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 ALCOSCAN AL1102 는 산업현장(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및 선박업 등)에서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로,
유량체크형 반도체식 알코올 전용센서가 내장되어 근로자의 음주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호흡 알코올 감지 장치 입니다.

SPECIFICATIONS
1.

측정결과 표시 범위: 측정결과에 따라 3단계 LED 점등 및 부저 신호음
Zero (녹색 LED 점등):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음
Low (오렌지색 LED 점등): 혈중알코올농도가 소량 측정된 상태
High (적색 LED 점등):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량 측정된 상태

2.

센서방식: 유량체크형 반도체식 알코올 전용 센서(Semi conductor alcohol sensor)

3.

최초 준비 시간: 5분 이내 (재 측정을 위한 별도 조작 없이 연속 사용 가능)

4.

1분간 최대 측정 회수: 최대 12회 이상

5.

정상작동 온도 범위: -10℃ ~ 40℃

6.

시료채취 및 감지율: 입으로부터 5cm 거리에서 95% 이상 호흡 시료 채취 및 분석

7.

정확도(오차범위): ±0.01%BAC (표준 습식 알코올 농도 0.03%BAC 측정 시)

8.

마우스피스: 사용하지 않음

9.

전원: AL1102 전용 충전용 배터리 팩 사용 (과충전 및 과방전 차단 프로그램 내장)

10. 충전용 배터리 팩 용량: 6시간 이내 완전 충전 후 4시간 이상 연속 사용 가능
11. 무게: 183g (충전용 배터리 팩 포함)
12. 몸체: 방습, 방열 및 정전기 방지 합성수지
13. 제품크기(단위mm): 150(세로) X 75(가로) X 24(두께)
14. 교정 주기: 최소 6개월 마다
15. 제품인증현황: CE
제 품 구 성
AL1102 본체 1대
충전용 배터리 팩 1개 (제품 내장)
별도

충전용 어댑터 1개
운반용 하드케이스 1개
제품사용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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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칭

호기채취부
측정결과 오렌지색(LOW) 표시 램프

(유량체크형 알코올 전용 센서 내장)

다기능 표시 램프
측정결과 녹색(ZERO) 표시 램프
측정결과 적색(HIGH) 표시 램프
POWER ON 시 : 오렌지색 램프
초기 안정화 시 : 오렌지색 램프

전원버튼 Power ON

측정 준비 완료 시 : 녹색 램프 점멸
Low battery 알림 시 : 적색 램프
충전 시 : 오렌지색 램프
충전 완료 시 : 녹색 램프 점멸
충전부 (충전용 어댑터 DC잭 연결)

제 품 사 용 법
1. 전원 켬

D

음주감지기의 Power스위치(F)를 눌러 전원을 켬
2. 초기 안정화

A

D
A

B
C

F

E

전원을 켜면 LED(A)가 오렌지색으로 약 30초(최대 5분) 정도

B
C

점등 되면서 초기 안정화 과정을 거침
3. 측정 준비 (Ready)

D
A

B
C

F

E

F

LED(A)가 녹색으로 깜박이면서 측정 준비가 완료 됨
4. 호흡 시료 채취, 분석 및 측정결과 표시
피 측정자가 알코올 전용 센서가 장착된 감지부(D)로부터
약 5cm 거리에서 감지부를 향하여 불게 되면 “삑” 소리와 함께

E

시료 채취가 완료 되며 분석 및 측정결과를 표시 함
5. 재 측정
시료 채취를 분석하여 측정결과를 표시 후 다시 LED(A)가 녹색으로 깜박이면서 측정 준비 상태로 됨
6. 제품 충전
배터리가 소모되면 LED(A)가 적색으로 점등되고 이때부터는 기기의 모든 작동이 중단됨으로 충전용
어댑터를 충전잭(E)에 꽂아 충전하여야 함 (충전이 완료되면 LED(A)가 녹색으로 깜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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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1. 제품의 보관
반도체식 알코올 전용 센서는 실리콘, 고무, 휘발성 물질 및 염소계열에 노출될 경우 센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의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2. 제품의 관리
본 음주감지기는 피 측정자의 신체적 접촉 없이 단순한 호흡만으로 음주 유무를 분석하는 기기 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용 후 호기 채취 부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젖은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알코올 전용 센서가 내장된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품 문 의
우편번호: 413-83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63-23
TEL: 031-8071-4400
FAX: 031-8071-4411
홈페이지: www.sentechkorea.com

/ 쇼핑몰: www.sentechkorea.co.kr

E-mail: sentech@sentech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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