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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정보 
 

 

⚫ 본 사용설명서는 제품 필수 사항과 용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 안전한 사용과 최상의 성능을 위해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시고 제품의 기능을 충분

히 이해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설명서는 제품의 기능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성능 및 올바른 작동을 위하여 본 설명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환자와 사용자

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사용자와 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호를 표시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반드시 모든 “경고”와 “주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이 “경고” 문구를 무시하였을 경우 환자에게 치

명적인 상처, 사망, 물질적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

니다. 제공된 사용설명서를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는 “주의”를 의미합니다. 만일 “주의” 문구를 무시하였을 경우 환자에 치

명적인 손상이 아니더라도 환자에게 상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

다. 
 

⚫      표시는 “참고”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설치, 사용, 유지보수 내용 중에서 위

험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려줄 때 사용됩니다.   

 

⚫ 다른 의료기기 업체의 부속품 및 소모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품

질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본 제품의 안전 및 신뢰성에 대한 결과에 책임이 있습니

다. 

 

⚫ 당사의 공인 전문가에 의해 조립품의 작동, 확장, 재조정, 개조 또는 수리 등이 수

행된 경우. 

   

⚫ 당사가 규정한 환경 및 관련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병실에 설치한 경우. 
   

⚫ 당사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국제표준 ISO 9001 및 ISO 13485, 의료용 장비 

93/42/EEC에 대한 이사회 지침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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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서의 용도 
 

본 설명서에는 환축감시장치를 안전하게 그리고 해당 기능과 용도에 맞게 작동하는데 

필요한 지침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품의 기능을 언제나 확인 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의 제공 
 

본 설명서는 사용자의 요청 시 제공됩니다. 지역 당사 대리점에 문의 후 요청하시기 바

랍니다. 

 

설명서의 그림과 명칭 
 

본 설명서의 모든 그림은 샘플 사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기된 그림은 사용자의 모

니터링 설정이나 모니터에 표시되는 데이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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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주의 사항 
 

 

일반 안전 정보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본 사용자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각종 센서 및 기기의 표시 부가 올바른 지 확인하신 뒤 사용해 주십시오. 본 제품 

사용 시 주변 환경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경고 
 

“경고” 표시의 기호는 사용시 일어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해 나타냅니다.  

 

사용 중 사용자 또는 환자에게 큰 손상을 주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주의 사

항들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므로, 사용 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경고 

 

화학 물질이나 폭발성가스가 누출되는 장소에서 사용하시거나 보관하시면 매우 위험 

합니다. 

 

경고 

 

화기가 발생하는 장소나 고온의 실내에서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경고 

 

장비를 해체 또는 분해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당사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경고 

 

장비 설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장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고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 본 매뉴얼을 숙지하시고, 사용 전에 각종 센서와 기기의 설정 

값이 올바른 지 확인하십시오.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에는 환축감시장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허가 받은 사람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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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MRI 촬영 시에는 본 제품의 사용을 금합니다. 유도 전류에 의해 화재가 발생될 수 있

으며 본 제품의 정확도 및 MRI의 정확도가 상호간섭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고 

 

제품에 연결된 케이블에 흠집이 있을 경우 사용자와 환자에게 치명적인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케이블을 깔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고 

 

권장 사항 : 제품은 정기적으로 정확한 기능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경고 

 

제품 한 대에 두 명의 환자에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젖은 손으로 장비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 합니다. 

 

경고 

 

직사광선이 드는 장소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온도 및 습도 변화가 큰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온도 범위는 10 °C ~ 35 °C, 습도 30 % ~ 85 % 입니다. 

 

경고 

 

전열 기구와 가까운 장소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습도가 급격히 높은 곳 또는 통풍에 문제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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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과도한 충격이나, 진동이 심한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먼지와 금속물질이 제품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경고 

 

제품에 전원 코드나 센서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제품에 충격을 가하거나 제품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기기 자체 성능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

니다. 
 

경고 

 

당사에서 제공되는 제품의 부수 기재 및 액세서리는 전기 안전상의 규격을 합격하였습

니다. 타사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검증되지 않은 부수 기자재를 혼용하여 사용하실 경

우 환자 및 제품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배터리를 단락(Short), 가열, 분해, 충격을 주거나 손상시키면 내부 회로가 파손되어 배

터리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사는 배터리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고 

 

금속 물체 또는 젖은 손으로 배터리 팩의 단자 및 충전 단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감

전 및 제품 단락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경고 

 

배터리 충전 및 제품을 사용할 시 배터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기의 AC 케이블을 즉

시 해체하시고, 당사의 기술 서비스 센터나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본 제품은 기본적으로 주변 전자기파로 인한 기능적 장애가 있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그러나, 높은 주파수의 주변 기기나 환경 때문에 성능 저하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제품의 화면에 잘못된 값 표시 및 현재의 측정값이 화면에서 지워는 장애가 발

생하거나 파형 자체에 잡음 신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류 동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의 기술 서비스 센터나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V15 User Manual   안전 주의 사항 

22 

 

 

경고 

 

인공 심박동기(Pacemaker)를 장착한 환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용자

가 모든 동작을 주관하여야 합니다. 

 

경고 

 

장비를 세척한 후에 본체와 센서를 주의해서 검사하십시오. 만약, 낡았거나 손상되었다

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액세서리를 액체나, 세제에 넣지 마십시오. 또한, 사용 중 장비 또는 센서 Probe에 액체

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고 

 

제품에 직접 소독제를 뿌리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 또는 안전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

습니다. 

 

경고 

 

제품을 임의로 폐기하지 마십시오. 

 

경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에 일회용 센서를 버리지 마십시오. 

 

경고 

 

안전을 위해 환자에게서 1.8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경고 

 

사용자가 제품에 닿아 있는 상태로 환자를 만지지 마십시오. 성능 저하 및 환자에게 위

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고 

 

접지된 AC 전원을 사용하십시오. 

 

경고 

본 제품은 제세동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세동 충격기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 및 기호를 확인하십시오. 

단, 사용 직후 짧은 시간 동안 부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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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주의” 기호는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한 주의사항을 나타냅니다. 

 

사용 중 주변의 환경적 요소에 의해 부정확한 측정의 수치 값이나 사용 중 오류 또는 

기능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주의 

 

본 제품이 기본적으로 주변 전자기파로 인한 기능적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주파수의 주변 환경(X-ray제품, 방송장치, RF환경, 이동 전선 등)

으로 인한 성능저하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십시오.  

젖은 손으로 본 제품을 작동 및 조작해서는 안됩니다. 

 

주의 

 

본 제품을 설치하는 장소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상온에서 보관하시고, 온도의 변화가 심

한 곳에 설치 또는 보관을 피해 주십시오. 

 

주의 

 

인공 심박동기(Pacemaker)를 장착한 환자의 생체 정보를 측정할 경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모든 모니터링 과정을 감독해야 합니다. 

 

주의 

 

본 제품에 장착된 배터리의 충전을 위하여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에 AC전원

을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꺼주십시오. 

 

주의 

 

본 제품의 이동 운반 중 과도한 충격이나 물리적 힘을 가할 경우 제품의 동작 불량 또

는 성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에 본 제품 또는 액세서리(Accessory)를 버리거나 방치하

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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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제품에 장착된 배터리 교체를 위한 분해는 당사의 서비스 사원 또는 지정된 기술자

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의 

 

V15의 전면 화면은 터치 패널이 있습니다. 과도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주의하십시오. 

또한, 볼펜이나 뾰족한 물건으로 터치할 경우 제품 손상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사용

자 과실로 인한 제품 파손 시 무상서비스가 불가 합니다. 

 

주의 

 

본 제품과 포함된 액세서리의 청소 및 관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오염 및 불필요한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따라 주십시오. 

 

I. 세척에 지정되지 않은 위험한 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의 손상 또는 오염이 일어

난 경우에는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무상 수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II. 장비를 세척한 후 본체와 센서를 주의하여 검사하십시오. 손상되거나 낡은 장

비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III. 매달에 한번 미지근한 물이나 알코올에 적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제품 외

관을 세척하십시오. 

 

IV. 액세서리(Accessory)를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어떠한 액체도 장비 또는 액세

서리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주의 

 

일회용 액세서리(Accessory)를 다시 사용할 경우 성능의 저하 또는 오염이 될 수 있습

니다. 사용 후 폐기하여 주십시오.  

 

주의 

 

본 설명서에서 설명하는 제품 및 부속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해당 제품의 폐기 규정 

지침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제품 폐기에 관한 문의는 당사 또는 지역 대리점으로 문

의하십시오.   

 

주의 

 

전자기파로 인해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 주변에서 작동하는 

모든 외부 장치는 관련 EMC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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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동맥혈압은 환자의 자세, 상태 및 기타 요인 예를 들어 환자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 받

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전문 의료진에 의뢰해야 합니다. 

 

주의 

 

SpO2 센서가 부착되는 곳은 수시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착용에 의한 피부 손상 

및 압력에 의한 괴저 현상을 보일 수 있으며, 측정 값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제품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설명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설명서에서 설명하는 지침보다 환자에 대한 진료가 우선 시 됩니다.      

 

주의 

 

모니터 장비에서 일시적으로 환자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 진행중인 모니터링이 완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 기능이 복원될 때가지 환자 관찰을 중지하거나 다른 모

니터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별 규정에 맞추어 유지 보

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의 

 

본 장비는 한 번에 한 명의 환자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환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본 장비를 사용하면 측정된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주의 

 

제품 이동 시 전원을 OFF 한 후 주변 액세서리 등을 잘 정돈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코드나 케이블이 손상되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통풍이 잘되고, 평평한 위치에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주의 

 

AC전원 사용시 V15의 전원 코드는 반드시 “병원용” 또는 “병원 내 사용” 등이 표기된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십시오. 노이즈가 발생하면 접지를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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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 보수 
 

정기적인 유지 보수 
 

모니터 장비 및 재사용 가능 부속품에 대한 유지 보수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워야 합니

다. 이 계획에는 정기적인 검사 및 일반적인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지 보수 

계획은 사용자 기관의 감염 관리 부서 및 의료 부서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 부서와 함께 예방 및 유지 보수 및 개선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경고 : 본 장비를 사용하는 책임 있는 병원 또는 기관에서 제대로 유지 보수 계획을 구

현하지 못할 경우 부적합한 장비 오류 및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검사할 때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장비에 물리적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고, 손상된 부분은 교체해야 합니다.  

 

⚫ 모든 코드에서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십시오. 모든 플러그 및 커넥터의 핀 등이 

구부러지거나 손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수리 또는 교체는 공인된 서비스 전문

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 모든 케이블의 절연 상태를 검사하십시오. 손상되거나 상태가 불량인 케이블의 

수리 또는 교체는 공인 서비스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 제품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문의는 당사 또는 지역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일반적인 유지 보수  
 

경고 : 본 제품에서 전원을 분리한 후 외관을 깨끗이 닦거나 소독합니다.  

 

 

경고 : 본 설명서에서 설명된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케이스의 변형 또는 변색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비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장비는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 제품에 직접 소독제를 뿌리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 또는 안전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용제는 제조 업체의 지침에 따라 항상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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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가 끝나면 항상 마른 천으로 모든 용제를 닦아 냅니다.  

 

⚫ 왁스가 포함된 청소용 물질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비에 물이나 다른 청소용 용제를 직접 뿌리지 마십시오. 

 

⚫ 스위치 또는 전원 연결 장치 또는 통풍구에 액체가 스며들면 안됩니다.  

 

모니터 화면은 유리 세정액을 적신 부드럽고 깨끗한 천을 사용하십시오. 유리 세정액을 

직접 화면에 뿌리지 마십시오.  

 

액세서리의 유지 보수 
 

경고 : 본 제품과 제공되는 케이블 및 리드선에 대한 관리를 위해 모든 안전 지침 및 

참고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제품과 제공되는 기본 케이블 및 옵션 사항으로 당사에서 제공되는 액세서리는 다

음의 방법으로 관리하십시오.   

 

⚫ 이동식 장치 또는 시스템에서 분리한 후 관리합니다.  

 

⚫ 일반적인 케이블 및 리드 선을 세척할 경우 중성 세제를 섞은 수 용액을 약간 

적신 천을 사용하여 닦습니다. 그런 다음 물기를 없앤 후 건조합니다.  

   

⚫ 일반적인 케이블과 리드선을 청소할 때는 중성 세제를 살짝 적신 천으로 닦아주

세요. 그런 다음 물을 말립니다. 

 

⚫ 케이블이나 리드 선 커넥터의 끝부분을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끝 부분을 담그

게 되면 접속 부위가 부식되어 신호가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오븐, 온풍기, 직사 광선으로 건조하지 마십시오. 

 

배터리의 유지 보수 
 

주의 : 배터리 및 장비의 부품 교체 시 사용한 부품을 폐기하거나 재활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폐기/재활용 규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V15의 장비를 3개월 이상 보관할 경우, 보관 전 충분한 교육을 받은 관리자에 의해 배

터리를 분리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 V15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Battery 충전 시간이 약 12시간 정도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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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관 
 

본 제품의 보관은 습기에 노출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십시오.  
   

경고 : 아래의 환경에서는 사용 또는 보관을 피하십시오. 
 

⚫ 습기에 노출되는 장소 (X) 

⚫ 직사광선이 드는 장소 (X) 

⚫ 온도 변화가 큰 장소 (X) 

⚫ 전열기구와 가까운 장소 (X) 

⚫ 습도가 급격히 높은 곳 또는 통풍에 문제가 있는 장소 (X) 

⚫ 과도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을 수 있는 장소 (X) 

⚫ 화학물질이나 폭발성 가스에 누출되는 장소 (X) 

⚫ 먼지 또는 금속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X) 
 
위 장소에서의 사용 및 보관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보관 시 사용한 케이블과 리드 선은 사용 후 꼬이거나 하지 않도록 수직으로 걸

어 놓으시고, 다른 의료 장비에 감아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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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개 
 

 

경고: 본 제품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는 

다른 임상적 정보와 같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품 사용 목적 
 

V15는 중환자실 환자의 ECG(심전도), HR(심박수), PR(맥박수), NIBP(비침습성 혈압), 

SpO2(산소포화도), IBP(침습성 혈압), RR(호흡), TEMP(체온), ST Level을 측정하기 위한 고성

능 환축감시장치입니다. 병원 및 병원 관련 시설의 대동물, 소동물을 측정대상으로 합

니다. 각 센서 케이블에는 고유한 ID 색상이 있어 사용자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모든 기능 탑재 및 배터리 장착 시 8kg 이 나갑니다. 핸드 그립은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V15는 운송 및 구급차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대하여 
 

매뉴얼에는 V15 사용 방법과 환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하기위한 측정값 설정 방법이 설

명 되어있습니다. 

 

제품 사용 전 메뉴얼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V15 특징 
 

물리적/기계적 특징 

 

V15는 다기능 측정장비로 사용자에게 생체신호 정보를 제공합니다. 

 

AC 전원을 연결할 수 없을 때는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적 특징  
 

전원 사양은 100-240VAC, 50/60 Hz 입니다. 입력 전원에 문제가 생길 경우 퓨즈가 환자

를 보호합니다. 

 

고용량 배터리(리튬이온 배터리)는 제품에 최대 2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선택사양으

로 1개 추가) 배터리는 AC 전원 공급 없이 2시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상온에서 프

린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 화면 상단에 배터리 용량이 출력됩니다. 

 

배터리는 쉽게 장착 및 분리가 가능합니다. AC 전원(100-240VAC, 50/60Hz)을 연결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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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 시작됩니다. 

 

화면 출력 
 

V15는 15인치 컬러 TFT LCD 모니터를 사용하여 생체신호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사용자

는 터치스크린으로 환축감시장치의 기능 및 설정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12가지 

생체신호 파형과 측정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출력됩니다.  

 

터치스크린과 ENCODER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환자의 생체신호가 출력되는 화면에서 

편리한 메뉴조작이 가능하고, Trend 기능을 통해 저장된 생체신호를 출력하며 다양한 

경고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보조 출력 
 참고 : 아래 사항은 STD1에만 적용됩니다. 

 

Transport Module(ESN 모듈박스)은 제품과 분리할 수 있습니다. Transport Module은 연

장 케이블(extension cable)이 있다면 침대 옆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15의 비디오 출력 포트(Video Output Port)를 통해 VGA 포트가 있는 모니터에 연결하

여 생체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 모든 포트와 소켓은 허용된 사용법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제조자 및 유통업체

는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에 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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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면과 기호 설명 
 

제품 전면 & 조작 버튼 

 

그림 6-1. 제품 전면 & 조작 버튼 

표 6-1. 전면부 설명 

번호 이름 기능 비고 

1 15인치 LCD 15인치 LCD  

2 전원 버튼 동작을 on/off 한다.  

3 Alarm 버튼 알람 상황 발생 시 알람음을 중지시킨다.  

4 Screen Change 버튼 화면을 전환시킨다.  

5 NIBP 버튼 비관혈식 혈압 측정을 시작/중지시킨다.  

6 Printer 버튼 현재 화면을 프린트한다.  

7 EXIT 버튼 메뉴에서 나간다.  

8 메뉴 선택 R / S 기능 선택을 위한 로터리 스위치  

 참고. 트림 노브 사용방법 

1. 트림 노브를 이동방향에 따라 오른

쪽이나 왼쪽으로 돌립니다. 

2. 노브를 눌러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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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표 6-2는 V15 내부/외부의 기호를 설명합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

니다.  

 

표 6-2. 제품 기호 

제품 기호 설명 제품 기호 설명 

 

Type CF 장치, 

전기 충격기 보호  
전원 스위치 

 

Type BF 장치, 

전기 충격기 보호  

알람 일시정지 

 

Type BF 장치 
 

이벤트 기록(Manual Event) 

 

경고 또는 주의 

(매뉴얼 참조)  

화면 변경(Change screen) 

IPX  방수 등급 
 

파형 정지(Freeze) 

ECG 

 

심전도(Electrocardiograph) 

/ 호흡(Respiration)  

NIBP 수동 측정/정지 

(NBP Start/Stop) 

EKG 

 

12전극 심전도(12 Leads 

Electrocardiograph)  

옵션 모듈 선택 화면(Option 

module display select) 

SpO2 

 
산소포화도(SpO2) 

   ,  

프린터(Printer) 

프린트 시작(Start Print) 

NIBP 

 

비관혈식 혈압 측정(Non-

Invasive Blood Pressure)  
설정(SETUP) 

ECG OUT  ECG OUT 
 

Full Waves 화면으로 변경 

(Return to Full Waves screen) 

T1 ~ T4 

 IPX7 

체온 측정 (Temperature 

Measurement)  

Exit 

초기 화면(Initial Screen) 

IBP 1/2 ~ IBP 3/4 

 

관혈식 혈압 측정 

(Invasive Blood Pressure) 

U-A 

 

USB 포트 

CO 

 
Cardiac Output COM1  RS-232 통신 터미널 

CO2 

 
EtCO2 모듈 포트 VGA  VGA OUT 포트 

MULTI GAS 

 
Multi-Gas 모듈 포트 LAN  LAN 포트 

qCON 

 
qCON index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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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부 구성 – STD1 

 

그림 6-2. 제품 후면 & 조작 버튼 – STD1 

 

표 6-3. 후면부 설명 – STD1 

번호 이름 기능 비고 

1 이동용 손잡이 제품을 이동할 때 사용한다.  

