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NT-7000
HUVITZ TONOMETER

SPECIFICATIONS

타입 Non contact type

측정범위 0 to 60mmHg

Measuring increment 1mmHg

작동거리 11mm from the front of nozzle

정렬모드 Full auto (R/L Shift, Alignment, Focusing, Puffing)

Semi auto (Alignment, Focusing, Puffing)

Manual

인터페이스 RS232C

절전기능 Available

디스플레이 5.7-inch Color TFT LCD (0~90°Tiltable)

프린터 Thermal line printer

전원 AC100-240V, 50 / 60Hz

전력소비량 80VA

작동범위 Front / Back : 40mm

Left / Right : 90mm

Up / Down : 30mm

치수 294(W) x 510(D) x 462(H)mm

무게 20.5kg (45.2 lbs.)

구성 Main unit 1 ea, Chin rest paper 1 pack

Printing paper 1 roll, Power cable 1 ea

Dust cover 1 ea, Operation Manual 1 ea

상기제품의 디자인과 세부사항은 기능향상을 위해 사전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NT-7000
HUVITZ TONOMETER

HNT-7000은 원 터치만으로 좌, 우안 자동전환 트래킹, 포커싱, 퍼핑까지

안압측정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진단합니다.

휴비츠의 Tonometry Technology는 자동화된 기술로 측정치에 오차가 적으며

특히, 각막두께 입력 시 보상된 IOP 값을 나타낼 수 있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정확성향상, 시간절약 그리고 환자의 편안함까지 보장하는 진보된 측정환경을 만나십시오.

휴비츠 안압기 HNT-7000은 앞서가는 기술로 신뢰와 만족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3 Distributed by
휴비츠 빌딩

Tel : 031-442-8868
Fax : 031-477-8617
http : //www.huvit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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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로 이루어지는 Tonometry Technology Full Auto Tracking으로 더 편리하다 /각막두께 보상기능으로 더 정확하다 /안압측정의 UPGRADE - 휴비츠 HNT-7000

FULL AUTO TRACKING

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좌,우안 자동전환 Alignment, Focusing,

Puffing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USER FRIENDLY INTERFACE

아이콘기반의직관적이고친숙한운영체제로쉽게사용할수있습니다.

SMART PUFFING CONTROL

Puffing 강도를 자동조절하여 측정 시 환자의 불쾌감을 줄여줍니다.

약한 Puffing 후 측정결과에 따라 강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합니다.

각막두께 보상기능

정확한안압값을위해환자의각막두께를직접입력하면측정안압값이

입력된각막두께값에따라보상된값으로출력되는기능도지원합니다.

5.7”TOUCH COLOR TFT LCD

고해상도 Color LCD를 장착하였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Touch

Screen 기능과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0~90도 범위)로 Tilting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SAFETY STOPPER 기능

자동센서 장착으로 검진시 노즐이 피검자의 눈에 닿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므로 안전하고 위생적입니다.

전동 턱받침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턱받침대가 전동으로 작동되도록 하였습니다.

내장 프린터

측정데이터를내장프린터를통해간편하게기록및확인할수있습니다.

데이터전송 기능

RS-232C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통해 외부 Computer에 측정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EMR 챠트 호환가능)

POWER SAVING 기능

장비를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 절전모드로 자동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