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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raintechco.com

The results are read out in accordance with 
Step 4 specialized medical inspection standard.

SPECIFICATIONS · 제품규격
Division · 구 분 Specifications · 규 격

Product Name
제 품 명

Personal Urine Analyzer
소변분석기기

Model Name
모 델 명 BTC-NA23

Size
규 격 136mm x 68mm x 20mm

Weight
무 게 130g

Power
전 원

Rechargeable Li-Polymer Battery (3.7V 110mAh)
리튬 폴리머 배터리

Recharge Type
충 전 USB-C Type (DC5V 1A↑)

Reading Capacity
검 사 환 경 10Parameters, 360test/1Hr

System I/F
통 신

Bidirectional I/F to the validation service App
블루투스4.0 / BLE4.0

Certification
규 격 인 증 CE, KC

Waterproof
방 수

IP68
(Washable, Resist the showen water direct pressure atomized)

16, Pajang-ro 82beon-gil, Jangan-gu, Suwon-si, Gyeonggi-do, korea (16349)
(1634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82번길 16 (5층) 
Tel. +82-31-258-8903     Fax. +82-31-258-8905 
E-mail. e-braintech@braintechco.com      www.braintechco.com

Braintech Co., Ltd.

Normal
정상

Attention
관심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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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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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p

전문의료기관 검사 기준에 따라 판독

소변분석기
Personal Urine Analyzer



Prevention · 예방

Health · 건강  /  Healthcare · 건강관리

BENEFITS · 제품의 특장점

HOW TO USE · 사용방법 Smart phone App Configuration · Smart Phone App 구성

Personal Urine Analyzer

About 30 diseases, 
anytime, anywhere 

easy screen test.

30여종의 건강예방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사.

Washable, 
sanitary 

inspectable.

세척이 가능하여 
위생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It is convenient 
to carry.

휴대가 
편리하다.

10 Item 
inspect strip 

inspection items.

10종 스트립 
검사항목.

Collect urine 
in the cup.

용기에 소변을 
채집 합니다.

Prepare 
the strip.

Strip을 
준비 합니다. 

Moisten the 
urine Strip.

Strip에 소변을 
묻힙니다. 

Remove waste of the 
prepared strip with 

tissue paper.
준비된 Strip의 잔뇨를 

휴지로 제거 합니다.

소변분석기
Personal Urine Analyzer

Close the cover and conduct 
inspection. Send to App as 
BLE(Bluetooth)
Cover를 닫으면 검사실시 & 
검사결과 App전송

The test items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Visible to your 
customers as analysis result.
검사항목 통계적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표시.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Test item Related 

disease description.
의료적인 관점에서 검사항목 

관련질병 설명.

For medical judgment and 
additional overhaul Guidance for 

consultation with specialist doctors. 
의료적인 정밀검사에 대한 부분은 

전문의와 상담 하도록안내. 
There are a thousand diseases but only one health!

수 천가지 질병이 있지만 건강은 오직 하나뿐!
[S.F Berneux]

Place the strip 
on the device and 

close the lid.
제품에 스트립을 올려놓고 

뚜껑을 닫는다.

Measured 60 sec after urine is applied to the strip. 
Clean transparent window of Device.
Keep the transparent window free from scratche.

Strip에 소변을 묻힌 후 60초 후에 측정합니다. 
Device의 투명 창을 깨끗이 관리 합니다. 
제품의 투명 창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관리 합니다.

NOTICE! HOW TO USE IN STRIP
[스트립사용 주의사항]

※ 카다로그 스트립방향은 이미지이며, 사용 할 때는 뒷면으로 올려 놓는다.  /  ※ The direction of the catalog strip is an image, When using, put it on the b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