2 4.3인치 LCD 4.3인치 LCD  

3 TM 스피커 측정 정보에 따른 소리를 출력한다.  

4 벽걸이(Wall mount) 벽걸이(Wall mount)용 나사 홀. 선택사양 

5 ID LABEL ID LABEL 부착  

6 전원 커넥터 상용전원 입력을 위한 연결구  

7 등화 접지부 접지선을 연결하기 위한 단자  

8 알람 버튼 알람 상황 발생 시 알람음을 중지시킨다.  

9 NIBP 버튼 비관혈식 혈압 측정을 시작/중지시킨다.  

10 전원 버튼 동작을 on/off 한다.  

11 전원 LED 전원 LED  

12 Transport Module*참고 기본 모듈 박스 연결 부분.  

13 옵션 모듈 박스 옵션 모듈 박스를 연결하는 포트. 선택사양 

  

주의: 주 모니터(전면부)와 Transport Module(후면부)가 분리된 상태에서 전원을 키거나

끄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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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 구성 – STD1 

 

그림 6-3. 좌측면 (Microstream EtCO2) – STD1 

 

 

그림 6-4. 좌측면 (Multi-Gas) – ST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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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좌측면 설명 

번호 이름 기능 비고 

1 배터리 덮개 배터리 보관소를 덮는다.  

2 NIBP 연결단자 비관혈식 혈압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단자 
Suntech-  

선택사양 

3 ECG 입력단자 ECG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단자  

4 EKG 입력단자 EKG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단자 선택사양 

5 SpO2 입력단자 SpO2 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단자 
Masimo- 

선택사양 

6 TEMP 1 연결단자 TEMP1 온도 측정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  

7 ECG OUT 입력단자 ECG OUT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단자 선택사양 

8 RESET 버튼 ESN 모듈을 RESET하는 버튼  

9 TEMP 2 연결단자 TEMP2 온도 측정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 선택사양 

10 TEMP 3 연결단자 TEMP3 온도 측정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 선택사양 

11 TEMP 4 연결단자 TEMP4 온도 측정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 선택사양 

12 ICO 연결단자 ICO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단자 선택사양 

13 IBP1/2 입력단자 관혈식 혈압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단자 선택사양 

14 IBP3/4 입력단자 관혈식 혈압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단자 선택사양 

15 EtCO2 연결단자 EtCO2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단자 선택사양 

16 qCON 연결단자 qCON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단자 선택사양 

17 Multi Gas 연결단자 Multi Gas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단자 선택사양 

 

 참고: 옵션 박스는 어떤 층에 연결해도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참고: ECG, SpO2, NIBP, 1TEMP 모듈 및 4.3" LCD 가 포함된 기본 모듈 박스를 Transport 

Module이라하며 위 문서에서는 TM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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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면 구성 – STD1 
 

 

그림 6-5. 우측면 – STD1 

 

 

표 6-5. 우측면 설명 – STD1 

번호 이름 기능 비고 

1 USB 포트 SW 업그레이드용 USB 포트  

2 RS232 포트 Serial 통신용 포트  

3 VGA 포트 VGA 포트 선택사양 

4 LAN 포트 
LAN 포트  

( Central Monitoring 용도 ) 
 

5 프린터 프린터 선택사양 

6 배터리 덮개 배터리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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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화면 
 

아래 그림은 V15를 처음 켰을 때 부팅 화면이후 볼 수 있는 기본 화면입니다. 

 

Main 화면은 심전도(ECG), 호흡(Respiration), 산소포화도(SpO2), 비관혈식혈압(NIBP), 4채

널 IBP(선택사양), CO2(선택사양), Multi-Gas(선택사양), qCON(선택사양), 1TEMP(기본), 

3TEMP(선택사양), Smart Ke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6-6. 화면 – 메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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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Main 화면 설명 

번호 이름 기능 

1 Bed 번호 환자의 위치를 설정하는데 사용합니다. 

2 환자 범주 환자 범주, 대동물(VET_L) 또는 소동물(VET_S) 

3 기능 아이콘 HL7 통신 상태, FREEZE 등을 표시합니다. 

4 날짜, 시간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합니다. 

5 
정보 알람(Information 

alarm) 
정보 알람(Information alarm) 내용을 보여줍니다. 

6 중순위 알람, 저순위 알람 중순위 알람과 저순위 알람 내용을 보여줍니다. 

7 고순위 알람 고순위 알람 내용을 보여줍니다. 

8 심전도(ECG) 파형 환자의 실시간 심전도(ECG) 파형을 보여줍니다. 

9 산소포화도(SpO2) 파형 환자의 실시간 산소포화도 파형을 보여줍니다. 

10 
EtCO2 파형 

/ RESP 파형 

환자의 실시간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EtCO2)의 파형을 보여

줍니다. 

 

EtCO2 모듈이 연결 되어있지 않을 경우: 

환자의 실시간 호흡 파형을 보여줍니다. 

11 혈관(IBP) 파형 환자의 실시간 혈압 변화 파형을 보여줍니다. 

12 qCON 파형 환자의 실시간 qCON 파형과 EEG 파형을 보여줍니다. 

13 비관혈식(NIBP) 혈압 
환자의 수축기, 이완기, 평균치 혈압 및 맥박수, 측정 모드, 측

정시간을 표시합니다. 

14 알람 일시정지 버튼 알람 상황 발생 시 알람 음을 중지시킨다. 

15 수동 이벤트 기록 버튼 이벤트를 수동으로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16 화면(Screen) 버튼 
Change screen 메뉴와 Popup screen 메뉴를 호출하는 버튼입

니다. 

17 NIBP 버튼 비관혈식 혈압 측정을 시작/중지시키는 버튼입니다.. 

18 Freeze 버튼 화면에서 파형을 일시 정지합니다. 

19 옵션 메뉴 버튼 장착된 모듈을 표시하고 Main화면에서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20 프린터 버튼 프린터 시작/정지에 사용합니다. 

21 설정 메뉴 버튼 설정 메뉴를 보여줍니다. 

22 MAIN화면 버튼 MAIN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3 체온 환자의 체온 측정 값을 표시합니다. 

24 qCON 수치 값 qCON 측정 값을 표시합니다. 

25 혈관(IBP) 혈압 환자의 수축기, 이완기, 평균치 혈압 및 맥박수를 표시합니다. 

26 
EtCO2 / RESP 

수치 값 

EtCO2 호기, 흡기 및 RR 값을 보여줍니다. 

 

EtCO2 모듈이 연결 되어있지 않을 경우:  

환자의 분당 호흡률을 표시합니다. 

27 SpO2 수치 값 혈액의 산소 포화도, 맥박수 및 PI 값을 표시합니다. 

28 ECG 수치 값 

리드 별 심전도(ECG)파형을 분석하고 ST LEVEL 값을 표시합니

다. 

 

환자의 심박수, 부정맥 상태, 심박동기 사용여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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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화면 Smart Key의 기능 

 

표 6-7. Smart Keys 

번호 메뉴 아이콘 설명 

1 

 

알람 일시정지 

2 

 

수동 이벤트 기록 

(Manual event save) 

3 

 

화면 변경/팝업 기능 

(Screen change/popup function) 

4 

 

NIBP 측정 시작/중지 

5 

 

화면 정지 

(Screen freeze) 

6 

 

옵션 선택 출력 기능 

(Option display selection function) 

7 

 

프린트 

8 

 

설정 메뉴 

9 

 

Main 화면으로 변경 

(Return to main scree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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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아이콘 설명 

 

표 6-8. 화면 아이콘 

아이콘 의미 표시 동작 

 EVENT 저장 
저장 중 : 고정 

저장 완료 시 : 1초 간격으로 깜빡임 

 Screen 형태 

현재 보고 있는 화면형태를 표시합니다. 

1 : FULL WAVES  

2 : 7/12LEAD ECG 

3 : ESN 

4 : BIG NUMBERS 

 

알람 일시정지: 2분 후 자동으

로 취소됩니다. 

아이콘 오른 편에 일시정지 잔여시간이 

표시됩니다. 

 Freeze 상태 파형 정지 상태 표시 

 

통신 상태 표시 

HL7 서버와 통신중임을 나타냅니다. 

 
 

 
 

 
 

 
 

 

HL7 서버와의 통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OK : 데이터 발견, 오류 없음 

NF : 데이터 미발견, 오류 없음 

AE : 응용 프로그램 오류 

AR : 응용 프로그램 거부 

TIME OUT : 1분동안 응답 없음 

 
AC 전원 사용 고정 

 
배터리 사용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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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변경 / 팝업(Screen Change/Popup) 
 

“화면 변경/팝업(Screen Change/Popup)” 아이콘을 누르면 그림 6-7과 같은 메뉴 창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변경하거나 팝업 화면을 보려면 메뉴에서 선택하십시오. 

 

“화면 변경(Change screen)” 항목의 FULL WAVES, 7/12 LEAD ECG, ESN, BIG NUMBERS는 전체 

화면을 변경합니다. 

 

“팝업 화면(Popup screen)” 항목의 메뉴들은 별도의 팝업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6-7. 화면 변경/팝업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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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Screen - Full Waves. 

 

Full waves 화면은 제품에 연결된 모든 모듈의 파형 및 수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

니다. 

 

옵션 메뉴에서 연결된 모듈 데이터의 표시 상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림 6-8. Full Waves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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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Screen – 7/12 Leads ECG 

 

7/12 Lead ECG 화면은 기본 수치 값과 ECG 파형만을 표시하는 화면입니다. 

 

ECG 5 Lead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7Lead(I, II, III, aVR, aVL, aVF, V) ECG 파형이 표시되며, 

ECG 10 Lead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12Lead(I, II, III, aVR, aVL, aVF, V1 , V2, V3, V4, V5, V6) 

ECG 파형이 표시됩니다. 

 

ECG 케이블 설정은 ECG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림 6-9. 7/12 Leads ECG 화면 

 

  



V15 User Manual   화면과 기호 설명 

44 

 

 

Change Screen – ESN 

 

ESN 화면은 ECG, SpO2, RESP(CO2) 파형만 표시하는 화면입니다. 

 

수치 값은 ECG, SpO2, NIBP, TEMP로 표시되며, 모듈 옵션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림 6-10. ES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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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Screen - Big Numbers 

 

BIG Numbers 화면은 주요 측정 값을 크게 표시합니다. 

 

 

그림 6-11. Big Number 화면 

  



V15 User Manual   화면과 기호 설명 

46 

 

 

Popup Screen – Trend 

 

Trend 화면에서는 과거에 측정된 환자의 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end는 Text Trend와 Graph Trend 두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Trend 검토’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6-12. Text Trend 검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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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Graph Trend 검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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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 Screen – Event 

 

Event는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이며, Event 화면에서 기록된 Event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동 이벤트 기록 버튼을 통해 Event 데이터를 수동으로 저장하거나 알람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Event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Event 검토’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6-14. Event 검토 화면 

 

  



V15 User Manual   화면과 기호 설명 

49 

 

 

 

Popup Screen – Mini Trend 

 

“화면 변경/팝업(Screen Change/Popup)” 메뉴에서 Mini Trend를 선택하면 화면 왼쪽에 2

시간동안 측정된 환자의 측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Mini Trend 검토’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6-15. Mini Trend 검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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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 Screen – Drug Calculation 

 

“화면 변경/팝업(Screen Change/Popup)” 메뉴에서 Drug Calculation을 선택하면 Drug 

Calculation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Drug Calculation 팝업 창에서는 약물 투여량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Drug Calculation 검토’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6-16. Drug Calculation 검토 화면 

  



V15 User Manual   화면과 기호 설명 

51 

 

 

 

Popup Screen – ICO 

 

“화면 변경/팝업(Screen Change/Popup)” 메뉴에서 ICO를 선택하면 ICO 팝업 창이 표시

됩니다. ICO 팝업 창에서는 심박출량 측정 및 계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ICO 검토’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6-17. ICO 검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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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 Screen – OxyCRG 

 

OxyCRG 팝업 화면은 HR, SpO2, Resp의 Trend 정보를 고해상도로 제공합니다. 

 

"화면 변경 / 팝업(Screen Change/Popup)"메뉴에서 oxyCRG 기능을 선택하면 oxyCRG 팝

업 창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xyCRG 검토'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6-18. OxyCRG 검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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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 Screen – ARRHYTHMIA REVIEW 

 

Arrhythmia review 화면은 저장된 Arrhythmia Event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화면 변경 / 팝업(Screen Change/Popup)"메뉴에서 ARRTHMIA REVIEW 기능을 선택하면 

ARRTHMIA REVIEW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RRTHMIA REVIEW 검토'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6-19. ARRHYTHMIA REVIEW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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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선택(Option Selection) – STD1 
 

"옵션" 메뉴 아이콘을 누르면 메뉴 창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옵션 메뉴는 연결된 모듈을 표시하며 화면에 모듈 측정 데이터 표시를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6-20 Option menu 화면 – ST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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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표시 색상 설명 
 

표 6-9. 색상 

기능 색상 

심전도(ECG) 

(LEAD I, II, III, aVR, aVL, aVF, V1 ~ V6) 
초록색 

산소포화도(SpO2) 밝은 회색 

관혈식 혈압① (IBP①) 

주황색 

관혈식 혈압② (IBP②) 

관혈식 혈압③ (IBP③) 

관혈식 혈압④ (IBP④) 

호흡(Respiration) 하늘색 

비관혈식 혈압(NIBP) 보라색 

체온(Temperature) 파랑색 

배경화면 검정색 

정보(Information) 배경 / 문자열 파랑색 / 하얀색 

AC 전원 램프 초록색 

Battery 램프 주황색 

고순위 알람 빨강색 

중순위 알람 노랑색 

저순위 알람 노랑색 

 

V15 LCD 모니터는 기능 및 알람 종류에 따라 화면에 다른 색상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일부 기능은 메뉴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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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15 설치 
 

 

경고 및 주의 설명 
 

경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환축감시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축감시장

치는 액체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경고: 알람 스피커가 막힐 수 있는 곳에 환축감시장치를 배치하지 마십시

오. 

 

경고: V15는 다른 장비의 상부 또는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서는 안됩니다. 

환축감시장치를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을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주의: 제품을 배터리 모드로 사용한 후에는 배터리를 충전해주십시오. 

 

 

주의: 위험을 유발하는 장소에 환축감시장치 또는 악세서리를 두거나 버리

지 마십시오.  

 

 

제품 개봉 시 주의사항 
 

V15 포장 박스는 본체와 부속품으로 구성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상자를 열어주세요. 환축감시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조업체 또는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연락처 정보는 ‘판매, 서비스 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축감시장치를 편평한 곳에 설치하십시오.  

 

보이는 각도, 소리, 모니터링을 고려하여 환축감시장치를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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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STD1 
  

표 7-1. V15 STD1 기본 구성 

 

   

V15 STD1 

(15인치 터치 스크린) 

Transport Module(기본) 

+ 4.3인치 LCD 

Quick Manual 

(1ea) 

전원 코드 

(1ea) 

 

 

  

ECG Cable 

3Lead 단추형 (1ea) 
ECG 클립(3ea) 

Cuff 

Type #2, #3, #4 

(총 3ea) 

NIBP Hose 

(1ea) 

 
 

 

 
SpO2 Sensor 

(귀 또는 혀) 

(1ea) 

Temperature Sensor 직

장용 (1ea) 

Li-ion Battery Pack 

V15 STD1용 

(3S2P/1ea) 

Li-ion Battery Pack 

TM용 

(3S1P/1ea) 

 

 

표 7-2. 선택 사항 

선택사양 설명 악세서리 

ECG ECG ECG 5 leads Cable (Mini-Candal Type) 

SpO2 (Votem) VOTEM SpO2 SpO2 Extension Cable 

IBP (2ch or 4ch) IBP 

IBP-Y Extension Cable (Mini-Candal Type) - 2ch : 1ea, 4ch : 2ea 

IBP Extension Cable (Utah) - 1 per channel (2ch : 2ea, 4ch : 4ea) 

IBP Kit Set (Utah) - 1 per channel (2ch : 2ea, 4ch : 4ea) 

3CH TEMP 3CH Temperature 
Temperature Sensor (Skin Type) 

Temperature Sensor (Rectal Type) 

EtCO2 
Respironics 

Main/Sidestream EtCO2 

EtCO2 Extension Cable (Mini-Candal Type) 

EtCO2 Kit Set (Mainstream or Sidestream) 

Wall Mount Premium Wall Mount - 

Printer 3CH Thermal Printer Printer Roll Paper (18M) 

Battery 
Battery (3S2P) 10.89VDC, 

5200mAh 
- 

 참고: 선택사양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지원 팀 또는 영업 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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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 
 

경고: 환축감시장치 설치 시 환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십시오. 

 

 

주의: 환축감시장치를 사용한 후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AC 전원 및 배터리 사양 
 

V15는 12 시간 충전 후 150 분 동안 작동합니다. 

(상온에서 프린터 미 사용시.)  

 

환축감시장치가 AC전원(100-240VAC, 50/60Hz)에 연결된 경우 배터리는 충전됩니다. 전

원버튼의 녹색 램프는 AC전원이 인식되고 배터리가 충전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V15는 배터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AC 전원이 꺼지면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Full
Charging

2/3
Charging

1/3
Charging

Low
Charging

 

그림 7-1. 배터리 상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모니터는 배터리 부족 시 화면에 배터리 부족 표시와 함

께 5 분 내에 작동을 중지합니다. 

 

경고: AC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AC 전원 케이블의 손상을 확인하십시오. 

 

AC 전원 (100-240 VC, 50 / 60Hz)이 연결된 경우 AC 전원 코드는 접지 상태여야합니다.

  

환자 모니터 뒷면의 AC 소켓에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승인된 전원 코드 만 사용해야합니다. AC 전원의 접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내부 배터

리 만 사용하십시오.  

 

AC 전원이 본체에 연결되면 AC 버튼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모니터가 동작 중이 아닐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참고: 내부 배터리는 처음 사용할 때 방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AC 전원에 연결하

면 내부 배터리가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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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배터리 자연방전 수명. 

 

아래 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 하였을 경우 배터리의 자연방전 수명을 보여줍

니다. 

 

표 7-3. 배터리 자연방전 수명 표 

보관 온도 자연방전 수명 

0℃ ~ 20℃ 9 개월 

21℃ ~ 30℃ 6 개월 

31℃ ~ 45℃ 3 개월 

 

참고: V15에는 내장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Battery의 사용시간이 평소의 30% 이하일경

우 구입하신 대리점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배터리 사양 

·전압: 10.89V 5200mAh (MAIN) : Standard(1ea), Option(1ea) 

·전압: 10.89V 2600mAh (TM) : Standard(1ea) 

·Battery Type: Lithium-ion 

 

참고: 배터리 충전 시간 

 

배터리는 100 % 충전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배터리 수명이 짧아집니다. 

