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접촉식체온계
(비대면 자동감지 적외선 체온계)

스탠드형 본체 탁상형

제품이미지

제품 특성 및 고객 Special Benefit

심플하고컴팩트한 Design
약국 출입구, 투약구 옆 자투리 공간 활용 (공간 활용 극대화)

관계사특가상품 Special 혜택

전국망을활용한빠른 A/S 무상품질보증기간 2년 (안정성보장)

키에관계없이누구나쉽게 2초이내, 빠르고정확한체온측정
(주변온도 자동보정 기능이 있는 국내산 체온측정 센서 탑재)

높은거치대활용도, 자유로운높낮이조절, 체온계각도조절가능
(야외 캠핑 및 가정내 빔 프로젝트, 디지털 카메라의 스탠드로 활용)



제품주요 POINT

거리센서
거리센서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빠른 측정 가능

디스플레이
보기 편한 직관적인

디스플레이

온도센서
믿을 수있는

국내산 적외선 온도센서

온도 34.0℃ 미만일 경우 “LO”

표시와 함께 부저,
온도 42.0℃ 초과시 “HI”

표시와 함께 부저

비접촉식 측정
감염으로 부터

안전한 비접촉식 측정

어댑터 상시전원
어댑터 사용으로

안정적인 상시 전원

2초이내 측정
국내산 센서 사용으로

1~2초 이내 빠른 측정

온도 37.5℃ 초과시 “HI”

표시와 함께 부저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전주의사항
- 전원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충격에 파손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십시오.

- 주위온도 17 ℃ ~ 39 ℃ 와습도46 %R.H.~ 80 %R.H. 내에서 사용하여주십시오.

- 주위온도와 습도를 고려하여사용하고, 먼지나인화성 물질에서 멀리보관하십시오.

- 측정에 간섭을 줄 수 있는 화기로부터 적정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제품수령 후제품을 꺼내실온 (17 ℃ ~ 39 ℃) 에서 보관하신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특징
- 의료기기 인증 피부적외선 체온계

- 비접촉식 체온 측정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
- 근접센서를 이용 비대면 자동 감지가능 체온계
- 상시 전원

- 콤팩트한 사이즈
- 간단하고 쉬운 사용법
-브라켓을 이용하여 태블릿PC 거치가능

치수 : 90 mm (W) x 80 mm (D) X 150 mm (H)

중량 : 약 435g

사양

모델명

구성

기능

중량
사이즈
전원

측정범위
재질

원산지

판매사

RZBP-101

피부 적외선 체온계 본체 /
브라켓 / 사용자 매뉴얼 / 의료용 아답터
체온측정

약 435g 내외(본체)
90 mm (W) x 80 mm (D) X 150 mm (H)
220 V~, 60 Hz, 70VA

34.0 ℃ ~ 42.0 ℃
ABS 외

대한민국

㈜리쥼

사용방법
1) 제품의 전원을 연결 합니다.

2) 체온계의 위치를 알맞게 조절하고 센서부에 측정 부위를 가까이합니다.(2~5cm)

3) 측정 음과 함께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뒤 LCD 화면에서 측정값을 확인합니다.



안시미외형설명

온도센서

거리센서

온도측정
디스플레이



안시미특장점

의료기기인증
비접촉식체온측정

상시전원
간단하고쉬운사용법스탠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