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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계량대로써 거의 모든 스트
레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장착된 2개의 바퀴와 손잡이로써 
이동이 편합니다.

• 고용량 디지털 저울로서 스트 
레처와 휠체어의 무게를 측정

• 무게표시기 설치용 기둥의
탈착이 가능합니다.

                   8550

        8500

길우트레이딩 02)2636-0009(대) 

8500 스  트  레  처  저  울
8550 기둥형 스트레처 저울  



DETECTO의 스트레처 저울은 간호사가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무게가 가볍도록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형명 8500은 순중량 52kg 
이며, 
8550형은 

59kg입니다. 
좁은 형태의 본 
저울은 쉽게 

어떤 크기의 좁은 
문도 쉽게  통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착된 바퀴와 손잡이로써
쉽게 이동 DETECTO의 스트레

저 저울은 응급으로 
도착하는 대상자의 
몸무게를 신속히 제
고아게 해 줍니다.  
디텍토의 8500형과 
8550형들은 ER실이
나 투석실, 그리고 
장기간 입원자와 간
호실들에서 사용합
니다.

단일통과 계량 기능으로 
숫자 자판을 사용하여 
스트레처 또는 휠체어 
무게를 입력 할 수 있으
므로 시간이 절약됩니
다.
표시기, 들것(스트레처) 
또는 휠체어의 무게를 
모른다면 이들 무게를 
제거하기 위해 편리한 
누름단추식 용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용량 360 kgx 0.1 kg
• 면적 1,524 mmW x  826 mm D 계량대

• 피측정대상의 편의를 위하여 계량대
를 떠나도 무게가 남도록 배려

• 적합한 내구성을 위하여 튼튼한 상
철구조로 설계

• 여러 임상부서
들과 자료 공유
용  장치 별매

• 양쪽의 오르내
림판으로써 쉽
게 오르내림

Detecto 
Model 8550

Detecto 
Model  
8500



쉽게 기둥을 접을 수가 있음
해제 지렛대를 바로 밀고 8550의 기둥을 아
래로 접어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들어올린 후 굴림
저울의 순중량, 바퀴 및 손잡이들이 결합되어 
이동관리가 편합니다.

양방향 신속 접근 오름대
 양방향 접근 오름대는 바닥에 놓여 환자를 
계량대로 쉽게 굴릴 수 있습니다.

휠체어도 측정
Stretcher Scale®은 휠체어뿐만 아니라 스트
레처(들것)이나 수송들것(거니) 무게를 측
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매의 보호궤도
별매의 황색궤도(8500-GUIDERAILS)는 
8500이나 8500형명 모두에 부착할 수 있
습니다.

표시기 고정금구 포함(8500형 용) 
형명8500에는 MedVue® 무게 표시기 용 
벽부용 또는 탁상용 회전 받침대가 함께 
제공됩니다.

낮은 높이의 계량대
DETECTO’s Stretcher Scale® 은 높이가 약 51밀
리정도로 낮고 질감이있는 매트 표면 계량판 
을 가지고 있습니다.



* DETECTO 는 사전통보없이 제품의 개선을 위하여 
                규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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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 BY:

8500 8550

측정용량 360 kg x 0.1 kg
LCD 표시기  

              크기
표시기
분해능 

단추판

      기능

전원

건전지 수명

출력연결  

케이블  길이   
(8500형 만 해당)

고정용  금구

환경온도

구조물

포함

89 mm W
 
x 76 mm H 후광 부 LCD

5 디지트, 7세그먼트 22 mm 높이의 LCD 무게 표시
최대  5,000 눈금

19 개 단추, 색상표시 방수용 조작판 

용기무게, 순 / 총 무게, 
정지/ 해제,  영점, 단위변환, 

ID

 

저 장, 체질량 지수 계산을 위한 키 입력 및 프린터 출력

별매 형명 MV1PWR AC adapter 또는  6개의 C형 건전지  
(별매)

7,560 무게측정(후광 켰을 때)  
10,620 무게측정(후광 껏을 때)

RS232 직렬통신, USB 와 별매의 Wi-Fi Ethernet
1.8 m길이의 꼬임형의 연결선,  풀었을 때 4.2 m 길이 

(저울에서 표시기까지)
350도 회전형 고정금구

-10~  +40 ºC

연철

2개의 오름판(조립필요)

 전체크기  1,930 mm W x  965 mm D 
x  51 mm H

1,930 mm W x  965 mm D x  
1,138 mm H

원격표시기
크기  249 mm W x 

 
211 mm D x 198 

mm H (회전용 고정금구포함) 전체 크기에 포함

계량판  크기 1,524 mm W x 
 
826 mm D x 

 
51 mm 

H경사판  크기  191 mm W x  826 mm D x  51mm

별매의  안내
 궤도  크기

610 mm W x  3 mm D x  83 mm H  (저울당 2 개의 짧은 궤도)와  

686 mm W x  3 mm D x  83 mm H (저울당 2개의 긴 궤도)

순  중량 52 Kg (표시기와 고정쇠 포함) 59Kg

포장무게 91 kg (팔렛 포함) 98 kg (팔렛 포함)

포장크기  

원산지

 165 cm L x  104 cm W x  36 cm H

 USA

UPC  부호 809161305005 809161305104

Mobile: m.detecto.com

DETECTO 
MODELS 

8500/8550

8500-GUIDERAILS 황색의 안내궤도

 
키트

 (8500/
 

8550형명용)
 (바퀴측과 손잡이측)

MV1PWR 의료급수 AC  전원
공급기,

 미규격플럭부 

MVWIFI 무선 별매 카드

MVIP 이더넷선 
연결 별매

별 매 품

DETECTO  8550 의 별매의 황색 
안내궤도 모양 

 한국대리점: 길 우 트 레 이 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3길 15  703호
(양평동 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02)2636-0009(대) 팩스02)2636-4753    
  giltron@naver.com    www.gilw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