 

표 7-4. 배터리 교환 시 

충/방전 비율 사용 횟수 

100 % 충/방전 1200 회 

50 % 충/방전 500 회 

30 % 충/방전 200 회 

 

참고:   

·전원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전원 코드와 소켓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AC 접지를 확인하십시오..  

·주전원 및 전압을 확인하십시오.. 

 

 

경고: 환축감시장치에 AC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규정 전압을 확인하십시오. 허용 범위

를 벗어나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경고: AC 전원으로 제품을 사용 시 파형에 Nois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을 접지하여 주십시오. 

                 

경고: 젖은 손으로 AC 전원 연결 시 감전 및 제품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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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전원 및 Battery분리 시 약 3일 후 제품에 저장된 모든 Data(Trend, Alarm 설정 값, 

시간/날짜)가 Reset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제품을 보관해야 할 경우만 Battery를 분리 

하여 보관 하십시오. 

 

경고: 사용자 임의로 Battery를 분리하기 위해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사용자와 제

품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악세서리 케이블 연결 
 

경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제품에 동봉된 악세서리 또는 당사에서 인정하는 악세서리를

사용하십시오. 

                 

경고: 악세서리 연결 시 환자나 사용자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케이블을 정리하십시오.  

 

주의: 당사에서 제공하거나 권장하는 센서 및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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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15 작동 방법 
 

경고 및 주의 설명 
 

 

경고: 본 제품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는 다른 임상적 정보와 같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경고: MRI 촬영 시에는 본 제품사용을 금합니다. 유도 전류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본 제품은 제세동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작동 후 몇 초동안

은 불안정한 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다른 장비와 동시에 환자에게 사용하지 마십시

오.  

 

경고: 정확한 측정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기능으로 작동하는지 정

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경고: 제품을 이동할 경우는 전원을 Off 한 후 주변 악세서리 등을 잘 정

돈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코드나 케이블이 손상되어 화재, 감전의 원인

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 전산화 된 ECG 분석은 자 격 있는 의료진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합

니다. 또한 진단 기능이 환자의 치료 또는 비 치료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경고: 본 제품은 심장 소생 충격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용 직후 

짧은 시간 동안 부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경고: 본 설명서에서 지정하지 않은 Battery 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Battery 를 Short 시키거나 가열, 분해, 불 속에 넣지 마십시오 

 

경고: 전기 수술 장치(ESU)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리드는 전기수술기 및 접지판과 동일하게 떨어진 거리에 위치 해야합

니다. ESU 케이블과 ECG 케이블을 얽히게 하지 마십시오.(고주파 수술) 

 

경고: 환자모니터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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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소독제를 제품에 직접 뿌리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 또는 위험의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전원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기술 서비스 팀 또는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주의: 권장 사항 "제품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방전된 경

우 출력되는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능을 위해 재충전하십시

오. 

 

 

 Note: V15를 사용하지 않을 때 V15의 전원 코드를 AC 전원에 연결하면 필요할 때

마다 V15를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어도 충전 된 시간에 따라 배터리의 작동 시간

이 다릅니다. 

 

주요 용도 
 

V15는 병원, 클리닉, 외과 병원 또는 사립 병원에서 승인된 의사의 직접 감독하에 사용

해야합니다. 전문가만이 환축감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15는 대동물, 소동물 환축 감시장치입니다. V15는 환자의 중요한 날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CG, IBP, NIBP, 혈압, 맥박, 체온, 호흡, SpO2, CO2 ..) 

 

 

V15는 아날로그 데이터 출력 인쇄를 지원하는 옵션 장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Central Monitoring System은 생체 데이터를 확인하고 환자 모니터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 Central Monitoring System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대리점 또는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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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전원 켜기 

 
제품 전면의 전원 버튼을 약 3 초간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AC 또는 배터리 모드에 따

라 다른 색상의 램프가 켜집니다. 

(AC 전원 : 녹색, 배터리 전원 : 주황색) 

 

참고: 전원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전원 케이블을 확인하세요.  

 

 

그림 8-1. 기본 모니터링 화면 

 

환자 모니터가 환자의 생체신호를 감지하면 그림 8-1의 파형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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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제품 사용에 필요한 설정은 다음 지침에 따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전면 하단의 설정 메뉴버튼 (        )을 눌러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설정 메뉴는 SETUP과 SYSTEM SETUP 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림 8-2. 설정 메뉴 

 

SETUP 

 

 

그림 8-3. SETUP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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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P SIGNAL 

 

Beep signal은 심전도(ECG)의 HR과 SpO2의 PR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HR / PR이 표시됩니다. 

경고음이 선택한 파라미터에 동기화됩니다. 

 

 참고:  ECG와 SpO2가 모두 측정되지 않는 경우 : IBP가 측정중인 경우 경고음이 IBP 

PR과 동기화됩니다. 

 

DEFAULTSET 

 

Default set 메뉴에서 대동물(VET_L), 소동물(VET_S) 중 환자 범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알람을 포함한 기본 설정이 변경됩니다. 

 

 참고:  표 9-4는 각 환자 범주에 따른 기본 경보 설정을 보여줍니다. 

 

PRINT SET 

 

프린트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9. 프린트(옵션)’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프린터가 없는 제품은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DEMO 

 

Operating mode는 demo mode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emo mode 에서는 작동 방법을 시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참고. demo mode에서는 실제 측정 값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PATIENT INFO. 

 

모니터는 생리 학적 데이터를 표시하고 측정된 환자의 데이터를 Trend에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환자 정보 입력 : 각 영역을 선택하고 화면에 출력된 키보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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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Patient info 화면 

 

- Hospital Name : 병원이름을 입력합니다.. 

- Admission date : 환자의 입원 날짜를 입력하십시오.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합

니다. 

- Patient ID : Patient ID를 입력합니다.. 

- First Name : 환자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Last Name : 환자의 성 (성씨)을 입력합니다. 

- Gender : 남성 또는 여성을 선택하십시오.. 

- Date of Birth : 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십시오. yyyy / mm / dd 형식으로 입력하십

시오. 

- Weight : 환자의 체중을 입력하십시오. 

- Height : 환자의 키를 입력하십시오. 

- PATIENT ASSIGN : 현재 PATIENT INFO에 입력된 환자 정보를 V15에 등록합니다. 입

력된 First Name과 Last Name이 그림 8-5와 같이 V15 화면 상단에 출력됩니다. 

 

 

그림 8-5. MAIN 화면의 FIRST NAME / LAST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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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환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전에 PATIENT ASSIGN을 사용하여 V15에 환자를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환자를 V15에 등록한 이후에도 환자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환자 

정보를 수정 시 그림 8-6과 같은 경고창이 출력됩니다. OK를 누르면 수정된 정보가 

V15에 입력됩니다. 

 

 

그림 8-6. Patient info 정보 변경 경고 창 

 

- END CASE : 

 

V15에 등록 되어있는 환자를 등록 해지합니다. 기존에 측정되고있던 환자의 데이

터 : Trend, EVENT, Arrhythmia Review, NIBP Trend, Patient info 를 전부 삭제합니다. 

 

END CASE 버튼 클릭 시 그림 8-7과 같은 경고창이 출력됩니다.  

 

 

그림 8-7. END CASE 진행 경고 창 

 

OK를 눌러 END CASE를 진행할 경우 화면 상단에 출력되던 FIRST NAME과 LAST 

NAME이 지워지며 그림 8-8과 같이 ‘- ? –‘가 출력됩니다. 

 

 

그림 8-8. END CASE 진행 시 FIRST NAME / LAST NAME 

 

 참고. 신규환자 등록 전 반드시 이전 환자 등록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해

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환자의 측정 데이터와 신규 환자의 측정 데이터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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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SSION : HL7을 사용하여 병원 서버(EMR)에 연결하고, 입력된 Patient ID에 해

당하는 환자정보를 V15에 등록합니다. 

 

ADMISSION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1. ADMISSION 버튼이 활성화 되어야합니다. 

A. ADMISSION 버튼 활성화 조건 

i. PATIENT ASSIGN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ii. PATIENT ID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2. SETUP -> SYSTEM SETUP -> NETWORK SET의 Local IP 및 Remote IP, Port 설정

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3. V15에 환자 측정 데이터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4. 입력된 Patient ID가 병원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ID 여야 합니다. 

 

ADMISSION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림 8-9의 경고창이 출력됩니다. 

 

 

그림 8-9. ADMISSION 실패 경고 창 

 

- DISCHARGE :  

 

ADMISSION된 환자를 DISCHARGE 합니다.  

V15에 등록된 환자가 등록해지 됩니다. 기존에 측정되고 있던 환자의 데이터: Trend, 

EVENT, Arrhythmia Review, NIBP Trend, Patient info를 전부 삭제합니다. 

 

DISCHARGE는 ADMISSION이 되었을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참고. DISCHARGE 진행 시 정상적으로 DISCHARGE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정 시간

이 지나면 자동으로 DISCHARGE가 진행됩니다. 

 

BED NUMBER 

 

환자의 위치를 입력하십시오. (방 또는 침대 번호). 

 

 참고. 문자와 숫자를 포함하여 최대 10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COLOR SET 

 

사용자가 각 파라미터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색상 메뉴를 선택하면 모든 파라미터의 색상을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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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ETUP 

 

 

그림 8-10. SYSTEM SETUP 메뉴 

 

DATE/TIME SET 

 

제품 화면에 표시되는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 8-1. 날짜 설정 

기능 범위 

연 2018 ~ 2037 

월 1 ~ 12 

일 1 ~ 31 

 

표 8-2. 시간 설정 

기능 범위 

시 0 ~ 23 

분 0 ~ 59 

초 0 ~ 59 

NETWORK SET 

 

사용자가 제품의 네트워크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Local : 제품 IP 주소, Gateway, netmask, Central port 설정 

- Remote Host IP : HL7을 사용하여 병원 서버 (EMR.)와 통신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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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VOLUME 

 

Beep, Alarm, Information Sound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적절한 볼륨을 설정해야합니다. 

 

 참고. Alarm 볼륨은 끌 수 없습니다. (최소 10으로 설정 가능) 

BRIGHTNESS 

 

사용자는 제품 화면의 밝기를 1 (MIN)에서 10 (MAX)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환경에 따라 밝기를 설정하십시오. 

LANGUAGE 

 

V15는 총 12 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국가의 언어를 설정 한 후 사용하세요. 

 

지원되는 언어 목록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브라질어, 터키어, 러시안어, 

체코어, 루마니아어, 폴란드어 

 

S/W UPDATE – STD1 

 

S / W 업데이트는 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한 것입니다. 

V15 STD1는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Main, TM, Module의 S / W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참고. 일부 모듈은 S / W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VERSION CHECK – STD1 

 

현재 제품의 MAIN, TM, 연결된 모듈의 S / W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MIN OPTION 

 

경고: 이 메뉴는 관리자 전용이며 권한이 있는 관리자만 사용해야합니다. 

 

경고: 관리자는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

다. 

 

이 메뉴는 제품의 OS 업데이트 및 MAC 주소를 설정하기위한 것으로 비밀번호로 보호

됩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타나며 4자리 비밀번호가 일치해야 접근이 가

능합니다. 

 

초기 비밀번호는“0000”이며 제품 관리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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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변경 방법 

 

1. 비밀번호 입력 창에서 "*"버튼을 선택하고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암호가 일치하면 새 암호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3.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enter"버튼을 선택하면 비밀번호 입력 창이 닫힙니다. (비

밀번호 변경 완료) 

4. 변경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관리자 옵션 메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 비밀번호 변경 시 현재 비밀번호가 3회 틀리면 비밀번호 입력 창이 닫힙니다.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1. 변경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비밀번호 입력 창의 "#"버튼을 연속으로 5 번 누릅니

다. 

2. 비밀번호 재설정 팝업 정보창에서 "확인"을 선택하면 비밀번호가 "0000"으로 재설

정됩니다. 

 

 참고. "#"버튼을 연속으로 5번 눌러 비밀번호를 재설정합니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버튼을 누르면 다시 5번 눌러야 합니다. 

 

FACTORY OPTION 

 

이것은 개발자를 위한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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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알람 및 범위 
 

경고 및 주의 설명 
 

경고: 알람이 꺼져 있거나 볼륨이 너무 작으면 환자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알람 소리를 확인하십시오.  

 

경고: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환자에게 적절한 음량을 확인하십시오.  

 

경고: 알람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5초 알람 딜레이가 있습니다. 

- 제품이 CMS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CMS를 통한 원격 일시 중지, 억제, 

무음 및 모니터 알람 재설정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CMS는 알람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5초 알람 딜레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지연은 0.5 초 미만입니다. (네트워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

다.))  

주의: 모든 알람이 해제 되더라도 무 수축(Asystole), 심실 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심실 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 등 3 가지 유형의 부정맥이 

발생하면 경보 음이 발생합니다. 

개요 
 

V15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값이 설정된 알람 범위에 해당하면 알람 음이 발생하고 화면의 측정 값이 설정된 

알람 종류에 해당하는 색상으로 깜박입니다. 

 

알람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섹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알람의 종류  
 

표 9-1. 육안 알람 

알람 구분 색 깜빡임 빈도 수 

고순위 알람 빨강 0.8초에 1회 

중순위 알람 노랑 1.6초에 1회 

저순위 알람 노랑 항상 on 상태(깜빡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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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가청 알람 

알람 구분 설명 

고순위 알람 
경고음이 10번 울립니다. 7초 후 경고음이 반복적으로 울

립니다. 

중순위 알람 
경고음이 3번 울립니다. 20초 후 경고음이 반복적으로 울

립니다. 

저순위 알람 
경고음이 2번 울립니다. 20초 후 경고음이 반복적으로 울

립니다.(배터리가 부족할 때) 

 

 참고. 시각 및 청각 알람은 국제 표준 IEC 60601-1-8을 표준으로 합니다. 

 

HIGH, MIDDLE, LOW 알람 외에도 V15는 사용자가 알 필요가 있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정보(information) 알람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정보(information) 알람은 벨처럼 울리고 15 초 간격으로 사용자에게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보(information) 알람이 발생합니다. 

-NIBP 측정에 실패하거나 overpressure 오류가 있는 경우. 

-심전도(ECG) 측정 중 리드 오류 또는 리드 꺼짐. 

-SpO2 측정 중에 손가락이 프로브에서 떨어진 경우. 

-측정 모듈 오류가 발생한 경우. 

  



V15 User Manual   알람 및 범위 

74 

 

 

 

알람 범위 

알람 설정 범위 

표 9-3 경고 알람 범위를 보여줍니다. 

표 9-3. 알람 설정 범위 

 

파라미터 
설정 범위 

HIGH LOW TYPE 

ECG [bpm] 0 ~ 300, OFF OFF, 0 ~ 300 

LOW, 

 

MEDIUM, 

 

HIGH 

ST[mV] -9.9 ~ 9.9, OFF OFF, -9.9 ~ 9.9 

VOTEM 
SpO2 [%] 0 ~ 100, OFF OFF, 0 ~ 100 

SpO2 PR [bpm] 0 ~ 300, OFF OFF, 0 ~ 300 

MASIMO 
SpO2 [%] 0 ~ 100, OFF OFF, 0 ~ 100 

SpO2 PR [bpm] 0 ~ 300, OFF OFF, 0 ~ 300 

VOTEM 

 

NIBP 

[mmHg] 

Systolic 0~ 275, OFF OFF, 0 ~ 275 

Diastolic 0~ 275, OFF OFF, 0 ~ 275 

Mean 0~ 275, OFF OFF, 0 ~ 275 

SunTech 

 

NIBP 

[mmHg] 

Systolic 0~ 275, OFF OFF, 0 ~ 275 

Diastolic 0~ 275, OFF OFF, 0 ~ 275 

Mean 0~ 275, OFF OFF, 0 ~ 275 

IBP 

[mmHg] 

Systolic -50 ~ 350, OFF OFF, -50 ~ 350 

Diastolic -50 ~ 350, OFF OFF, -50 ~ 350 

Mean -50 ~ 350, OFF OFF, -50 ~ 350 

IBP PR [bpm] 0 ~ 300, OFF OFF, 0 ~ 300 

EtCO2 [mmHg] 0 ~ 150, OFF OFF, 0 ~ 150 

Multi-Gas 

[vol%] 

Gas1 
In 0 ~ 25.0, OFF OFF, 0 ~ 25.0 

Ex 0 ~ 25.0, OFF OFF, 0 ~ 25.0 

Gas2 
In 0 ~ 25.0, OFF OFF, 0 ~ 25.0 

Ex 0 ~ 25.0, OFF OFF, 0 ~ 25.0 

O2 
In 0 ~ 100, OFF OFF, 0 ~ 100 

Ex 0 ~ 100, OFF OFF, 0 ~ 100 

N2O 
In 0 ~ 100, OFF OFF, 0 ~ 100 

Ex 0 ~ 100, OFF OFF, 0 ~ 100 

CO2 
In 0 ~ 25.0, OFF OFF, 0 ~ 25.0 

Ex 0 ~ 25.0, OFF OFF, 0 ~ 25.0 

qCON 0 ~ 100, OFF OFF, 0 ~ 100. 

TEMP 1 ~ 4 [℃] 0.0℃ ~ 50.0℃, OFF OFF, 0.0℃ ~ 50.0℃ 

TD 0.0℃ ~ 50.0℃, OFF OFF, 0.0℃ ~ 50.0℃ 

RESP [bpm] 0 ~ 150, OFF OFF, 0 ~ 150 

RESP Apnea OFF, 5 ~ 40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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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기본 설정 

 

아래 표 9-4는 환자 범주에 따른 기본 알람 값을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범위 내의 알람 설정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품 배송 시 초기 환자 설정은 VET_L로 설정됩니다. 

