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EL1CU-HD Trainer1 CU-FS1 LifeON-100 / Practi-man AED Trainer OKC-119SP

www.cu911.com 22 + 23

교 육

교육용 제세동기

상 세

  사양

본체 

외관

크기 : 326 mm (W) x 253 mm (D) x 358 mm (H) (가로×세로×높이) 

무게 : 약 4.0kg (액세서리 제외)

동작 환경

사용 온/습도 : 0˚C ~ 40˚C, 5%~95%Rh (무결로)

보관 온/습도 : -20˚C ~ 60˚C, 5%~95%Rh (무결로)

버튼 동작

• 전원 버튼

RF 리모컨의 전원을 켜고 끔. 전원을 끌 때에는 약 2초 정도 길게 

전원 버튼을 누름

• 기능 버튼

버튼이 눌릴 경우 눌려진 버튼에 대한 정보를 전송

상태 표시등 동작

• Cyan 켜짐 : 전원 버튼이 눌릴 경우

• Green 깜빡임 : 전원이 켜진 상태, 정상 상태

• Blue 깜빡임 : 버튼이 눌려짐

• Red 깜빡임 : 전원이 켜진 상태, 배터리 부족

전원

AC 전원 모듈, 배터리 모듈, AC 어댑터

무선 통신 : RF 통신 모듈

주파수 : 2.4GHz

동작 (교육) 모드

• AED 모드

Shock 이후 파형을 선택할 수 있는 “Next ECG” 기능 제공

CU-HD1과 동일한 제어 방식

• 모니터 모드

12-ch ECG 모니터 모드 지원

모든 파형에 대한 12-ch ECG Display 및 프린터 가능

• 페이서 모드

페이서 모드별 (수요모드, 고정모드) 동작

리모컨을 사용하여 Capture Threshold 설정 가능

• 매뉴얼 모드

R-sync 화면 표시, Cardioversion에 대한 교육 가능

이벤트 저장

사용 이벤트 저장 기능 제공

리모컨 

외관

크기 : 56mm (W) x 167mm (D) x 23mm (H) (가로 x 세로 x 높이) 

무게 : 약 86g (배터리 미포함)

동작 환경

사용 온/습도 : 0˚C ~ 50˚C, 5%~85%Rh (무결로)

보관 온/습도 : -20˚C ~ 60˚C, 5%~95%Rh (무결로)

전원

AAA 배터리 2개 사용 (1.5V x 2EA)

버튼이 눌려지지 않을 경우 약 6분 후에 자동으로 대기상태로 전환

무선 통신 

주파수 : 2.4GHz 

채널 수 : #0 ~ #62 (63 개)

통신 거리 : CU-HDT1과 최소 5m 이내

구 성

• 기본

  본체, 교육용 제세동 패드(2), 제세동 패드연결 어댑터(1),

 심전도전극(1팩), 3-Lead(1), 프린터용지(5), Sp02 프로브(1),

 Sp02 연결 케이블(1), 패들(1), AC 전원팩(1), 전원코드(1),

 충전용 배터리 (1), 운반용 가방(1),  사용설명서(1)

• 옵션

 성인, 소아, 유아용 커프(각 1) 12-Lead 심전도 케이블(1), 페이서(1)

LiFEGAIN CU-HD Trainer1

특 징

▶  단순형 마네킨 사용으로도 제세동, 모니터링, 페이서, 

패들 사용 교육 가능

▶  리모컨을 이용한 다양한 심전도 리듬 교육 가능 

전원 ON / OFF 버튼

상태표시등

기능 선택 영역

설정 값 변경 영역
(ECG, NIBP, Sp02)

ECG 선택 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