yes (4+1) no yes (4+1) no yes (4+1) no yes (4+1)

듀티 싸이클 Working cycle at 40。 ℃ ambient temp.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동 온도 범위 Operating temperature range ℃ -25 to +70 -25 to +70 -25 to +70 -25 to +70 -25 to +70 -25 to +70 -25 to +70 -25 to +70

보관 온도 범위 Storage temperature range ℃ -40 to +80 -40 to +80 -40 to +80 -40 to +80 -40 to +80 -40 to +80 -40 to +80 -40 to +80

SF6 insulation pressure at 20。 ℃ kg/cmⓒ~ 5.0 5.0 5.0 5.0 5.0 5.0 5.0 5.0

Cooling fan supply voltage VDC 24 24 24 24 24 24 24 24

Weatherproof level - IP65 IP65 IP65 IP65 IP65 IP65 IP65 IP65

최대 투과두께
Penetration into steel at max. power
(FFD=700mm/Film D7pb/D=1.5/T=20 min)

mm Fe 36 41 48 54 62 70 73 82

Guard ring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Position of interconnection socket choice Axial/Radial Axial/Radial Axial/Radial Axial/Radial Axial/Radial Axial/Radial Axial/Radial Axial/Radial

Number of telescopic centring device
(FFD=700mm)

- 3 1 3 1 3 1 3 1

최대누설선량 (1m) Maximum leakage dose at 1 m mSv/h 2.5 2.5 10 10 10 10 10 10

Micro controller HT measurement circuit 
(kV and mA)

-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X-Ray Generator크
기

Overall dimensions mm Ø346 x 771 Ø346 x 771 Ø346 x 771 Ø346 x 771 Ø346 x 831 Ø346 x 831 Ø400 x 930 Ø400 x 930

무게 Total weight without guard rings kg 27 27 27 27 29 30 46 46

Specification

80286 인텔 프로세서를 갖춘 공업용 PC 보드를 
기초로하여 고안된 SITE-X Standard Controller Unit 
은 작은 배치에서 생산된 공업용 장비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정도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이것의 트랜 시터 
파워 서킷은 조작자가 실직적으로 네트워크의 특징에 
대한 인식이 없다거나 연결된 발생장치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부류의 모든 제네레이터와 
마찬가지로 SCU-286은 IP65 Weatherproof 를 
보증한다. 영하 25도에서 영상 55도까지의 기온에서 
SCU-286은 만족스런 작업을 할 수 있다.

- 가볍고 인체공학적이고 견고함.
- 조작이 간편한 판넬구성
- 반사차단 스크린으로 밝은 표시판
- 압력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 조사를 보장.
- 정확한 방사선 파라메타를 위한 제네레이터에 인가되는 전압을  
  직접 측정하는 시스템(이자료에 기초하여 KV 및 mA는 0.5%
  까지 안정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