 

표 9-4. 알람 기본 설정 

파라미터 

환자 범주 

VET_L VET_S 

HIGH LOW TYPE HIGH LOW TYPE 

ECG [bpm] 140 70 HIGH 180 70 HIGH 

ST [mV] +5.0 -5.0 HIGH +5.0 -5.0 HIGH 

VOTEM 
SpO2 [%] OFF 90 MIDDLE OFF 90 MIDDLE 

SpO2 PR [bpm] 140 70 HIGH 180 70 HIGH 

MASIMO 
SpO2 [%] OFF 90 MIDDLE OFF 90 MIDDLE 

SpO2 PR [bpm] 140 70 HIGH 180 70 HIGH 

VOTEM 

 

NIBP 

[mmHg] 

Systolic 160 90 

HIGH 

 

160 90 

HIGH 

Diastolic 90 50 90 50 

Mean 110 60 110 60 

SunTech 

 

NIBP 

[mmHg] 

Systolic 160 90 160 90 

Diastolic 90 50 90 50 

Mean 110 90 110 90 

IBP 1 

[mmHg] 

 

ABP 

Systolic 90 55 

MIDDLE 

90 55 

MIDDLE 

Diastolic 60 20 60 20 

Mean 70 35 70 35 

IBP 2 

[mmHg] 

 

CVP 

Systolic 10 0 10 0 

Diastolic 0 -5 0 -5 

Mean 5 0 5 0 

IBP 3 

[mmHg] 

 

LAP 

Systolic 10 0 10 0 

Diastolic 0 -5 0 -5 

Mean 5 0 5 0 

IBP 4 

[mmHg] 

 

PAP 

Systolic 60 25 60 25 

Diastolic 5 -5 5 -5 

Mean 25 10 25 10 

IBP PR [bpm] 140 70 HIGH 180 70 HIGH 

EtCO2 [mmHg] 
In 10 OFF MIDDLE 10 OFF MIDDLE 

Ex 40 10 MIDDLE 40 10 MIDDLE 

Multi  

Gas 

[vol%] 

Gas1 
In 12.0 OFF 

MIDDLE 

12.0 OFF 

HIGH Ex 10.0 OFF 10.0 OFF 

Gas2 In 12.0 OFF 12.0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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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10.0 OFF 10.0 OFF 

Multi  

Gas 

[vol%] 

O2 
In OFF 18 

MIDDLE 

OFF 18 

HIGH 

Ex OFF 10 OFF 10 

N2O 
In 80 OFF 80 OFF 

Ex OFF OFF OFF OFF 

CO2 
In 0.5 OFF 0.5 OFF 

Ex 5.0 2.0 5.0 2.0 

qCON 60 OFF MIDDLE 60 OFF MIDDLE 

TEMP 1 ~ 4 [℃] 39.0 36.0 MIDDLE 39.0 36.0 MIDDLE 

TD 5.0 OFF MIDDLE 5.0 OFF MIDDLE 

RESP [bpm] 60 5 MIDDLE 60 5 MIDDLE 

RESP Apnea 10 초 

 

알람 설정  
 

 

사용자가 알람 설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각 기능별 알람 메뉴 선택 시 알람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범위는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알람 및 범위 – 알람 범위를 참조하십시오.  

 

아래 그림은 ECG 기능 - 알람 설정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림 9-1. ECG 알람 메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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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Smart Key 
 

화면 하단의 알람 스마트 버튼을 선택하면 알람 일시 정지 상태를 ON / OFF 할 수 있

습니다. 

 

아래 그림은 알람 스마트 버튼입니다. 

 

 

그림 9-2. 알람 스마트 버튼 

 

 

알람 일시정지 

 

"알람 일시 정지"가 켜진 경우 알람 소리가 2분 동안 울리지 않습니다. 

 

"알람 일시정지"가 ON이고 2 분이 경과하면 "알람 일시정지"가 자동으로 OFF되고 그 

후 알람 조건에 따라 알람이 발생합니다. 

(또는 사용자가 알람 스마트 버튼을 사용하여 “알람 일시 정지” 를 끌 때도 마찬가지입

니다.) 

 

알람 일시정지 상태에서는 그림 9-3과 같이 화면 상단에 알람 일시정지의 남은 시간도 

표시됩니다. 

 

 

그림 9-3. 알람 일시정지 

 

 참고. 알람 일시정지 상태에서도 알람 조건이 발생하면 해당 파라미터의 수치 데이

터가 점멸하여 시각적 경보 조건을 표시합니다. 

 

 

알람 경고 표시  
 

측정 중 알람이 발생하면 알람 소리가 발생하며 해당 파라미터 측정 값이 설정된 경보 

종류 및 색상으로 깜빡입니다.  

 

알람 레벨은 화면 상단에 알람 종류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발생

한 알람의 내용도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아래 그림 9-4는 information 알람, 중순위/저순위 알람 및 고순위 알람의 표시 위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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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알람 표시 

 

알람 표시 창에는 현재 활성화 된 알람 목록이 순차적으로 표시됩니다. 

 

모든 알람은 아래 그림 9-5와 같이 해당 알람 표시 창을 터치하면 현재 알람의 활성화 

된 모든 알람을 한번에 보여주는 알람 메시지 창이 표시됩니다. 

 

 

그림 9-5. 정보(Information) 알람 메시지 창 

 

 

주의: 중순위 알람과 저순위 알람이 같은 위치에 표시되므로 두 알람이 동

시에 발생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중순위 알람만 표시창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 파라미터 색상으로 저순위 알람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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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VENT 
 

환자의 생체신호 측정 중 알람이 발생하면 이벤트 데이터로 저장되며 저장된 이벤트 

데이터는 EVENT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데이터는 최대 20 개까지 저장되며, 20 개를 초과하면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삭

제합니다. 

 

가장 최근의 이벤트 데이터는 LIST 메뉴 상단에 업데이트되며 데이터가 저장된 날짜와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 데이터는 이벤트 발생 시 저장되며, 파형 데이터는 이벤트 발생 전후 10초, 총 20

초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참고. 알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화면 하단의 수동 이벤트 버튼(     )을 이용

하여 이벤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VENT 팝업 화면이 나오려면,  

⚫ SCREEN smart button을 선택한다. (     ) → EVENT를 선택한다. 

 

화면 레이아웃 
 

 

그림 10-1. EVENT 팝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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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표식 설명 

표식 설명 

(A) 이벤트 파형 데이터 영역 

(B) 보고있는 이벤트 데이터의 저장 날짜 및 시간 

(C) 이벤트 숫자 데이터 영역 

 

메뉴 
 

메뉴 계층 구조 

 

메뉴 설명 

 

표 10-2. EVENT 메뉴 설명 

메뉴 설명 

LIST 

저장된 이벤트 데이터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목록에서 이벤트를 선택하면 저장된 파형과 수치 데이터를 볼 수 있

습니다. 

|< 
이벤트 파형 데이터의 위치를 시작 위치(-10초)로 이동합니다.. 

 

EVENT

LIST

|<

<<

>>

>|

DELETE

SELECT

TRACE 1

TRACE 2

TRACE 3

TRACE 4

TRACE 5

PRINT SET

WAVE 1

WAVE 2

WAVE 3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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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파형 데이터는 이벤트 발생 전후 10초간 총 20초의 데이터이

며, 이 버튼은 이벤트 발생 10초전 위치로 이동합니다.) 

<< 이벤트 파형 데이터의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4초 이동합니다. 

>> 이벤트 파형 데이터의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4초 이동합니다. 

>| 

이벤트 파형 데이터의 위치를 종료 위치(10초)로 이동합니다.. 

 

(이벤트 파형 데이터는 이벤트 발생 전후 10초간 총 20초의 데이터이

며, 이 버튼은 이벤트 발생 후 10초 위치로 이동합니다.).) 

DELETE 저장된 모든 이벤트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SELECT 

이벤트 창에서 5개 파라미터의 웨이브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사용자는 5개의 TRACE 각각에 대해 원하는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PRINT SET 

이벤트 데이터는 제품에 설치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프린터는 3개 채널의 파형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는 3개 채널에 출력할 파형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PRINT 이벤트 데이터 인쇄를 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참고. 이벤트 화면에서 메뉴 버튼 사이 (<>)로 표시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ENCODER를 한 번 누릅니다. 

 

ENCODER를 사용하여 파형 데이터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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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rend 
 

V15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측정 시 1분마다 모든 측정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저장합니

다. 

 

저장된 Trend 데이터는 TEXT TREND와 GRAPH TREND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

습니다. 

 

GRAPH TREND 화면에서는 저장된 수치 데이터를 추세선으로 볼 수 있어 환자의 상태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Trend 데이터는 총 7 일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며, 7일을 초과하면 가장 오래

된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삭제됩니다. 

 

 

Text Trend 화면 
 

 

그림 11-1. Text Trend 팝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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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표식 설명 

표식 설명 

(A) Trend data 파라미터 명칭 

(B) 
현재 검토중인 Trend 데이터가 저장되는 날짜입니다.  

(yyyy-mm-dd) 

(C) Trend 수치 데이터 영역 

(D) 
표시중인 Trend 데이터가 저장된 시간 표시 영역 

(hh : mm) 

 

 참고. Text trend 화면은 한 화면에 6 개의 Trend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C와 D에서 배경색이 다르게 표시되는 현재 검토중인 데이터의 날짜는 B에 표시됩니다. 

 

Text Trend 메뉴 
 

메뉴 계층구조 

 

  

TREND

▲

▼

|<

<<

<

>

>>

>|

DELETE

GRAPH TREND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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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표 11-2. Text Trend 메뉴 설명 

메뉴 설명 

▲ Text trend 화면에 표시된 파라미터 항목을 변경하는 기능 

 

(총 5 개 그룹으로 구성) ▼ 

INTERVAL Trend 데이터의 표시 시간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Trend 데이터의 첫 번째 위치로 한번에 이동합니다. 

<< Trend 데이터를 한 화면 씩 이전 데이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Trend 데이터를 하나씩 이전 데이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Trend 데이터를 하나씩 최신 데이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Trend 데이터를 한 화면 씩 최신 데이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Trend 데이터의 최신 데이터 위치로 한 번에 이동합니다. 

DELETE 저장된 모든 Trend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GRAPH 

TREND 
Graph Trend 화면이 표시됩니다. 

PRINT Trend 데이터 인쇄가 시작됩니다. 

 

 

 참고. Trend 화면에서 메뉴 버튼 사이 (<>)로 표시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ENCODER를 한 번 누릅니다. 

 

ENCODER를 사용하여 Trend 데이터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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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Trend 화면 
 

 

그림 11-2. Graph Trend 팝업 화면 

 

 

표 11-3. 표식 설명 

표식 설명 

(A) Graph trend data 파라미터 명칭 

(B) 
표시 막대(Indicating-bar) 위치의 데이터 날짜 / 시간 

(yyyy-mm-dd   hh:mm) 

(C) 표시 막대(Indicating-bar) 

(D) Trend 파형 출력 영역 

(E) 표시 막대(Indicating-bar) 위치의 수치 데이터 값 

 

 참고. Graph Trend 메뉴 버튼 사이 (<>)로 표시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ENCODER를 

한 번 누릅니다. 

ENCODER를 사용하여 표시 막대(Indicating-bar)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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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Trend 메뉴 
 

메뉴 계층구조 

 

 

메뉴 설명 

 

표 11-4. Graph Trend 메뉴 설명 

메뉴 설명 

▲ Graph Trend 화면에 표시된 파라미터 항목을 변경하는 기능 

 

(총 5개 그룹으로 구성) ▼ 

INTERVAL 
표시 막대(Indicating-bar)가 한번에 이동하는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 
표시 막대(Indicating-bar) 위치를 이전 데이터로 이동하면서 Trend 데

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시 막대(Indicating-bar) 위치를 최신 데이터로 이동하면서 Trend 데

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LETE 저장된 모든 Trend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비활성화됨) 

TEXT TREND Text trend 화면이 표시됩니다. 

 

 참고. Graph Trend 메뉴 버튼 사이 (<>)로 표시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ENCODER를 

한 번 누릅니다. 

ENCODER를 사용하여 표시 막대(Indicating-bar)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TREND GRAPH TREND

▲

▼

INTERVAL

<

>

DELETE

TEX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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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자 관리 
 

 

개요 
 

V15는 MAIN과 TM이 분리되면 각각 Trend를 저장합니다. 

 

MAIN과 TM이 연결되었을 때, 선택되는 조건에 따라 Trend 및 환자 정보가 동기화 됩

니다 

 

TM에 저장되는 Trend 데이터는 HR, SPO2, SPO2 PR, RESP, NIBP, TEMP1 입니다. 

 

 

참고 

MAIN과 TM간에 시간차가 있을 경우 TM의 데이터에 시차가 적용됩

니다. 

위 사항은 STD1에만 적용됩니다. 

 

 

SELECT PATIENT 기능 
 

SELECT PATIENT 메뉴는 환자 ID가 없거나 MAIN과 TM에 환자 ID가 다를 경우 표시됩

니다. 

 

사용자가 X 버튼을 누르면 SELECT PATIENT 메뉴가 사라지고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각 기능이 실행되고 TM의 trend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그림 12-1. SELECT PATIENT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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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선택 

 

아래 표에 표시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표12-1. MAIN data 선택 시 

구분 사용 여부 

MAIN 환자 정보 O 

TM 환자 정보 X 

MAIN Trend 데이터 O 

TM Trend 데이터 X 

 

TM 선택 

 

아래 표에 표시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표12-2. TM data 선택 시 

구분 사용 여부 

MAIN 환자 정보 X 

TM 환자 정보 O 

MAIN Trend 데이터 X 

TM Trend 데이터 O 

 

 

SAME PATIENT 선택 

 

아래 표에 표시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표12-3. SAME PATIENT 선택 시 

구분 사용 여부 

MAIN 환자 정보 O 

TM 환자 정보 X 

MAIN Trend 데이터 O 

TM Trend 데이터 O 

 

SAME PATIENT는 TM HR, SPO2, SPO2 PR, RESP, NIBP, and Temp1 데이터를 MAIN에 병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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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ATIENT 선택 

아래 표에 표시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표12-4. SAME PATIENT 선택 시 

Category Use status 

MAIN Patient Data X 

TM Patient Data X 

MAIN Trend data X 

TM Trend data X 

 

NEW PATIENT 는 MAIN과 TM의 TREND 및 환자 정보를 초기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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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ini-Trend 
 

Mini-Trend는 환자의 생체 신호와 Trend 데이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Mini-Trend 2시간 동안의 Trend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참고. 2시간 이상의 Trend 데이터는 TREND 팝업 화면을 확인하십시오. 

 참고. Mini-Trend 기능은 Full waves와 ESN screen에서만 활성화됩니다. 

 

MINI-TREND 화면을 사용하려면,  

⚫ SCREEN smart button을 선택한다. (     ) → MINI-TREND  

 

화면 레이아웃 
 

 

그림 13-1. Mini-Trend 화면 

 

그림 13-1에 표시된 부분은 Mini-Trend 영역이고, 수평 격자는 1개는 30분입니다. 

 



V15 User Manual   Mini-Trend 

91 

 

 

메뉴 
 

메뉴 계층구조 

 

 

메뉴 설명 

 

표 13-1. Mini-Trend 메뉴 설명 

메뉴 설명 

SCREEN ON/OFF 이 메뉴에서 Mini-Trend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PARAMETER SET 

Mini-Trend 화면에 표시할 파라미터 종류를 설정하는 메뉴입니

다. 

(최소 1개에서 최대 12개의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Mini-Trend를 지원하지 않는 화면으로 전환하면 Mini-Trend 기능이 자동으로 

꺼집니다Mini-Trend is a function that allows you to view trend data at the same time as  

 

MINI-TREND

SCREEN ON/OFF

PARAMETE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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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rug Dose Calculation 
 

경고 : 약물 투여량은 환자의 상태 및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계산값이 약물 투여량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의: 제품에서 명시되지 않은 약물 종류 이외의 것은 투여량 계산값의 오

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계산 기능은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 할 약물의 복용량, 비율 등을 결정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DRUG CALCULATION 화면을 사용하려면,  

⚫ SCREEN smart button을 선택한다. (     ) → DRUG CALCULATION 

 

화면 레이아웃 
 

 

그림 14-1. Drug Calculation 팝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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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메뉴 계층구조 

 

메뉴 설명 

표 14-1. Drug Dose Calculation 메뉴 설명 

기호 항목 설명 

(A) 

DRUG NAME 

약물 목록에서 약물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종류 : Dopamine, dobutamine, epinephrine, aminophylline, nipride, 

nitroglycerin, heparin, diazepam, penicillin, pitocin, insulin, lidocaline, fentany1, 

procainamide, cephalothin-cefobid, drug A~E) 

BODY WEIGHT 환자의 체중    단위 : kg, lb 

AMOUNT 총 약물 투여량   단위 : g, mg, mcg 

SOL VOLUME 약물이 희석된 용액의 총량 

DOSE 

단위 시간당 투여 량 

단위 : mcg/min, mcg/hour, mcg/kg/min, mcg/kg/hour, mg/min, mg/hour, 

mg/kg/min, mg/kg/hour, g/min, g/hour, g/kg/min, g/kg/hour 

INFUSION RATE 
SOL VOLUME의 주입 속도 

단위: ml/hour, ml/min 

DRIP VOLUME 한 방울마다의 양 (15, 20) 

(B) 
TITRATION 

CHART 

각기 다른 적정 투약량에 대응하는 주입속도 차트 

(차트 내용 인쇄 가능) 

DRUG CALCULATION

DRUG NAME

BODY WEIGHT

AMOUNT

SOL VOLUME

DOSE

INFUSION RATE

DRIP VOLUME

TITRATION CHART

PRINT

<<

>>

EXIT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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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OxyCRG 
 

OxyCRG 팝업화면은 초당 4회의 고해상도로 저장된 HR, SpO2, Resp 값에 대한 추이를 

보여줍니다. 

 

최대 10분간의 data 가 저장되며, SPAN 설정에 따라 다양한 시간폭으로 data 변화추이

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10분이 초과된 data 는 새로 생성되는 data 에 의해 대체됩

니다. 

 

Wave 영역의 시간폭은 SPAN 설정에 따라 변화됩니다.. 

 

OxyCRG 팝업화면을 열기 위해서는  

⚫ SCREEN 스마트버튼 (  ) → OXY-CRG 을 선택합니다. 

 

화면구성 

 

그림 15-1. OxyCRG 팝업화면 구성 

 

표 15-1. 기호설명 

기호 설   명 

(A) 지시 바 위치에서의 최대값 

(B) 지시 바 위치에서의 최소값 

(C) 지시 바 위치의 시간 

(D) 지시 바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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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메뉴 계층도 

 
 

메뉴 설명 

 

표 15-2. OxyCRG 메뉴 설명 

메 뉴 설   명 

SCROLL 

지시 바를 스크롤 상태로 활성화합니다.. 

활성화되면 버튼의 배경색이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wave 영역을 터치하는 방법으로도 지시 바의 위치를 옮

길 수 있습니다.) 

SPAN 
Wave 영역의 시간폭을 변경합니다.. 

(2 / 4 / 6 / 8 / 10 minutes) 

PAUSE 
Wave 영역의 갱신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활성화되면 버튼의 표시글자가 ‘GO’ 로 변경됩니다. 

 

 

 

 

 

 

OXY-CRG

SCROLL

SPAN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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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RRHYTHMIA REVIEW 
 

Arrhythmia review 기능은 Arrhythmia Event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저장

해서 화면에 나타내 줍니다 

Arrhythmia review 창을 통하여 Arrhythmia의 발생시기와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발생당시의 ECG wave, HR, Lead별 ST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Arrhythmia review 는 최대 100개 까지의 review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벤트가 List 맨 윗줄부터 업데이트 됩니다. 

 

 참고 : 최대 100개 까지의 review 데이터가 저장된 다음부터는 100번 review 데이터

가 자동으로 삭제되고 다음 이벤트가 저장됩니다. 

 

 참고 : Arrhythmia review 데이터는 Arrhythmia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0초 동

안의 wave 데이터가 저장되며, 수치 데이터는 발생 시점의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Arrhythmia review 팝업화면을 열기 위해서는  

⚫ SCREEN 스마트버튼 (  ) → ARRHYTHMIA REVIEW 를 선택합니다. 

