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파수꾼 7호
K-방역을 위한

비접촉 발열경보 자동 손 소독기

(K-son)

본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장비를 설치해 주세요 ^^

㈜시스매니아
(www.sysmania.com)

1. 개요및용도

본 기기는 손 소독을 위한 비접촉형 디스펜서(Dispenser)입니다. 

손을 소독약 분출구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적정량의 소독액이 분사됨과
동시에 피부온도를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알려주며, 만약 37.0℃ 이상의 발
열자가 있을 경우 경보신호를 발생하는 코로나 K-방역을 위한 발열체크 장
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다양한 장소에 보조기구를 이용해 세워 두거나, 벽면에
고정하신 후 수시로 체크하면서 코로나 및 각종 전염성 병원체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3) 탁상용 스탠드 사용시
제품을 스탠드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탁상용 스탠드 뒷면에도
벽걸이 구멍이 2개 있어
못으로 고정 할 수 있습니다.

(5) 탁상용 스탠드 뒷면에 삼각대
연결 브라켓을 장착하여 삼각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6) 전원 On/Off (S1)
장치 우측에 있는 전원 버튼을
2초 이상 누르세요.

(1) 삼각대 고정시
제품 하단에 삼각대와 연결할 수
있는 나사 연결부가 있습니다.

(2) 벽걸이 고정시
제품 뒷면에 구멍이 2개 있어
못으로 고정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제원 - I

구분 제원 내용

디스펜서

약제 용량 1,000ml (500회 ~ 2,000회 사용 분량)

약제 유형 액체형 손 소독제 (겔 또는 젤 불가)

1회 분사량 0.5~2.0mL (0.1 ~ 2.0초 조절 가능)

반응 시간 0.5초 이내 (발열감지 기능과 동시작동)

반응 거리 5~10cm

설치 기구 출입구 스탠드 A, B형 (별매)

설치 유형 벽걸이형, 데스크형, 출입구 스탠드 A/B형 등

설치 주의 수평을 유지할 것

발열감지

측정

정확도
손 피부기준 ±0.2℃

온도 측정 섭씨(℃) 또는 화씨(℉) (조절 가능)

온도 표시 소숫점 첫 째 자리까지

측정 시간 0.5초 이내 (디스펜서와 동시작동)

측정 범위 0~50℃

경보 표시 고온 시 “Hi", 저온 시 ”Lo"

경보 온도 36.0 ~ 39.0℃ 범위 내 조절 가능

설정 변경 조정 스위치 S1과 S2 이용

음성 표시 한국어 외 4개국 언어 내장(조정 가능)

음량 조절 5단계로 조절 가능 (U0 ~ U5)

음성 종류

정상 – “정상입니다.”

비정상 - “Beep음 5회”

범위 이상/이하 온도시 - “다시 측정하세요＂

물리적

제원

외형 크기 119(W)x133(D)x280(H), 본체 기준

사용 온도 10 ~ 40℃ (옥외환경 사용불가)

저온 경보 표시창에 “EL” 표시 후 미 작동됨(주의)

사용 환경 실내 전용(15 ~ 35℃ 권고)

사용 전원 DC5V 또는 AA 건전지 x 4개 사용

소모 전류 작동 시 최대 1.5A, 대기 시 최소 0.05A

전원 접속 일반 휴대폰과 같은 "C형“ 커넥터 접속

전원 공급 전용의 "C"형 어댑터 적용

최초 설치
처음 설치 후 최소 10분 내외

적응시간 필요 (표시창에 “EUN” 표시)

품질

제원

분사 횟수 MTBF 10만 회 또는 3년간 품질보증

무상 수리 당사 도착분에 한해 구입일로부터 1년

색상 변화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변색우려 있음

고온 및 저온 저온 옥외 환경에서는 자동 작동 중지됨

이상 액체 사용 겔 또는 젤 형 액체 사용 시 수리불가

적용 액체 알콜형 액상 손 세정액 외 사용금지

받침대 사용 시
바닥에 흰색 휴지 또는 흰색 걸레를

올려두지 말 것 (오작동)

바닥 센서 청소
깨끗한 걸레에 물을 묻혀

가볍게 닦아줄 것

INSTALLATION MANUAL

주요제원 - II

<S1>

<S2>



3. 기능변경및설정방법

기능 변경 시, 스위치 S1과 S2를 이용하여 아래 조작방법에 따라 충분
히 숙지하신 후 변경하세요. 

• 출고 시에는 섭씨온도 표시, 한국어 적용, 고온 37.0℃에 경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온도 측정 및 손 소독방법 : “띠” 소리가 들릴 때까지 손을 하단에
대면 LED 화면에 온도와 손 소독제가 분사됩니다.

• 버튼의 기능 : 

(1) S1 : 기능 설정
(2) S2 : 특정 기능 설정

• 기능 설정
온도 단위를 설정하려면 S1을 1번 누른 후, S2를 누르면 섭씨나
화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고시 식으로 셋팅됨)

C : 섭씨 F : 화씨

• 동작 모드를 설정하려면 S1을 2번 누른 후, S2를 누르면 모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BOD:발열 체크 모드
COU:감지 횟수 모드
SUr: 표면 온도 체크 모드

• 경보 온도를 설정하려면 S1을 3번 누른 후, S2를 누르면 경보
온도를 36℃~ 39℃ 사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7.3)

• 소리 크기를 설정하려면 S1을 4번 누른 후, S2를 누르면 U0에서
U4로 소리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U4)

• 언어를 설정하려면 S1을 5번 누른 후, S2를 누르면 언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KO)

CH:중국어, EN:영어, KO:한국어, Pt:포르투갈어, ES:스페인어, 
JP:일본어, It:이탈리아어, dE:독일어, Fr:프랑스어, rU: 러시아어
NL:네덜란드어, Ar: 아라비아어, OFF:음성 없음.

• 손 소독제가 분사되는 시간을 조절하려면 S1을 6번 누른 후, 
S2를 누르면 분사 시간을 0.1초~2.0초 사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E1.0)

* 모드가 표시된경우에는 제품이주위 환경에자동으로

재 설정작업에 들어간것입니다.  
5~10분 후에도동일한 모드표시가될 경우전원을
껐다가 켜면정상으로 돌아옵니다.

4. 안내말씀

대한민국 명장기업, (주)시스매니아의 K-방역을 위한 비접촉 발열경보 자

동 손 소독기 K-son, 코로나 파수꾼-7호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장치의 주요용도는 공공기관, 학교, 은행, 우체국, 접수대, 매장, 매대, 

사무실, 공장, 예식장, 행사장, 경비실, 터미널, 역사 등등 불특정 다수가 상

존하는 지역에 설치한 후 수시로 열체크를 하면서 손 세정을 할 목적

으로 사용하는 K-방역을 위한 장비입니다.

통신설비 대한민국명장기업 (주)시스매니아에서 수입/제조/판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코로나 파수꾼 시리즈를 참고하시고 설치하셔서 다 함께

코로나 방역에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5. 제품보증서

코로나 파수꾼 1호 코로나 파수꾼 2호 코로나 파수꾼 3호

코로나 파수꾼 4호 코로나 파수꾼 5호 코로나 파수꾼 6호

S1 스위치

S2 스위치

제 품 명
비접촉 발열경보 자동 손소독기 K-son

코로나파수꾼 7호

보증 내용
구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보증

(단, 소비자 과실의 경우 수리불가)

구 입 일 20     .      .      .

구 입 처

전화 번호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해 사전 고지없이 외관 및 성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l : 031-494-3501    Fax : 031-495-3501

㈜시스매니아
www.sysman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