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서비스 환경에서는 복잡한 전기 시스템의 배터리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기술 및 통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진단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배터리와 전기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진단 
기술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적인 솔루션
CPX-900AP 배터리 및 시스템 분석기는 새 배터리 및 시스템 유형, 
새로운 비즈니스 절차, 앱 기반 기술에 익숙한 서비스 기술자 세대를 
위한 성능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종합 진단 시스템
	 n	 Conductance Profiling™은 과단성이 향상되었으며(적은 충전 및	
재테스트) 배터리 예비 용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n	 BMIS 프로그램 유지보수 서브스크립션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미래 차량 및 배터리 기술을 지원합니다. CPX-901 도크 옵션을 사용하여 
야간 업데이트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CPX-900 AP

CPX-900AP
배터리 및 시스템 분석기

n	  일반 및 고급 차량 시스템용 서비스(시작-
중지 포함)

n	  일반적인 연납축전지, EFB 및 AGM 배터리 
지원 

n	  Conductance Profiling™은 향상된 진단 
기능으로 ‘Charge & Retest(충전 및 
재테스트)’ 결정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예비 용량 경고를 제공

N	  서비스 앱이 빠르고 오류 없는 테스트를 
촉진 — 분주한 매장이나 경험이 없는 
기술자에 이상적임

n	  완전 컬러 화면으로 시스템 탐색을 쉽게 
하고, 상세한 참조 정보와 테스트 결과를 
제공



동적 서비스 경험	
	 n	 	3.5인치 컬러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고 고객과 
배터리 진단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편리한 옵션을 제공

	 n	인체공학적 형태, 크기 및 그립으로 옮기고 고정하기 쉬움
	 n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케이블

완벽한 배터리 관리
	 n	 	On-tool Wi-Fi 및 블루투스 기능이 유연한 네트워킹 기능을 지원
	 n	 차량 데이터베이스 중심 테스트는 올바른 배터리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사용자 신뢰와 고객 만족도를 높임

	 n	 연도/제조/모델 수동 입력 또는 1D/2D 바코드 스캐너 옵션을 통한 VIN 
캡처가 차량을 기록하고 프로세스 준수를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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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20 x 240 픽셀 
컬러 TFT 화면

6 버튼 사용자 입력

AA 배터리 6개
사용자 교체 가능

일체형 프린터*

* 옵션

1D/2D 바코드 
스캐너*

적외선 온도 센서

Wi-Fi 및 블루투스 
연결

마이크로 USB

CPX-941P AP	
CPX-941P BAR AP

CPX-971 AP	
 CPX-971 BAR AP	

CPX-971P AP	
CPX-971P BAR AP

P	

BAR	

AP

일체형 프린터 
옵션 포함

1D/2D 바코드 
스캐너 옵션 
포함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아랍어 포함

CPX-900AP

모델/부품 번호 

	 CPX-941:	  1.2m (4-ft) 배터리 케이블, 
시스템 테스트 없음

	 CPX-971:	  3.0m(9.8-ft) 배터리 케이블, 
시스템 테스트 기능 포함

	 CPX-901:	  도크 옵션(자동화된 야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용)

참고: 프린터 및 바코드 스캐너 옵션은구매 시 
선택해야 하고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인증	
	 •	 CE	 •	WEEE	 •	 FCC	 •	 ROHS	

치수	
	 •	 높이: 27.92cm(11.00 in.)	
	 •	 너비: 13.97cm(5.50 in.)	
	 •	 깊이: 10.16cm(4.00 in.)	
	 •	 중량: 1.65kg(3.65 lbs.) 프린터 및 바코드 스캐너 포함 

12V 배터리 유형 지원됨	
	 •	전해액 연납	 	 	 •	EFB	
	 •	AGM(격리판 및 스파이럴)	 •	Gel 

배터리 정격	
	 •	CCA	 •	CA	 •	MCA	
	 •	 JIS	 •	DIN	 •	SAE	
	 •	 IEC	 •	EN	 •	EN2	

역극성 보호	

배터리 테스트 전압 범위 
	 1V~35V	

Wi-Fi 및 블루투스 통신
	 •	Wi-Fi: 802.11b/g/n/ 2.4GHz
	 •	Class 2 블루투스

본사 
Willowbrook, IL 미국	
전화: +1 630 323 2800
	

Midtronics 중국 사무소	
중국 선전	
전화: +86 755 2374 1010	
이메일: chinainfo@midtronics.com

Midtronics 남아시아/중동	
인도 뭄바이	
전화: +91.989 237 6661
이메일: ajati@midtronics.com 	

Midtronics 동남아시아	
태국 방콕	
전화: +669 0005 5598
이메일: pkhanasuk@midtronics.com

Midtronics 일본/한국	
일본 요코하마	
전화: +81 45 548 3915
이메일: tyamamoto@midtronics.com

Midtronics 호주/뉴질랜드	
미국 일리노이 주 윌로브룩	
전화: +1 630 244 1614
이메일: yiguchi@midtro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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