 

 

화면구성 

 

그림 16-1. ARRHYTHMIA REVIEW 팝업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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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 기호설명 

기호 설   명 

(A) 저장된 ECG wave 중 선택한 Lead의 총 wave 데이터 표시 창 

(B) (A) 영역에서 선택한 부분의 wave 확대 표시 창 

(C) Arrhythmia review 데이터 저장 날짜 및 시간 

(D) Arrhythmia 발생 시 ECG 수치 데이터 

(E) Arrhythmia 종류 

 

 

 

 

그림 16-2. ARRHYTHMIA List 화면 구성 

 

 

표 16-2. 기호설명 

기호 설   명 

(A) 저장된 Arrhythmia review 데이터 순번 

(B) Arrhythmia Event 발생 날짜 및 시간 

(C) Event 발생 시점의 HR, ST 값 

(D) Arrhythmia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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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메뉴 계층도 

 
 

메뉴 설명 

 

표 16-3. ARRHYTHMIA REVIEW 메뉴 설명 

메 뉴 설   명 

SCROLL 

Wave 영역의 뷰 파인더를 스크롤 상태로 활성화합니다. 

활성화되면 버튼의 배경색이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wave 영역을 터치하는 방법으로도 뷰 파인더의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LIST 

저장된 Arrhythmia review 데이터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st에서 선택한 review 데이터가 Arrhythmia review 창에 

표시됩니다. 

(review 데이터를 선택하면 list 창은 닫힙니다.) 

LEAD 

Review 창에서 표시할 ECG wave의 lead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LEAD I ~ LEAD V6) 

GAIN 
확대한 Wave 데이터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5, 5, 10, 20, 30, 40 mm/mV) 

CAEAR 저장된 review 데이터를 모두 지웁니다. 

 

ARRHYTHMIA REVIEW

SCROLL

LIST

LEAD

GAIN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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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전도(ECG) 측정 

경고 및 주의 사항 
 

경고: 설치하기전 환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십시오. V15를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십시

오. 

 

경고: V15와 함께 제공된 ECG케이블 만 사용하십시오.  

 

경고: 전기 수술기를 사용할 때는 V15를 만지지 마십시오. 잘못된 측정값으로 환자에게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고: 제세동기를 사용 중일 때는 제품이나 환자를 만지지 마십시오. 

 

경고: 손상된 ECG 케이블과 전극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V15는 방수제품이 아닙니다. 액체에 넣거나 물로 청소하지 마십시오. 

 

경고: V15를 직사광선, 자외선 증기, 과산화수소로부터 멀리하십시오. (언급된 것으로V15

를 멸균하지 마십시오.) 

 

경고: 일회용 전극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겔이 건조하면 전극을 교체하십시

오. 

 

경고: V15는 제세동기의 보호회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 값은 제세동기 및 전기 수술

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심박 조율기로 인해 환자의 부정맥이 검출될 때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측정 가능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심박 조율기가 있는 환자의 ECG 메뉴에서 ‘PACEMAKER ON’을 

선택하십시오.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알람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경고: V15는 잘못된 알람이 발생하거나 부정맥 분석을 위한 알람이 작동하지 않을 수있

습니다. 다양한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정맥 분석은 환자의 파형에 대한 모니터링

을 사용하는 것이며 병원 스텝들은 응급환자에 대해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SETUP -> BEEP SIGNAL -> SpO2”로 설정되면 부정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SpO2 beep 

우선순위가 설정된 경우 부정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고: 파형 분석시 모니터링 필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곡된 파형을 보여줄 수 있습

니다. ECG 파형을 분석하기 전에 필터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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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Administrator mode” 설정에 따라 알람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전기수술기(ESU)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수술기 및 

접지 판에서 동일한 거리에 환자 리드를 배치해야 합니다. ESU 케이블과 ECG 케이블을 

함께 얽지 마십시오. (고주파 수술) 

 

경고: 전기수술기(ESU)를 사용하는 경우 ECG 신호에 많은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ECG전극을 ESU의 접지 판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경고: 사용하는 ECG 케이블 타입을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측정되지 않고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IEC 60601-2-27: 2005 6.8.2 aa)) 15 : The amplitude, pulse width and overshoot 

of pacemaker pulses that are rejected by the EQUIPMENT. :  

 amplitude : ±4~±700mV, width : 0.2~2ms, overshoot : 0 ~ 4ms 

◼ IEC 60601-2-27: 2005 6.8.2 bb)) 1) : performance specification 

 square wave, 32kHz, 130mVp-p, 29.81uA 

◼ IEC 60601-2-27: 2005 6.8.2 bb)) 2) : QRS 1mV/100ms, 80bpm, T-wave duration 

180ms, QT interval 350ms rcord the T-wave amplitude values that do not affect 

the HR measurements for each bandwidth for the waveform. Removable up to 

5mV : 

◼ IEC 60601-2-27: 2005 6.8.2 bb)) 4): Heart rate meter accuracy and response to 

irregular rhythm. 

A1:80, A2:60, A3:120, A4:88~94 

◼ IEC 60601-2-27: 2005 6.8.2 bb)) 5) : Response time of heart rate meter to change 

in heart rate  80 ->120 bpm 63% 7sec , 80 -> 40 bpm 63% 9sec  

( Set criteria : ECG -> CONFIG -> HR CALC. 4 set ) 

◼ IEC 60601-2-27: 2005 6.8.2 bb)) 6): Time to ALARM for tachycardia 

B1 : 6sec, B2 : 8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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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CG는 심장 근육의 탈분극 및 재분극 과정에서 ECG LEAD를 통해 전자 에너지를 얻은 

파동입니다. 

 

전극을 연결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오른쪽 팔, 왼쪽 팔, 왼쪽 다리 (3-Lead) 

2. 오른쪽 팔, 왼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가슴 (5-Lead) 

 

V15는 전극의 신호를 증폭후에 나타냅니다. 

 

 

연결 설정 
 

준비 

 

최상의 ECG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려면 전기신호가 양호한 상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ECG 측정을 위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피부의 털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II. 노인의 경우 각질 조직을 제거하세요. 

 

III. 알코올이나 피부 세정제로 피부를 닦으십시오. 

 

IV. 전극을 놓지 전에 전극을 놓을 영역을 건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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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의 위치  

 

두 종류의 리드가 있습니다. 

AHA: American Association (U.S.A) 

IEC: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Europe) 

 

전극 부착 위치는 표 16-1 참조 

  

표17-1. ECG Color 

LEAD AHA AHA Label IEC IEC Label 

Right Arm White RA Red R 

Left Arm Black LA Yellow L 

Left Leg Red LL Green F 

Right Leg Green RL Black N 

Chest Brown V White C 

 

Accessory 연결 

 

V15에 연결 

 

 

그림17-1. ECG cable 연결 – STD1 

 

I. ECG 케이블을 환자 모니터 왼쪽에 녹색 ECG 소켓에 연결합니다. 

 

II. ECG 전극의 연결 : 파형 및 측정 값의 부정확성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제조

업체의 전극만 사용하십시오.  

 

III. 그림 16-2 또는 16-3과 같이 ECG 전극을 환자에게 부착합니다. 

 

IV. ECG Channel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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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환자 케이블 및 센서 레이드의 모든 커넥터는 물리적으로 당겨도 분리되지 않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결 및 분리 시 주의하십시오. 

 

 

환자에게 Accessory 부착방법 

 

5LEAD 케이블의 전극 위치 

  

LEAD 케이블 사용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I. 오른팔 전극과 왼팔 전극은 좌우 쇄골에 최대한 가깝게 부착해야 합니다. 

 

II. 오른쪽 다리 전극과 왼쪽 다리 전극을 흉부 모서리의 발달되지 않은 근육에 

배치합니다. 

 

III. 전극을 확인하려면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3LEAD 케이블의 전극 위치 

 

I. 3LEAD 케이블의 사용 방법과 5LEAD 사용 방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II. 오른팔 전극과 왼팔 전극은 좌우 쇄골에 최대한 가깝게 부착해야 합니다. 

 

III. 왼쪽 다리 전극을 흉부 모서리의 발달되지 않은 근육에 놓습니다. 

 

IV. 그림 17-3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7-2. 전극 부착 위치 (3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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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G 화면 
 

아래 그림은 ECG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림17-3. ECG 영역 

 

ECG Wave 

 

3 Lead를 선택하면 하나의 wave가 표시됩니다. Lead I, II, II중 하나의 wave를 선택할 수 

있다.  

 

5 Lead를 선택하면 3개의 wave가 표시됩니다. Lead I, II, II, aVR, aVL, aVF, V1 중 세개의 

wave를 선택할 수 있다. 

 

 

ST Level 

 

ST Level은 기저선을 구성하는 PR 분절과 ST 분절 사이에 수평적 비교로서 측정됩니다. 

 

사용자는 J 점으로부터 8가지 ST 측정 점 (80, 70, 60, 50, 40, 30, 20, 0ms)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측정치는 정상적인 심장 박동에서만 가능하며 비정상적인(예를 들어 조기 심실

수축, 심실 빈맥 등) 경우와 Pacemaker의 경우도 ST 구분의 형태를 외곡할 수 있어 ST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그림 17-4. ST Level 

 

 

V15의 ST I/ II/ III / aVR / aVL / aVF/ V1 은 각 ECG Lead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ECG Lead마

다 ST Level 분석을 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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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ST I의 분석 값이 설정된 알람 값을 벗어나 알람이 발생하면 화면 우측의 ST 

I Level이 깜박이더라도 나머지 ST Level 값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경고: ST Level의 상승 또는 하강의 변화에 대한 심각성 여부는 의료진에 의해 결정되어

야 합니다. 

 

 

ECG 수치화면 

 

심박수 측정 화면이 표시된다.  

 

 

ECG Message Box  

 

Pacemaker ON/OFF 메시지는 아래와 같이 ECG Message Box에 표시됩니다. 

 

 

그림17-5. Pacemaker Message 

 

 

ECG에서 부정맥(Arrhythmia)은 심장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부정맥이 켜져 있을 때, 부정맥의 Alarm Type은 모두 High 입니다. 

 

ECG 부정맥 메시지는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표17-2. Arrhythmia Message 

Arrhythmia 

message 
Description 

ASYS Asystole or electromotive disassociation. NO beats. 

VFIB Ventricular flutter/fibrillation.  

PVC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in. 

VTAC Ventricular tachycardia. PVCs at 180 BPM 

BGM Ventricular bigeminy. Normal beat followed by a PVC, repeated. 

TGM Ventricular trigeminy. Two normal beats followed by a PVC, repeated. 

CPT Couplet. Two PVCs together in a series with normal beats, repeated. 

SBRD Sinus bradycardia. Normal sinus rhythm below 60 BPM. 

ATAC Atrial tachycardia. Normal sinus rhythm over 140~220 BPM 

SVT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Normal sinus rhythm over 220 BPM 

VENT Ventricular rhythm 

TPT Three PVCs together in a series with normal beats,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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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on T Superimposition of an ectopic beat on the T wave of a preceding beat 

 

ECG Lead Message Box  

 

표 17-3. Lead Message 

Message Description 

LEAD OK Good connection of the cable.  

LEAD OFF Bad connection of th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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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G 기능 
 

사용자가 ECG 수치 영역을 선택하면 ECG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X를 누르면 ECG 메뉴가 사라집니다. 

 

그림 17-6. ECG Menu 화면 – STD1 

 

 

 

CABLE 

 

3-Lead, 5Lead, EKG(Option) 세가지 종류의 Cable을 선택 가능합니다. 

 

 

LEAD  

 

CH1, CH2, CH3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H1 ~ CH3는 LEAD I, II, III, aVR, aVL, aVF, V1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KG Option: V2~V6) 

 

사용자가 3 LEAD를 선택하면 ECG I, II, III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PEED  

 

ECG wave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ECG wave는 6.25, 12.5, 25, 50mm/sec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GAIN 

 

ECG wave의 GAIN을 제어합니다. 

 

ECG wave는 2.5, 5, 10, 20, 40mm/mV의 Gain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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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CALC (“관리자 암호 입력 후 변경 가능”) 

사용자는 HR의 계산 beat를 4, 6, 8, 10, 12, 14, 16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TING 

 

ST: ST J+ 0, 20, 30, 40, 50, 60, 70, 80ms. 

 

PACEMAKER: OFF, ON. 

 

ARRHYHMIA: OFF or ON 

 

 

HR ALARM 

 

아래와 같이 각 알람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HIGH alarm set: 0-300, OFF. 

⚫ LOW alarm set: OFF, 0~300.  

⚫ TYPE alarm set: HIGH, MEDIUM, LOW, OFF. 

 

 

FILTER  

 

Notch는 50Hz, 60Hz, OFF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Filter는 0.5~40Hz, 0.5~80Hz, 0.05~40Hz, 0.05~80Hz, Monitoring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T ALARM 

 

5 LEAD에서는 7개의 data를 측정합니다.  (ST I ~ ST V1) 

EKG Cable 은 5개 데이터추가 (ST V2 ~ ST V6) 

 

3 LEAD에서는 3개의 data중 선택된 LEAD의 ST를 측정합니다. (ST I ~ ST III) 

 

5 LEAD에서는 ST I ~ ST V1의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KG Option: ST V2 ~ ST V6) 

 

3 LEAD에서는 ST I ~ ST III의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각 알람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HIGH alarm set: -9.9 ~ 9.9, OFF. 

⚫ LOW alarm set: OFF, -9.9 ~ 9.9, OFF. 

⚫ TYPE alarm set: HIGH, MEDIUM, LOW,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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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TM 

 참고: 아래 사항은 STD1에만 적용됩니다. 

 

LEAD는 CH1 한가지 입니다.  

 

CH1은 6.25, 12.5, 25, 50mm/sec 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H1은 2.5, 5, 10, 20, 40mm/mV 의 Gain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CH1은 LEAD I, II, III, aVR, aVL, aVF, V1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KG Option: V2~V6) 

 

만약 사용자가 3Lead를 선택하면 ECG I, II, II wave 중 하나의 wave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참고 

◼ 긴 T-wave 제거기능: 0.2~1.2mV 

◼ 심박 조율기 펄스 거부 기능: ±2~700mV, 0.1~2.0ms 

◼ - FILTER - 

1) 0.5Hz 선택: 기준선 움직임이 심하고 ECG 진단 (부정맥, 

ST)이 필요하지 않을 때 사용 

2) 0.05 Hz 선택: 기준선 움직임이 심하지 않고 심전도 (부

정맥, ST)가 필요할 때 

3) 40Hz 선택: 주로 인체에 사용 

4) 80 Hz 선택: 동물에 사용 (QRS 복합체의 주파수 범위는 

인체보다 넓습니다). 

5) Monitoring: 0.5 ~ 40Hz filter + 5- 6th moving average 

filter (매우 노이즈가 심한 경우) 

◼ 일회용 전극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피부 프러블, 

wave 파형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극을 사용하기 전에 환자의 피부를 씻으십시오. 로션, 오일 

등을 바르면 전극의 접착력이 낮아지고 ECG 반응 시간이 길

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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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KG 측정 (Optional) 
 

연결 설정 
 

준비 

 

최상의 EKG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려면 전기신호가 양호한 상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EKG 측정을 위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피부의 털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II. 노인의 경우 각질 조직을 제거하세요. 

 

III. 알코올이나 피부 세정제로 피부를 닦으십시오. 

 

IV. 전극을 놓지 전에 전극을 놓을 영역을 건조시킵니다. 

 

전극의 위치 

 

두 종류의 리드가 있습니다. 

 

AHA: American Association (U.S.A) 

IEC: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Europe) 

 

전극 부착 위치는 표 17-1 참조 

 

표18-1. EKG Color 

LEAD AHA AHA Label IEC IEC Label 

Right Arm White RA Red R 

Left Arm Black LA Yellow L 

Left Leg Red LL Green F 

Right Leg Green RL Black N 

Chest Brown V1 White C1 

Chest Brown V2 White C2 

Chest Brown V3 White C3 

Chest Brown V4 White C4 

Chest Brown V5 White C5 

Chest Brown V6 White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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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y 연결 

 

Connection with V15 

 

 

그림18-1. EKG cable 연결 – STD1 

 

I. EKG 케이블을 환자 모니터 왼쪽에 녹색 및 갈색 소켓에 연결합니다.  

 

II. ECG 전극의 연결 : 파형 및 측정 값의 부정확성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제조

업체의 전극만 사용하십시오. 

 

III. 그림 17-2와 같이 EKG 전극을 환자에게 부착합니다. 

 

IV. EKG 모드를 설정합니다. ECG -> CABLE -> EKG 

 

V. 7/12 Lead ECG Screen을 설정합니다. SCREEN CHANGE -> 7/12 LEAD 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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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pO2 측정 
 

경고 및 주의 사항 
 

경고: 제조업체에서 승인 한 SpO2를 사용하십시오. 사용자가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고: 고정 테이프로 센서를 너무 조이면 (잘못된 케이스) 환자가 피부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경고: 동맥 카테터 및 정맥 주입기 근처에서 센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손상된 SpO2 센서와 광학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환축감시장치를 물을 포함한 액체에 넣지 마십시오. 물로 환축감시장치를 청소하

지 마십시오. 

 

 

경고: 환축감시장치를 자외선, 직사광선, 증기 및 과산화수소로 소독하지 마십시오. 

 

 

경고: 환자가 SpO2 센서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SpO2 센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MRI 작동 중에는 SpO2 연소 위험이 있으므로 SpO2 센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환자가 불편 함을 느끼면 즉시 SpO2 센서를 제거하십시오. 

 

 

경고: 측정 과정에서 환자가 움직이거나 인공 그림자로 인해 측정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소아 또는 유아를 측정 할 때 발생합

니다. 

 

 

경고: 손상된 프로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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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장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프로브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4 시간마다 환자

의 SpO2 부착 부위를 확인하십시오. (2시간마다: 성인용 SpO2 센서 재사용 가능. 소아

과 함께 사용할 경우 2시간마다 SpO2 센서를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값이나 피부 손상 

또는 압력에 의한 괴저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굳은 살과 매니큐어가 올바른 SpO2 

측정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주의하십시오. 혈류가 낮은 환자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환자

가 혈류가 낮은 경우 2시간마다 확인하십시오. 

 

경고: 요점 확인 : SpO2 센서의 올바른 위치, 피부 상태, SpO2 센서의 올바른 부착. 

 

 

경고: 작동 램프 (크세논 가스 요소), 빌리루빈 조명, 형광등, 적외선 및 태양 광과 같은 

강한 조명으로부터 SpO2 센서를 가리십시오. 

 

 

주의: 오용시 잘못된 값이나 파형이 표시 될 수 있습니다. 

 

I. 승인되지 않은 센서 또는 센서 오용. 

 

II. SpO2 센서는 작동 램프 (크세논 가스 요소), 빌리루빈 조명, 형광등, 적외선, 

태양 광 및 난방 시스템과 같은 강한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I. 환자가 많이 움직일 때. 

