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ALCOSCAN AL9010 은 산업현장(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및 선박업 등)에서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로,
전기화학식 알코올 전용센서가 내장되어 근로자의 음주측정 결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그 측정결과가 저장되어 안전관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문가용 음주측정기
제품입니다.

SPECIFICATIONS
1.

측정결과 표시 범위: 0.000%BAC ~ 0.400%BAC (측정결과 소수점 3자리 표시)

2.

센서방식: 전기화학식 센서(Fuel Cell sensor)

3.

측정결과 500회 저장

4.

부저 신호음: 측정결과에 따라 3단계 부저 신호음 출력

5.

정확도(오차범위): ±0.005%BAC (표준습식 또는 표준건식 알코올 0.100%BAC 측정 시)

6.

전원: 1.5V “AAA” 알카라인 건전지 2개

7.

배터리 용량: 연속사용 시 200회 측정 (Low battery 알림 기능)

8.

자동 전원 Off 기능: 측정 준비 완료 후 1분 내 측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전원 Off

9.

마우스피스: 전용 마우스피스 사용 (MP6000)

10. 호흡시료 강제 채취 기능: 호흡 시료가 부족한 피 측정자로부터 강제 샘플 채취, 분석 및 결과표시 가능
11. 무게: 100g (알카라인 건전지 포함)
12. 제품크기(단위mm): 116(세로) X 50(가로) X 20(두께)
13. 사용온도: 10℃ ~ 40℃
14. 보관온도: 0℃ ~ 50℃
15. 교정 주기: 1,000회 측정 후 또는 6개월 사용 후 재 교정
16. 제품인증현황: CE, Medical CE
17. 컴퓨터 연결 기능: Soft ware (Max30) & USB 연결하여 측정 시 측정결과 컴퓨터 저장 가능

제 품 명 칭

1/2
Revised Jan 02, 2012

제 품 구 성 (기본 구성 품)
AL9010 본체 (1대) /
파우치 (1개)

※

전용 마우스피스 MP6000 (50개)

/ 사용자 설명서 (1개) /

/

AAA 알카라인 건전지 (2개) /

전용 프로그램 MAX30 설치 CD (1개) /

손잡이 끈 Hand strap (1개)

PC 연결 USB 케이블 (1개)

제 품 구 성 (option 구성 품)

휴대용 프린터 세트 (프린터 1개 / 프린터 및 AL9010 연결 케이블 1개 / AA 알카라인 건전지 4개 /
PC 연결 케이블(시간설정 용) 1개 / 어댑터(DC7.5V – 2.0A) 1개)

컴퓨터 연결

전기화학식 센서 및 마우스피스

전기화학식 센서(Fuel Cell Sensor)

전용 마우스피스 MP6000

제 품 사 용 법

프린터 연결

제 품 문 의
주식회사 센텍코리아
우편번호: 10880
주소: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5번길 21-6
TEL: 031-8071-4400
FAX: 031-8071-4411
홈페이지: www.sentechkorea.com
쇼핑몰: www.sentechkorea.co.kr
E-mail: sentech@sentechkorea.com

2/2

Revised Jan 02,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