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veMon RF-8

하네스, 벨트 및 암 홀더

노출 연구용 데이터로거
특정시점 및 평균 값

200 시간 지속되는
탈착식 충전 배터리

GPS 및 고도계(옵션)

RMS 응답
전기장 및 자기장 전 방향성 센서

기준에 대한 노출 % 값

On/Off 상태 버튼

높은 강도의 소리 및 진동 경보

USB 및 삼각대 커넥터

개인적인 EMF

모니터링

과다노출 경고 알람
소리, 시각적, 진동 알람

ICNIRP,2013/35/EU, FCC, SC6
전문적/구체적반응

데이터 저장, 특정시점 & 평균 값
EMF 노출계측기

전 방향성 RMS
전기장및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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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Mon 응용

기술 사양
Optional accredited calibration

Isotropic, RMS diode technology

인터페이스 1 button on/off, status and low battery LED

알람 설정 2 limits adjustable by user

낙하 감지 Yes

데이터 로거 > 1 000 000 events

저장 주기 1 second to 60 minutes (adjustable by user)

배터리 2 x AA NiMH battery rechargeable by USB

LF 내성 (50 - 60 Hz) > 30 kV/m

크기 174 x 42.5 x 33 mm (6.8 x 1.7 x 1.3 ’’)

E-field H-field

선형성 ±0.5 dB (2% - 200%) ±1 dB (5% - 200%)

Directiva Europea 2013/35 ±3.5 dB

3 MHz - 1 GHz

WaveMon RF-8 FCC FCC 3 MHz - 8 GHz ±1 dB (3 MHz - 400 MHz)

±3.5 dB ±2 dB (400 MHz - 850 MHz)

+0 dB/-4 dB (500 MHz - 1 GHz)

주파수 범위 및 응답

응답 유형 E-field H-field

WaveMon RF-8 ICN

WaveMon RF-8 EUD

ICNIRP
300 kHz - 8 GHz

25 MHz - 1 GHz

±1 dB (30 MHz - 700 MHz)

+0 dB/-2.5 dB (700 MHz - 850 MHz)

+0 dB/-5 dB (850 MHz - 1 GHz)

WaveMon RF-8 SC6 Safety Code 6
10 MHz - 8 GHz

±3.5 dB

25 MHz - 1GHz

±2 dB (30 MHz - 800 MHz)

+0 dB/-5 dB (800 MHz - 1 GHz)

이 문서의 제품 사양 및 설명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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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안전 통신 에너지 철도 의료

실험실 항공 산업 방위

센서 타입

응답

표시 장치

연결

자율성

위치

평균 주기

보호

작동 온도

무게

동적 범위

전 방향성 편차

Shaped (ICNIRP 1998, Directive 2013/35/EU, FCC and Safety Code 6)

6 LEDs + Audio + Vibration

Waterproof USB (for downloading data and recharging)

> 1 month (at 8 h/day, 5 days/week)

GPS and Altimeter

1 second to 60 minutes (adjustable by user)

IP 54

-20 / +50 ºC (-4 / +122 ºF)

190 g (6.7 oz.)

1 - 300 %

±1 dB @ 1GHz

2 - 300 %

±1 dB @ 400 MH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