 

IV. 제세 동기, 고주파 전기 수술 장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V. 정맥혈 맥박 

 

VI. 혈압, 압박 붕대, 동맥 카테터, 혈관 내부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VII. 환자가 저혈압, 심각한 혈관 수축, 빈혈, 저체온증이 있는 경우. 

 

VIII. SpO2 센서 근처의 관상 동맥 폐색 

 

IX. 환자가 심장 마비 또는 쇼크 상태 일 때. 

 

 

주의: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펄스 신호가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I. 센서가 너무 조여 졌을 때. 

 

II. 센서가 조명, 센서의 올바른 위치, 환자에게 조명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III. 낮은 혈류량과 낮은 신호. 

 

IV. 의료용 조명, 빌리루빈 조명 또는 센서에 대한 많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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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압박 붕대 또는 팔목 아래의 다리 또는 팔 측정 

 

VI. 매니큐어로 빛 신호가 차단 되었을 때 

 

 

주의: 측정 값은 의료용 조명 (제논 조명), 빌리루빈 조명, 형광등, 난방기구, 적외선 조

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환자의 Oxyhemoglobin 또는 Methemoglobin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SpO2 데

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혈류가 낮은 환자들은 주의해서 확인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압력

에 의한 피부 손상 및 괴저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측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센서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데이터가 없거나 데이터 정확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환자의 혈류량이 적을 때 센서를 귀나 다른 부위에 부착하십

시오.  

◼ 센서를 전기수술기에서 멀리 두십시오. 

◼ 센서를 부착하기 전에 피부에서 기름을 제거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센서와 피부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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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산소포화 농도는 동맥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포화 정도를 나타냅니다.  

 

SpO2는 헤모글로빈이 운반할 수 있는 산소량에 대한 현재 운반하고 있는 양의 정도를 

퍼센트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SpO2는 비정상적인 hemoglobin으로 인한 carboxy hemoglobin또는 methemoglobin의 

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연결 설정 
 

환자를 위한 준비 

 

올바른 SpO2 측정을 위해 해야 할 일 

 

I. 권장 위치 : 귀, 손가락, 발가락. 

 

II. SpO2 센서 부품을 깨끗하게 합니다. 

 

III. SpO2 센서를 환자가 원하는 곳에 부착합니다.  

 

IV. 안정적인 측정을 위해 환자의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하며, Probe의 케이블은 고

정시켜 주십시오. Sensor의 움직임이 없게 주의해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Accessory 연결 

 

환축감시장치의 왼쪽 SpO2 아이콘이 있는 곳에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그림19-1. SpO2 케이블 연결 – ST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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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2 sensor 부착 방법 

 

그림19-2. Probe 연결 

 

 

I. SpO2 센서를 동물에게 부착합니다. 

 

II. 측정값이 잠시 후 표시됩니다. 

 

 

SpO2화면 

 

SpO2 측정 화면 

 

 

그림19-3. Display - SpO2 

 

 

SpO2 상태 메세지 

 

표 19-1. SpO2 상태 메세지 

메세지 설명 

STANDBY Standby for measuring 

SEARCH Preparing for measuring 

CHECK PROBE No properly connected 

STABLE Measuring is stable 

UNSTABLE .Measuring is unstable. 

SMALL SIGNAL Signal is small. 

STRONG LIGHT Strong lights around SpO2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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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2 APG 화면 
 

SpO2 APG 측정 화면 

 

그림19-4. Display - SPO2 APG 

 

 

APG에 대한 설명 

 

맥파는 심장의 박동에 따른 흉벽 및 대혈관의 박동을 파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APG로 혈관의 탄력성을 통해 혈관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APG 측정 값: 1 ~ 8로 표시되며 혈관의 연령대도 표시됩니다. 측정 값이 높을수록 혈관

의 나이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SpO2 기능 
 

SpO2 Numeric Area를 선택하면 SpO2 메뉴가 나타납니다. 

모든 기능은 SpO2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X버튼을 누르면 SpO2 메뉴가 닫힙니다. 

 

아래 그림은 SpO2 메뉴를 보여줍니다. 

 

 

 

그림 19-5. Displays - SpO2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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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SpO2 wave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4단계: 6.25, 12.5, 25, 50mm/sec 

 

GAIN 

 

SpO2 wave의 GAIN을 제어합니다. 

 

6단계: x0.25, x0.5, x1, x2, x3, x4 

 

AVERAGING 

 

SpO2 평균 계산 주기를 제어합니다.  

 

9단계 Steps: 2,3,4,5,6,7,8,9,10 

 

APG 

 

APG를 ON/OFF 할 수 있습니다. 

 

SpO2 ALARM 

 

각 알람에 대한 설정범위 

 

⚫ HIGH alarm 설정: 0~100, OFF 

⚫ LOW alarm 설정: OFF, 0~100 

⚫ TYPE alarm 설정: HIGH, MEDIUM, LOW, OFF. 

 

PR ALARM 

 

각 알람에 대한 설정범위 

 

⚫ HIGH alarm 설정: 0~300, OFF 

⚫ LOW alarm 설정: OFF, 0~300 

⚫ TYPE alarm 설정: HIGH, MEDIUM, LOW, OFF. 

 

SETUP TM 

 참고: 아래 사항은 STD1에만 적용됩니다. 

 

SpO2의 속도를 6.25, 12.5, 25, 50mm/sec 로 설정 가능하다. 

SpO2의 GAIN을 x0.25, x0.5, x1, x2, x3, x4 로 설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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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asimo SpO2 (선택사양) 
 

Masimo SpO2 화면 

 

Masimo SpO2 측정 화면.  

 

 

그림 20-1. Masimo SpO2 화면 

 

 

개요 
 

V15 Masimo SET 동작 지침은 V15 Masimo SET Pulse Oximetry 시스템의 모든 모델을 올

바르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설명서에는 사용자가 소유한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맥박 산소 측정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V15 Masimo SET 

Pulse Oximetry의 특징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의 지침을 완전히 읽지 않고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V15 Masimo SET Pulse 

Oximeter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이 장치를 소유하거나 구매한다고 해서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

은 승인되지 않은 센서 또는 케이블을 단독으로 혹은 이 장치와 결합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라이센스가 전달되지 않습

니다. 

 

Masimo 특허:  www.masimo.com/patents.htm. 

 

 

안전 정보, 경고, 주의 및 참고사항 

 

V15 Signal Extraction Pulse Oximeter는 건전한 엔지니어링 설계 프로세스, 위험 분석 및 

소프트웨어 검증을 따름으로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위험 가능성을 최

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http://www.masimo.com/paten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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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위험(Explosion hazard). 인화성 마취제 또는 기타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

에서 공기, 산소 농도가 높은 상황 또는 아산화질소와 함께 Pulse Oximeter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Pulse Oximeter는 무호흡 모니터(apnea monitor)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Pulse Oximeter는 조기 경보장치로 간주되어야합니다.  

환자 저산소혈증(patient hypoxemia)에 대한 추세가 나타나면 혈액 샘플을 실

험실 기기로 분석하여 환자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해야 합니다. 

 

⚫ Pulse Oximeter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용해야합니다. 

사용 전에 본 설명서, 악세서리 사용 지침, 사용 전 정보, 사양을 숙지해야 합

니다. 

 

⚫ 감전 위험(Electric shock hazard). 휴대용 장치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용도 외에

는 Pulse Oximeter의 덮개를 열지 마세요. 

자격을 갖춘 작업자만이 이 설명서에 명시된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수 있

습니다. 장비의 수리는 Masimo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료 장비와 마찬가지로 환자 케이블 연결을 주의하여 환자가 끼이거나 

목을 조를 가능성을 줄이십시오. 

 

⚫ Pulse Oximeter 또는 악세서리를 환자에게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놓지 마십

시오. 

전원 코드 또는 다른 케이블로 Pulse Oximeter를 들어올리지 마십시오. 

 

⚫ 간섭 물질(Interfering Substances) : Carboxyhemoglobin과 Methemoglobin이 판

독치를 잘못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증가 수준은 Carboxyhemoglobin의 양과 거의 동일합니다. 염료 또는 염료를 

함유한 물질이 혈액 색소를 변화시킬 경우 잘못된 판독 값을 얻을 수 있습니

다. 

 

⚫ Methemoglobin (MetHb)의 레벨이 높아지면 SpO2 측정이 부정확해집니다. 

 

⚫ 심각한 빈혈은 SpO2 측정치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MRI 중에는 pulse oximeter 또는 oximetry 센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도 전류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pulse oximeter는 MRI영상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며, MRI 장치는 oximetry 측정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신 조사(full body irradiation) 중 pulse oximetry를 사용할 시 센서를 조사영

역(irradiation field)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 센서가 빛에 노출되면 측정값이 부정확하거나 장치가 빛에 노출되는 동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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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독될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특히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텔레비전, 라디오 등 소음

이 심한 가전제품과 같이 작동 중일 때 pulse oximeter의 알람이 집 안 다른 

방에서 들릴 수 있도록 합니다.  

 

⚫ 환자를 목욕시키기 전에 pulse oximeter 를 환자로부터 완전히 제거 및 분리

합니다.  

 

⚫ 환자가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pulse oximeter를 두지마십시오. 

 

⚫ pulse oximete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pulse oximeter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전기 기기 근처에 pulse oximeter를 두지 마십시오.  

 

⚫ 비에 직접 노출되는 등 과도한 습기에 pulse oximeter를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과도한 습기로 인해 pulse oximeter가 부정확하게 작동하거나 고장날 수 있습

니다. 

 

⚫ pulse oximeter 위 또는 근처에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를 두지 않습니다. 

pulse oximeter에 액체가 쏟아지면 부정확하게 작동하거나 고장날 수 있습니

다. 

 

 

SPEED 기능  

 

SpO2 파형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4단계 : 6.25, 12.5, 25, 50mm/sec 

 

 

GAIN 기능 

 

SpO2 파형의 크기를 제어합니다.  

 

6단계 : x0.25, x0.5, x1, x2, x3, x4 

 

 

SETTING 기능 

 

SENSITIVITY, AVERAGING, FASTSAT, SMART TONE, SIQ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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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2 알람 기능 

 

알람 3단계 : High, Medium, Low 

 

⚫ 알람 설정 : off ,0~100, Off 

⚫ 알람 종류 설정 : High, Medium, Low 

 

PR 알람 기능 

 

알람 3단계 : High, Medium, Low 

 

⚫ 알람 설정 : Off, 0~300, Off 

⚫ 알람 종류 설정 : High, Medium, Low 

 

제품 설명 
 

V15 Pulse Oximeter는 비침습적 동맥 산소 포화 및 펄스 모니터입니다. 

V15는 손으로 들거나(handheld) 독립 실행형(Standalone) 모니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V15에는 백라이트 LCD(액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SpO2, 펄스 속도, 

plethysmographic 파형 및 신호 식별 및 품질 표시기(Signal IQ™)에 대한 숫자 값을 지

속적으로 표시합니다. 

V15를 사용하여 Masimo SET pulse oximetry 측정 정보를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과 혜택 
 

⚫ Masimo SET 기술은 임상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 신생아(neonate), 소아(pediatric), 유아(infant), 성인(adult)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움직임 및 저관류(low perfusion) 상태에서 정확한 모니터링이 입증되었습

니다. 

 

⚫ 범용 어플리케이션(Universal application)  : 환자 모니터 인터페이스(Patient 

Monitor Interface). 

 

⚫ Signal IQ™ : 신호 식별 및 품질, 신뢰도 표시를 위한 기능 입니다. 

 

⚫ SpO2, 펄스 속도(pulse rate), 알람, 관류지수(perfusion index), 트랜드(trend), 

pleth 파형 (비정규화[non-normalized])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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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지침 
 

V15 Pulse Oximeter와 악세서리는 비침습적으로 동맥 헤모글로빈(arterial hemoglobin)과 

펄스 속도(pulse rate, SpO2센서로 측정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V15 Pulse Oximeter와 악세서리는 움직임 및 미 움직임(motion and no motion) 조건 모

두에서 사용되며 성인(adult), 소아(pediatric), 유아(infant) 및 신생아(neonatal)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병원 유형의 시설, 이동 중(mobile) 및 가정 환경에서 

잘 관리된 혹은 잘 관리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V15 Pulse Oximeter는 검증된 다중 파라미터 환자 감시 모니터에 출력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비침습적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요 설명 

Pulse oximetry는 혈액 내 동맥 산소포화도(arterial oxygen saturation in blood)를 측정하

는 연속적이고 비침습적인 방법입니다. 

측정은 성인용의 경우 보통 손가락 끝에 신생아용은 손 또는 발에 센서를 부착하여 진

행됩니다. 센서는 환자 케이블로 pulse oximetry 기기와 연결됩니다. 

센서는 환자로부터 신호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기로 전송합니다. 

출력 기기는 아래의 세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I. 동맥 산소포화도(arterial oxygen saturation)의 백분율 값 

 

II. 펄스 속도(pulse rate, PR) 

 

III. plethysmographic 파형 

 

다음 그림은 모니터링을 위한 세팅 방법입니다. 

 

 

그림 20-2. 세팅 방법 – ST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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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리 
 

Pulse oximetry은 이하의 원리에 의해 측정됩니다. 

I. 옥시헤모글로빈(Oxyhemoglobin, oxygenated blood)과 디옥시헤모글로빈

(deoxyhemoglobin, non-oxygenated blood)은 적색 빛(red light)과 적외선 흡수가 

다릅니다.(분광 광도법[photoplethysography]) 

II. 조직(tissue)의 동맥혈(arterial blood)의 양은 맥박에 따라 변합니다. 

(photoplethysography). 

 

따라서, 동맥혈(arterial blood)마다 흡수되는 빛의 양이 다릅니다. 

 

V15 Pulse Oximeter는 2파장 맥동 시스템(two-wavelength pulsatile system)을 사용하여 산

소혈(oxygenated blood)과 탈산소혈(deoxygenated blood)을 구별합니다.  

 

신호 데이터는 적색 빛(rd)(660nm 파장) 및 적외선(ir)(660nm 파장)을 통과하여 얻습니

다. 

 

혈관침대(vascular bed, 예를 들어 손가락 끝, 손, 발)을 통해 맥동 주기(pulsatile cycle) 동

안 빛 흡수변화를 측정합니다. 

 

이 정보는 의료진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빛의 복사력은 0.79mW(최대) 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V15는 적색 빛 및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LEDs)가 장착된 센

서를 활용합니다. 이 다이오드는 검출기(사진의 photodetecter)에 빛을 전달합니다. 

 

검출기는 빛을 받아 전자 신호로 변환한 후 계산을 위해 V15에 전송합니다. 

 

 

그림 20-3 작동 원리 

 

 

V15는 센서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Masimo SET 신호 추출 기술(signal extraction 

technology)을 통해 환자의 산소 포화도(oxygen saturation)와 펄스 속도(pulse rate)를 계

산 합니다.  

 

⚫ 폭발위험(Explosion hazard). 인화성 마취제 또는 기타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

에서 공기, 산소 농도가 높은 상황 또는 아산화질소와 함께 Pulse Oximeter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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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se Oximeter는 무호흡 모니터(apnea monitor)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펄스 속도 측정(Pulse rate measurement)은 주변 흐름 펄스(peripheral flow pulse)

의 광학적 감지(optical detection)를 기반으로 하므로 특정 부정맥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Masimo SET pulse oximetry 기능이 있는 V15를 ECG 기반 부

정맥 분석의 대체 또는 대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Masimo SET pulse oximetry 기능이 있는 V15는 조기 경고 장치로 간주해야합니

다. 환자의 탈산소화(deoxygenation) 추세가 나타나면 혈액 샘플은 실험실의 

CO-산소측정기(CO-Oximeter)로 분석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 알람이 "ON"으로 설정되어 있는 동안 알람 조건(본 문서에 열거된 예외 사항 

제외)이 발생할 경우 시각적, 청각적으로 알람 조건을 표시합니다. 

 

⚫ Masimo SET pulse oximetry 기능이 있는 V15는 공인 기술자만 작동해야 합니다. 

본 설명서,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모든 예방 정보 및 사양은 사용 전에 읽

어야 합니다. 

 

⚫ 감전 위험(Electric shock hazard) : 조작자는 본 설명서에 설명된 유지보수 절차

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장비가 Serial port에 연결될 때마다 누설 전류

(leakage current)를 측정하십시오. 누설 전류는 100 마이크로암페어

(microamperes)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접지(Grounding) 

 

⚫ V15를 Masimo SET pulse oximetry에 연결하려면 3선(three-wire)에 접지된, 병원

용 콘센트(hospital-grade receptacle)를 사용해야합니다. three-conductor plug는 

적절한 three-wire receptacle에 삽입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three-wire receptacle

이 사용할 수 없다면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가 해당 전기 코드에 따라 콘센

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grounding conductor를 전원 플러그(power plug)에서 분리하

지 마십시오. 

 

⚫ 확장 코드(extension cords) 또는 어댑터(adapters of any type)를 사용하지 마십시

오. 전원 코드(power cord)와 플러그는 손상되지 않고 온전해야 합니다.  

 

⚫ 보호 접지 도체(protective earth conductor arrangement)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AC 전원 공급기 보호 도체(AC power supply protective conductor)가 제대

로 동작할 때까지 내부 배터리 전원으로 Masimo SET pulse oximetry 기능이 있

는 V15를 사용하십시오.  

 

⚫ 환자를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해 다른 장비들을 절연 회로가 있는 곳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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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참고 : 벽면 스위치(wall switch)나 조광기(dimmer)에 연결된 전기 콘센트에 연

결해서는 안됩니다.  

 

⚫ 다른 의료 장비와 마찬가지로 환자 케이블 연결을 주의 깊게 하여 환자가 끼

이거나 목이 졸릴 가능성을 줄입니다. 

 

⚫ 모니터나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환자에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위치에 놓지 않

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코드나 환자 케이블로 모니터를 들어 올리지 말고 모

니터의 핸들만 사용합니다.  

 

⚫ 간섭 물질(Interfering Substances): Carboxyhemoglobin(카복시헤모글로빈)이 

SpO2 판독값을 잘못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증가 수준은 존재하는 

carboxyhemoglobin (카복시헤모글로빈)의 양과 거의 같습니다. 일반적인 동맥 

색소를 변경하는 염료 또는 염료를 함유한 물질은 잘못된 판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자기공명영상(MRI) 스캔 중에는 V15를 Masimo SET pulse oximetry 또는 

Masimo pulse oximetry sensor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유도전류가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MS board pulse oximeter는 MRI 영

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MRI 장비는 산소포화도 측정(the oximetry 

measurements)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척(Cleaning)   

 

⚫ 산소측정기(oximeter)를 가압멸균처리기(autoclave) 사용, 압력소독(pressure 

sterilize), 가스소독(gas sterilize)하지 마십시오. 

 

⚫ 모니터를 액체에 담그거나 적시지 마십시오. 

 

⚫ 세척액을 조금만 사용하십시오. 과도한 용액은 모니터로 유입되어 내부 구성요

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연마성 세정 화합물(abrasive cleaning compounds), 기기(instruments), 브러시, 

거친 표면 재질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지거나 누르거나 문지르지 마십시오.  

패널에 흠집이 날 수 있는 것은 접촉시키지 않습니다. 

 

⚫ Oximeter를 세척하기 위해 석유 또는 아세톤 용액 또는 기타 가혹한 용제

(harsh solvents)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러한 물질은 장비 구성요소를 공격하여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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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ALARMS)  

 

Masimo SET pulse oximetry가 있는 V15를 사용할 때마다 알람 설정 값을 확인하여 모니

터링 중인 환자에게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측정  

 

⚫ 측정 정확도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환자의 생체 신호를 확

인하고 Masimo SET pulse oximetry가 장착된 V15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

니다. 

 

⚫ 측정값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센서 연결 및 사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기능장해 헤모글로빈(dysfunctional hemoglobins)(예. 카복시헤모글로빈

[carboxyhemoglobin] 또는 메트헤모글로빈[methemoglobin]) 수치가 높습니다. 

인도시아닌(indocyanine green) 그린 또는 메틸렌 블루(methylene blue)와 같은 

혈관 내 염료. 

 

⚫ 간섭 물질(Interfering Substances) : 염료, 매니큐어 또는 염료를 함유한 물질로 

인해 일반적인 혈액 색소가 변화하면 잘못된 판독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펄스 속도 측정(Pulse rate measurement)은 주변 흐름 펄스(peripheral flow pulse)

의 광학적 감지(optical detection)를 기반으로 하므로 특정 부정맥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맥박 산소계(pulse oximeter)를 심전도 기반 부정맥 분석의 

대체 또는 대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수술용 램프(특히 제논 광원이 있는 램프), 빌리루빈 램프(bilirubin lamp), 형광

등, 적외선 가열등(infrared heating lamp) 또는 직사광선 등 과도한 조명에 노출

될 경우(과도한 조명에 노출될 경우 어두운 색 또는 불투명한 소재로 센서를 

덮어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 SpO2는 정상 수준의 카복시헤모글로빈(COHb)과 메트헤모글로빈(MetHb)을 가

진 건강한 성인의 기능 동맥 산소 포화(functional arterial oxygen saturation)에 

따라 경험적으로 보정됩니다. 펄스 산소측정기는 COHb 또는 MetHb의 상승된 

수준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COHb 또는 MetHb가 증가하면 SpO2 측정의 정확

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 COHb 증가: 정상보다 높은 COHb 수준은 SpO2 수준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

습니다. 증가 수준은 현재 존재하는 COHb의 양과 거의 같습니다.  

 

 

참고 

겉보기에는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SpO2에서 높은 수준의 COHB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COHb의 상승 수준이 의심될 경우 혈액 샘플의 검

사실 분석(CO-Oximetry)을 수행해야 합니다.  



V15 User Manual   Masimo SpO2 (선택사양) 

128 

 

 

MetHb 증가: SpO2는 최대 10%~15%의 MetHb 수준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습니다. MetHb의 높은 수준에서는 SpO2가 80대 중반으로 판독

될 수 있습니다. MetHb의 높은 레벨이 의심되면 혈액 샘플의 검사실 

분석(CO-Oximetry)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맥 혼잡(Venous congestion)은 실제 동맥 산소 포화도(actual arterial 

oxygen saturation)를 판독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부

위에서 정맥이 적절히 유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센서는 심장보다 낮으

면 안 됩니다(예: 팔을 바닥에 매달고 침대에 있는 환자의 손에 센서 

부착). 

⚫ 정맥 펄스(Venous pulsations)로 인해 낮은 판독치(예: 삼첨판 

값 역귀화[tricuspid value regurgitation])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intra-aortic balloon으로 인한 맥박은 oximeter pulse rate에 

첨가될 수 있습니다. 심전도 심박수(ECG heart rate)를 확인하

십시오. 

⚫ Masimo가 승인한 악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운동인공물(Motion artifact)로 인해 측정이 부정확할 수 있습

니다. 

⚫ Total Bilirubin의 수치가 높아지면 SpO2 측정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 측정 부위의 관류량(perfusion)이 매우 낮을 경우 측정 값이 

코어 동맥 산소 포화도(core arterial oxygen saturation)보다 낮

을 수 있습니다. 

⚫ Pulse CO-Oxmeter를 비 오는 장소에 놓는 등 과도한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과도한 습기로 인해 Pulse CO-Oxmeter의 기능이 부정확하거

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센서 또는 환자 케이블을 물, 용제(solvents) 또는 세척액에 담그지 마

십시오(센서와 커넥터는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 커프(blood pressure cuff), 카테터(arterial catheter) 또는 

intravascular line으로 센서를 손 또는 발에 배치합니다. 

제세동 중에 MS board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측정값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맥박 신호의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  

⚫ 센서가 너무 조일 경우. 

⚫ 수술용 전등, 빌리루빈 램프(bilirubin lamp), 햇빛 등 광원에서 

나오는 조명이 과도합니다. 

⚫ 혈압 측정용 cuff가 SpO2 센서가 부착된 손 또는 발에서 팽

창합니다.  

⚫ 환자에게 저혈압(hypotension), 심한 혈관수축(severe 

vasoconstriction), 심각한 빈혈(severe anemia), 저체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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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rmia) 등이 있습니다. 

⚫ 센서 근위부(proximal)에 동맥 폐쇄(arterial occlusion)가 있습

니다 

⚫ 환자가 심정지 상태이거나 쇼크상태입니다. 

 

센서  

사용하기 전에 Masimo 센서 사용 방법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Masimo oximetry sensors는 SpO2 측정에만 사용합니다. 다른 oxygen transducers 

(sensors)는 MS 보드 성능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LNCS®  센서를 잘못 사용하면 조직 손상(Tissue damage)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서를 너무 꽉 감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무결성(skin integrity)과 센서의 올바른 위치 및 장착을 위해 센서 사용지침의 센서 

위치를 확인합니다. 

손상된 LNOP® /LNCS®  센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광학 구성 요소(optical components)

가 노출된 LNOP®  / LNCS®  센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센서를 물, 용매(solvents) 또는 세척액에 담그지 마십시오(센서와 커넥터는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 증기 또는 산화 에틸렌으로 소독하지 마세요. 

재사용 가능한 Masimo LNOP®  / LNCS®  센서 사용시 ‘세척(Cleaning)’을 참조합니다. 

손상된 환자 케이블(patient cable)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환자 케이블(patient cable)을 

물, 용제(solvent) 또는 세척액에 담그지 마십시오(환자 케이블[patient cable] 커넥터는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 증기 또는 산화 에틸렌으로 소독하지 마세요. 

재사용 가능한 Masimo 환자 케이블(patient cable) 사용시 ‘세척(Cleaning)’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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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SENSITIVITY 

 

임상의는 측정 현장에서 환자의 SpO2 신호 강도 및 품질에 따라 SpO2 측정 sensitivity

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NORMAL 설정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권장합니다. 이 설정은 측정 감도와 의도

하지 않은 센서 분리에 대한 응답성이 가장 적절하게 조합된 것입니다. 

 

⚫ MAXIMAL 설정은 신호가 약한 환자, 시술 중 또는 의사와 환자의 접촉이 연속

적일 때와 같이 높은 정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APOD(Adaptive Probe Off Detection) 설정은 환자로부터 센서가 분리될 때 발생

할 수 있는 잘못된 맥박 속도 및 SpO2 판독치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설정은 관류량이 적은(low perfusion) 환자에게는 덜 효과적인 설정이지만 

환자가 자주 방치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AVERAGING 

 

Averaging기능을 통해 임상의는 측정값의 변화에 대한 가시성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환자의 급성 및 치료 부위에 따라 평균 시간이 길거나 반대로 짧은 것이 선호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8초는 가장 일반적인 평균 간격으로 간주되며 미세한 불포화도를 

가시화할 수 있을만큼 짧으면서도 일시적인 불포화로 인한 SpO2의 변화를 최소한이나

마 볼 수 있을 만큼 길기 때문에 권장됩니다. Averaging 시간이 10초보다 길면 잠깐 동

안의 불포화를 보기가 어렵지만 의료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한 불포화 현

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가능 값: 2~4, 4~6, 8(기본값), 10, 12, 14, 16 (초) 

 

 

FASTSAT 

 

FastSat를 사용하면 최신 데이터를 우선하여 SpO2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도(induction), 삽관(intubation), 수면 연구 및 소생

(resuscitation)과 같이 빠른 응답 시간이 필요한 임상 환경에서 임상의에게 도움이 됩니

다. FastSat은 Averaging 모드 2-4, 4-6 에서는 항상 켜져 있지만 FastSat이 켜져 있다는 

메시지는 모니터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설정 가능 값 : ON / OFF (기본값) 

 

 

WAVEFORM 

 

ON/OFF 선택에 따라 Plethysmograph 파형이 출력/미출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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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 SpO2 수치 출력이 활성화된 경우 파형 출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설정 가능 값 : ON(기본값) / OFF 

 

 

SMART TONE 

 

SMART TONE은 맥박 신호음을 발생시키고 움직임으로 인해 Pleth 파형이 손상된 경우

에도 맥박 신호음을 계속 울릴 수 있습니다. Smart Tone이 꺼져 있으면 움직임 중에 맥

박 신호음이 억제됩니다. Smart Tone은 임상의가 모니터를 볼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합니

다. 활성화하면 움직임 중 혹은 저관류(low perfusion) 상태에서 환자의 포화도 및 맥박 

소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가능 값 : ON / OFF (기본값) 

 

 

ALARM DELAY 

 

많은 불포화도는 실제 발생했지만 일시적인 것이므로 임상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이 설정의 목적은 임상의가 이러한 일시적이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불포화도가 존재하는 관리 상에서 청각 경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알람 임계값을 넘어선 후 청각 알람이 지연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지연은 SpO2의 청각 경보에만 영향을 미치며, 화면에 표시되는 SpO2 시각적 

표시를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SpO2 청각경보가 울리기 전에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Alarm 

delay 기간 동안 알람 임계값을 초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일로 인해 의료진이 청각 경보에 둔감해지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가능 값(초) : 0, 5(기본값),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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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Masimo pulse oximeter를 사용하는 V15는 표준 Masimo LNCS SpO2 센서를 사용합니다. 

 

 

LNCS®  Reusable sensors 

 

LNCS reusable sensors는 Masimo pulse oximetry와 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표 20-1. LNCS®  Reusable sensors 사양 

Sensor 
Weight 

Range 

Saturation 

Accuracy 
Pulse Rate Accuracy 

Low Perfusion 

Accuracy 

No 

Motion 

No 

Motion 
Motion Saturation 

Pulse 

Rate 
Motion 

LNCS 

DCI 
> 30 kg 士 2% 

士 3 

bpm 

士 5 

bpm 
士 2% 

士 3 

bpm 
士 3% 

LNCS 

DCIP 

10 - 50 

kg 
士 2% 

士 3 

bpm 

士 5 

bpm 
士 2% 

士 3 

bpm 
士 3% 

LNCS 

TCI 
> 30 kg 士 3.5% 

士 3 

bpm 
N/A 士 3.5% 

士 3 

bpm 
N/A 

LNCS 

TFI 
> 30 kg 士 2% 

士 3 

bpm 
N/A 士 2% 

士 3 

bpm 
N/A 

LNCS YI > 1 kg 士 2% 
士 3 

bpm 

士 5 

bpm 
N/A N/A 士 3% 

 

 

LNCS®  ADHESIVE SENSORS 

 

LNCS adhesive sensors는 Masimo pulse oximetry와 결합하여 사용해야합니다. 

 

표 20-2. LNCS®  ADHESIVE SENSORS 사양 

Sensor 
Weight 

Range 

Saturation 

Accuracy 

Pulse Rate 

Accuracy 

Low Perfusion 

Accuracy 

No 

Motion 
Motion 

No 

Motion 
Motion Saturation 

Pulse 

Rate 

LNCS Adtx 

LNCS Adtx-3 

> 30 

kg 
士 2% 士 3% 

士 3 

bpm 

士 5 

bpm 
士 2% 

士 3 

bpm 

LNCS Pdtx 

LNCS Pdtx-3 

10 - 50 

kg 
士 2% 士 3% 

士 3 

bpm 

士 5 

bpm 
士 2% 

士 3 

bpm 

LNCS Inf-L 

LNCS Inf 

LNCS Inf-3 

3 - 20 

kg 
士 2% 士 3% 

士 3 

bpm 

士 5 

bpm 
士 2% 

士 3 

bpm 

LNCS Neo-L 

LNCS Neo 

LNCS Neo-3 

< 3 kg 士 3% 士 3% 
士 3 

bpm 

士 5 

bpm 
士 3% 

士 3 

bpm 

> 40 

kg 
士 2% 士 3% 

士 3 

bpm 

士 5 

bpm 
士 2% 

士 3 

bpm 

LNCS NeoPt-L 

LNCS NeoPt 

LNCS NeoPt-3 

< 1 kg 士 3% 士 3% 
士 3 

bpm 

士 5 

bpm 
士 3% 

士 3 

b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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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CS 

NeoPt-500 
< 1 kg 士 3% 士 3% 

士 3 

bpm 

士 5 

bpm 
士 3% 

士 3 

bpm 

 

 

LNCS®  SPECIALTY SENSORS  

 

LNCS specialty sensors는 Masimo pulse oximetry와 결합하여 사용해야합니다. 

 

표 20-3. LNCS®  SPECIALTY SENSORS 사양 

Sensor 
Weight 

Range 

Saturation 

Accuracy 

Pulse Rate 

Accuracy 

Low Perfusion 

Accuracy 

No 

Motion 
Motion 

No 

Motion 
Motion Saturation 

Pulse 

Rate 

LNCS 

Newborn 

Infant/Pediatric 

3 - 30 

kg 
±  2% ±  3% 

±  3 

bpm 

±  5 

bpm 
±  2% 

±  3 

bpm 

LNCS 

Newborn 

Neonatal 

< 3 kg ±  3% ±  3% 
±  5 

bpm 

±  5 

bpm 
±  3% 

±  3 

bpm 

LNCS Trauma > 30 kg ±  2% ±  3% 
±  3 

bpm 

±  5 

bpm 
±  2% 

±  3 

bpm 

 

 

센서 정확도(SENSOR ACCURACY) 

 

위의 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SpO2 및 Pulse Rate 정확도는 제품 사양을 참조합니

다. 

정확도(Accuracy)는 Masimo Rainbow SET technology pulse oximetry monitor 또는 라이선

스가 부여된 Masimo SET pulse oximetry module과 같이 사용하며 움직임이 없을 때 지

정했습니다. 

수치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  1을 나타냅니다.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를 

더하거나 빼면 모집단(population)의 68%를 나타냅니다. SpO2 정확도는 70%~100% 입

니다. Pulse Rate 정확도는 25 ~ 240bpm 입니다.  

 

Masimo 재사용 가능 센서 및 케이블의 세척 및 재사용 

(CLEANING AND REUSE OF MASIMO REUSABLE SENSORS AND CABLES) 

 

재사용 가능 센서 및 케이블을 다음 절차에 따라 세척하십시오. 

 

I. 환자에게서 센서를 제거합니다.  

II. 케이블에서 센서를 분리합니다.  

III. 모니터에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IV.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패드(isopropyl alcohol pad)로 전체 센서 및 케이블을 

깨끗이 닦습니다.  

V. 건조시킨 후 작동시킵니다. 

 

주의 : 환자에게 얽히거나 조이지 않도록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배선합니다.  



V15 User Manual   Masimo SpO2 (선택사양) 

134 

 

 

 

 

일회용 접착식 센서의 재사용(REATTACHMENT OF SINGLE USE ADHESIVE SENSORS) 

 

이미터 및 검출기 창(emitter and detector windows)이 선명하고 접착제가 피부에 계속 

붙어있는 경우 1회용 센서를 동일한 환자에게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센서가 맥박을 계속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센서의 위치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센서 위치를 바꾸거나 센서 부착 부위를 바꾸십시오. 

 

 

주의: Masimo 일회용 센서를 재처리(Reprocess)해서는 안됩니다. 

 

메시지 
 

정보 메시지(Information messages) 

 

 

다음 차트에는 LCD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시스템 메시지가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어 있

습니다. 

메시지의 원인 및 수행할 동작도 표시됩니다. 

작업자는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oximeter를 사용하기 전 이 정보를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표 20-4. 정보 메시지(Information messages) 

메시지 
원인 

POSSIBLE CAUSE(S) 

권고 사항 

RECOMMENDATION 

BOARD FAILURE 내부 고장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DEFECTIVE 

SENSOR 

Oximeter가 연결된 

센서를 식별할 수 

없거나 센서가 고장. 

센서 케이블 선이 파손되었거나 LED가 

작동하지 않거나 탐지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센서를 교체하십시오. 

사용 중인 센서의 설명서(instruction)를 

참조하십시오. 

DIAGNOSTIC 

FAILURE 
내부 고장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INTERFERENCE 

DETECTED 

외부 신호 또는 

에너지가 판독을 

방해합니다. 

외부 간섭을 제거합니다. 

LOW PERFUSION 
신호가 너무 

작습니다. 

센서를 더 나은 관류 장소(perfused site)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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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SIGNAL IQ 

신호 품질이 

낮습니다. 

(Low signal quality.)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센서를 더 나은 관류 장소(perfused site)로 

이동합니다. 

NO CABLE 

CONNECTED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기기에 적절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NO SENSOR 

CONNECTED 

센서가 커넥터에 

완전히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기기가 환자의 

맥박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센서 연결이 잘못되었거나 센서 또는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커넥터에 센서를 제대로 삽입하십시오. 

센서를 분리한 뒤 다시 연결하십시오. 

사용 중인 센서에 대한 지침을 참조합니다. 

로고가 일치하는 센서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PULSE SEARCH 

기기가 환자의 

맥박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30초 이내에 값이 표시되지 않으면 센서를 

분리하고 다시 연결합니다. 

펄스 검색이 계속되면 센서를 제거하고 더 

나은 관류 장소(perfused site)로 이동합니다. 

SENSOR FAILURE 내부 고장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SENSOR OFF 

PATIENT 

센서가 환자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센서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 

센서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TOO MUCH 

AMBIENT LIGHT 

환자(센서) 근처에 

빛이 너무 많습니다. 

센서 탐지기를 덮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명을 제거하거나 줄입니다. / 

광원으로부터 센서를 막으십시오. 

센서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UNRECOGNIZED 

SENSOR 

인식할 수 없는 

센서입니다. 
Masimo 센서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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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Failure messages) 

 

센서 고장(Sensor Failure), 보드 고장(Board Failure), 진단 실패(Diagnostic Failure occur), 

가 발생하면 정보 표시줄(information bar)에 센서 고장(Sensor Failure), 보드 고장(Board 

Failure), 진단 실패(Diagnostic Failure occur) 메시지 및 관련 코드가 표시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집니다. 

 

 

표 20-5. 오류 메시지(Failure messages) 

정보 메시지 

(INFO. MESSAGE) 

고장 코드 

(FAILURE CODES) 

권고사항 

(RECOMMENDATION) 

센서 고장 

(SENSOR FAILURE) 

- Open LED’s 

- Shorted LED’s 

- Shorted Detector 

- Bad Sensor ID Offset 

- ProCal Failure 

- Memory Failure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보드 고장 

(BOARD FAILURE) 

- DSP Checksum Fail 

- DSP Program Memory Test Fail 

- DSP Data Memory Test Fail 

- DSP Detector ADC Intrpt Test Fail 

- DSP MCU Intrpt Fail 

- DSP Diag Queue Overrun 

- DSP Hardware Status Fail 

- DSP Raw Queue Overrun 

- DSP MCU Watchdog Fail 

- DSP Invalid MC State 

- DSP Diagnostic Fail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진단 실패 

(DIAGNOSTIC 

FAILURE) 

- LED Ground 

- Reference Voltage 

- Digital Voltage 

- DSP Voltage 

- Analog Voltage 

- LED Current 

- Analog Ground 

- LED Drive Voltage 

- Sensor ID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표 20-6. 문제 및 해결방법 

문제 

(PROBLEM) 

유형 

(TYPE) 

해결 

(SOLUTION) 

SENSOR OFF 

MESSAGE 

센서가 환자에게 올바르게 연

결되지 않았습니다. 

센서가 손상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센서를 다시 연결하

고 센서를 기기 또는 케이블에 

다시 연결합니다. 

센서가 손상된 경우 센서를 교

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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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ENSOR 

MESSAGE 

케이블에서 센서가 분리되었

습니다. 

센서 LED가 깜박이는지 확인합

니다. 

 

센서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

합니다. 

 

LED가 작동하지 않으면 센서를 

교체합니다. 

LOW PERFUSION 

센서 유형(type)이 잘못되었습

니다. 

 

잘못된 관류 장소(perfused 

site)입니다. 

 

센서가 너무 조입니다. 

 

저체온증, 혈관수축, 저혈당증, 

말초혈관질환 또는 빈혈과 같

은 질환입니다. 

 

센서가 손상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적합한 센서 및 센서 

크기를 확인합니다. 

 

측정 장소의 혈류량이 적은지 

확인하십시오. 센서가 너무 꽉 

끼지 않도록 합니다. 

 

감도(Sensitivity)를 Max로 설정

합니다. 

 

환자 또는 센서 부착장소를 예

열합니다. 

 

센서를 더 나은 측정 장소로 

이동합니다. 

LOW SIGNAL 

QUALITY 

센서 유형(type) 혹은 사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관류(perfusion)에 비해 움직

임이 과도합니다. 

 

센서 또는 케이블이 손상되었

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측정 장소의 혈류량이 적은지 

확인하십시오. 

 

센서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센서를 다시 연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센서 또는 케이블을 교체합니

다. 

PULSE SEARCH 

MESSAGE 

장비가 맥박을 검색하고 있습

니다. 

30초 내로 장비가 값을 출력하

는데 실패하면, 센서를 분리했

다가 환자에게 다시 연결하십

시오. 맥박 검색이 계속되면 더 

나은 측정 장소로 센서를 옮기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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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SpO2, Pulse Oximetery (Masimo) 

표 20-7. SpO2, Pulse Oximetery (Masimo) 사양 

Parameter 
Functional SpO2 

(%) 
Pulse Rate (BPM) 

Perfusion 

Index (%) 

Pleth 

Variability 

Index (%) 

Display Range 0~ 100% 25 ~ 240BPM 0.02 ~ 20.0% 0~ 100% 

Calibration Range 70~ 100% 25 ~ 240BPM 0.10 ~ 20.0% - 

Calibration 

Standard 

Invasive CO-

Oximeter 

ECG and Patient 

Simulator 

Patient 

Simulator 
- 

No Motion 

Accuracy(RMS) 
<2.0% <3.0BPM - - 

Motion 

Accuracy(RMS) 
<3.0% <5.0BPM - - 

Resolution <0.1% <1BPM <0.01% <1% 

Time to Display <8, <12 seconds <85, <126 seconds 
<85, <126 

seconds 
- 

Asystole 

Detection Time 
<8 seconds <8 seconds <8 seconds - 

Delay <10 seconds <10 seconds <10 seconds - 

Response Time <20 seconds <20 seconds <20 seconds - 

Display Update 

Frequency 
>1 Hz >1 Hz >1 Hz >1 Hz 

Averaging Time 

(seconds) 

2-4, 4-6, 8, 10, 

12, 14, 16 
- - - 

Alarm Range 

High limit →30 ~ 

100% 

SpO2 (Unit: 1%) 

Low limit → 20 ~ 

90% 

SpO2 (Unit: 1%) 

High limit → 30 ~ 

240BPM (Unit: 

1BPM) 

Low limit → 25 ~ 

230BPM (Unit: 

1B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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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NIBP 측정 
 

경고 및 주의 사항 
 

위험: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승인된 NICP Cuff만 사용하십시오. 사용자가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확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위험: 청각이나 폐를 측정 장비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험: V15는 경련이 있는 환자에게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 신규 환자을 측정할 때 알람을 재설정하십시오. 

 

위험: 혈압 측정용으로만 NIBP Cuff를 사용하십시오. 인공 수액이나 카테터를 혈관에 삽

입할 때 팔 위쪽 부분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위험: 측정하기 전에 NIBP Cuff의 올바른 사이즈인지 확인하십시요. 

 

위험: 정맥주사 또는 혈액 측정 부분의 끝에 Cuff를 두지 마십시오. 

 

위험: 호스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위험: 사용 또는 보관 중에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보관하십시오. 

 

위험: NIBP CUFF가 환자과 함께 조여지지 않은 적절한 크기가 아닌 경우 잘못된 측정 

값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프와 호스가 손상되거나 환자의 움직임이 많아 측정 값이 잘못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심장과 동일한 높이에 NIBP Cuff를 연결합니다. 

 

위험: V15 NIBIP Cuff는 V15가 NIBP 측정을 위해 Oscillometric방법을 채택하였기에 허혈, 

자반병, 신경병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측정 중 Cuff가 연결된 신체 부위를 확인하십시오. 

 

위험: 커프가 연결되면 환자의 혈액 순환을 확인하십시오.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위험: 정맥 주입 중이거나 혈액 순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커

프로 NIBP를 측정하지 마십시오. 

 

위험: 환자에 따라 대동물 또는 소동물 NIBP 모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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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환자에게 부정맥이 있는 경우 측정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 수 있습니다. 

 

위험: 자동 측정 중에 사용자가 설정 한 간격을 변경하면 자동 기능이 꺼집니다. 

자동 압축은 일반적으로 자동 측정 모드가 꺼져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재설정 한 후에 

만 작동합니다. 

 

위험: NIBP 측정 중에는 외부압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잘못된 

측정 값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NIBP 측정을 통해 얻은 맥박수는 ECG 측정으로 얻은 맥박수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NIBP 측정 시에는 실제 말초 맥박을 측정하여 심장의 전기 신호나 수축은 측정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로는 말초 맥박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환자의 

말초 관류가 빈약할 수 있으므로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Beat-to-Beat 맥박 진폭이 상당히 다양한 경우(교대 맥박, 심방 세동 또는 

빠른 주기의 인공호흡기 사용 등) 혈압 및 맥박수 측정값이 불안정 할 수 있으며 대체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다음과 같은 경우 잘못된 측정 값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 미숙련된 측정: 1. Cuff의 적절한 크기, 2. 부적절한 조임, 3. 심장과의 다른 높이 

 

II. Cuff 또는 호스의 누출 

 

III. 경련 또는 긴 측정 시간 

 

IV. 심장 부정맥: 부정맥, 불규칙한 심장 박동에 잘못된 측정 값 또는 실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V. 심박조율기 : 환자에게 심박조율기가 있으면 측정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I. 압력 변화: 측정 중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 잘못된 측정 또는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II. 비정상적인 심박: 비정상적인 하트 비트 : 40bpm 이하 또는 300bpm 이상 

 

VIII. 비만: 지방층은 동맥 혈관의 신호를 완충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습니다. 

 

IX. 심실 세동 또는 심폐 소생기 등으로 순환계를 인위적으로 빠르게 제어할 경우 

심박수 또는 맥파 수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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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심박수 나 혈압이 변하면 파동이 심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주의: V15는 자동 측정의 경우 다음 측정이 시작될 때까지 NIPB 측정 값의 디스플레이

를 유지합니다. 

 

NIBP 측정 중에 환자의 상태가 변한다면 V15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적정한 

알람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환자가 혈압(NIBP) 측정 시 과도하게 움직이시면 정확한 혈압 측정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환자의 모든 움직임은 혈압(NIBP) 측정에 영향을 줍니다. 

 

주의: SpO2 센서가 환자에게 연결된 곳과 같은 위치에 NIBP Cuff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주의: 환자에게 단 하나의 커프 만 착용하십시오. (환자에게 두 개의 커프를 동시에 두

지 마십시오.) SpO2 측정이 영향을 받거나 알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의: VENOUS STAT기능은 정맥혈을 찾기 힘든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기능으로 정상인 

환자에게는 사용을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VENOUS STAT기능 사용 후 AUTO 또는 MANUAL로 설정해야 혈압측정이 가능 합

니다. 

 

주의: 측정하지 않을 때는 자동 모드를 취소하십시오. 밸브, 펌프, Cuff의 수명이 단축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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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NIBP 기능에는 Oscillometric 방법이 사용됩니다. 

LPC (Linear Pressure Controlled) NIBP 모듈에 의해 수행되는 압축 및 감압 프로세스 동안 

측정 값을 계산합니다. 

 

 

연결 설정 
 

환자 준비 사항 

 

동물의 앞다리와 뒷다리 또는 꼬리 에서 NIBP를 측정합니다.  

적절한 크기의 Cuff를 사용하십시오. 

 

Accessory 연결 

 

NIBP 호스의 한쪽 끝을 제품과 연결합니다. 다른 한쪽은 NIBP Cuff와 연결합니다. 

 

 

그림21-1. NIBP 호스 연결 – STD1 

 

Accessory 환자 부착 방법 

 

NIBP Cuff 장착 방법 

 

I. NIBP의 측정값은 Cuff의 장착 위치에 따라 측정값의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므

로 반드시 Cuff의 Hose가 다리의 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부착하여 주십시오. 

 

II. Cuff의 장착 방법은 그림 21-3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III. Cuff를 사용하기 적합한 신체 부위에 약간의 공간을 남겨 두고 둥글게 감으십

시오. 

 

IV. Cuff는 몸에서 1~2 Inch 아래 정도의 거리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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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2. NIBP Cuff 

 

 

측정 방법 

 

제품의 NIBP Key ( )나 화면 Smart Key에 NIBP 아이콘 ( )을 눌러 측정을 시작합

니다..  

 

 

NIBP 화면 
 

NIBP 측정 중에는 NIBP 데이터 영역 부분의 괄호 안에 현재 가압 및 감압하고 있는 압

력의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림 20-3은 NIBP 화면을 나타냅니다. 

 

NIBP 측정 화면 

 

 

그림21-3. NIBP 측정 화면 

 

NIBP 측정이 완료된 후 왼쪽에는 수축기 혈압 값(Systolic)이, 중앙에는 이완기 혈압 값

(Diastolic)이 오른쪽에는 평균 혈압 값(Mean)이 표시됩니다. 

 

RT: 반복 시간 (Mode: AUTO) 또는 남은 시간(Mode: STAT, Venous stasis) 

MT: 측정 시간 

 

  

Time for next measurement NIBP MODE 

Systolic 

 

Diastolic Mean Completed time 



V15 User Manual   NIBP 측정 

144 

 

 

NIBP 상태 메시지 

 

표 21-1. NIBP 상태 메시지 

메시지 설명 

ERR : CUFFHOSE 
NIBP가 측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CUFF 또는 HOSE 연결상태를 확인합니다. 

ERR : NOPULSE 환자의 맥박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ERR : MOVE NIBP 측정 시 움직임이 많은 상태입니다. 

ERR : WEAKPULS 환자의 맥박이 약한 상태입니다. 

ERR : EXCEEDTIME NIBP 측정 시간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ERR : INTERNAL 
NIBP Module 내부 오류입니다. 

전원 ON/OFF시 계속 발생하면 NIBP 교체가 필요합니다.  

ERR : OVER 

PRESSURE 
CUFF압력이 최대값 이상으로 초과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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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BP 기능에 대한 설명 
 

NIBP 측정화면을 선택하면 NIBP 메뉴가 나타납니다. 

“X”를 누르면 NIBP 메뉴가 사라집니다. (아래 그림 20-4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21-4 NIBP Menu 

 

 

MODE 

 

설정 종류: Manual, Auto, STAT, VENOUS STAT 

 

I. Manual은 수동측정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II. Auto는 자동측정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III. STAT은 STAT Function을 참조하십시오. 

 

IV. VENOUS STAT는 정맥을 찾기 힘든 환자의 경우 Cuff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정맥혈의 흐름을 억제하여 정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참고 

VENOUS STAT는 ADULT 와 PEDIATRIC의 경우 170초, NEONATE의 경

우 90초 동안 정맥혈의 흐름을 억제합니다. 

VENOUS STAT는 50 ~ 200 mmHg까지 5mmHg단위로 설정이 가능하

며, 160mmHg로 Default 설정되어 있습니다. 

 

 

INTERVAL 

 

INTERVAL은 NIBP 자동측정 시 다음 측정까지 시간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Mode가 Auto일 때 2, 5, 10, 15, 30 Minute, 1, 2, 4, 8, 12Hours로 NIBP 자동측정시간 설정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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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 

 

STAT는 설정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횟수의 혈압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Time은 5 ~15Minute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Screen - On을 선택하면 화면에 NIBP STAT SCREEN이 나타나며 측정값들이 순차적으로 

보여집니다. 

 

Screen - Off를 선택하면 NIBP STAT SCREEN 화면이 Off됩니다. 

 

 

PRESSURE 

 

MAX PRESSURE 설정: 100 ~ 300 (성인, 소아), 70 ~ 150 mmHg (신생아) 

 

VENOUS STASIS 설정: 50 ~ 200 mmHg 

 

UNIT  

 

필요한 경우 단위를 mmHg 또는 kPa로 변경하십시오. 

 

 

ALARM  

 

ALARM은 SYS, DIA, MEAN, TYPE으로 나누어 집니다. 

 

NIBP는 SYS, DIA, MEAN의 세 가지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이에 따라 Alarm 설정도 각각

에 대해서 따로 설정합니다. 

⚫ High : 0~275, OFF 

⚫ Low  : OFF, 0~275. 

⚫ Type : HIGH, MEDIUM, LOW, OFF. 

 

 

TREND 

 

저장된 Trend Data를 화면에 제공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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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untech NIBP 측정(선택사양) 
 

경고 및 주의 사항 
 

경고: 이 장치는 Oscillometric 메트릭 펄스가 ECP (External Counterpulsation) 또는 

Intra Aortic Balloon Pump Counterpulsation과 같은 다른 장치 나 기술에 의해 변경 될 

수있는 경우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경고: SunTech Medical의 서면 동의 및 승인없이 설명서에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OEM NIBP 모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화염 위험이 있으므로 인화성 기체 마취제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모니터를 액체에 담 그거나 위에 액체를 놓거나 액체 세제 또는 세제로 장치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뜻밖의 젖음이 발생하면 전기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경고: IV주입에 사용되는 팔, 다리에 Cuff를 부착하지 마십시오. Cuff의 팽창이 주입을 

차단하여 잠재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주의: 제공된 부품과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면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품의 수리는 SunTech Medical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승인 한 직원 만 수행해야 

합니다. 

 

주의: 혈압 측정의 정확성은 피험자의 위치, 신체 상태 및이 설명서에 자세히 설명된 

작동 지침을 벗어난 사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의 해석은 의사 

또는 훈련된 의료진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환자를 모듈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공기 호스와 Cuff는 SunTech 

Medical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주의: 특정 재료 또는 경도계의 호스로 인해 모듈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피가 매우 작거나 큰 Cuff는 BP 모드 선택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혈압 Cuff가 SpO2 Probe와 같은 팔다리에 있는 경우 Cuff가 상완 동맥을 막을 

때 산소 포화도 결과가 변경됩니다. 

 

주의: 정확한 혈압 측정 값을 얻으려면 Cuff의 크기가 정확해야 하며 환자에게 

올바르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크기 또는 잘못된 피팅은 잘못된 판독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 Cuff를 환자에게 장시간 착용 할 경우, 적절한 순환을 위해 때때로 팔다리를 

확인하십시오. 

성능 사양에 설명 된 관련 온도 또는 습도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모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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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측정하지 않을 때는 자동 모드를 취소하십시오. 밸브, 펌프, Cuff의 수명이 단축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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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NIBP 기능에는 Oscillometric 방법이 사용됩니다. 

LPC (Linear Pressure Controlled) NIBP 모듈에 의해 수행되는 압축 및 감압 프로세스 동안 

측정 값을 계산합니다. 

 

NIBP 화면 
 

NIBP 측정 중에는 NIBP 데이터 영역 부분의 괄호 안에 현재 가압 및 감압하고 있는 압

력의 수치가 나타납니다. 

 

Figure 20-3 은 NIBP 화면을 나타냅니다. 

 

 

NIBP Measuring Screen  

 

그림22-1. NIBP 측정 화면 

 

NIBP 측정이 완료된 후 왼쪽에는 수축기 혈압 값(Systolic)이, 중앙에는 이완기 혈압 값

(Diastolic)이 오른쪽에는 평균 혈압 값(Mean)이 표시됩니다. 

 

RT: 반복 시간 (Mode: AUTO) 또는 남은 시간(Mode: STAT, Venous stasis) 

MT: 측정 시간 

 

NIBP 상태 메시지 

 

표 22-1. Suntech NIBP 상태 메시지 

Message Description 

WEAK PULSE 

Check that the cuff is in the correct position. 

Check the patient. 

Check that the cuff is properly tightened. 

Check that there is no excessive clothing between the arm and the 

cuff. 

Check that the correct size cuff is being applied. 

ARTIFACT 

The patient may have been moving too much. 

Check that the cuff is in the correct position. 

Check that the correct size cuff is being applied. 

Time for next measurement NIBP MODE 

Systolic Diastolic Mean Complet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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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Y 

The patient may have been moving too much. 

Check that the cuff is properly tightened. 

Check that the cuff is in the correct position. 

Check that the correct size cuff is being applied. 

Check that there is no excessive clothing between the arm  

and the cuff. 

MEASUREMENT 

TIME LIMIT 

The patient may have been moving too much. 

Check that the cuff is properly tightened. 

Check that the cuff is in the correct position. 

Check that the correct size cuff is being applied. 

Check that there is no excessive clothing between the arm  

and the cuff. 

PNEUMATIC 

BLOCKAGE 

Check that the hose has no sharp bends or is pinched. 

Check that the patient is not lying on the cuff. 

Check that the cuff is in the correct position 

INFLATE TIMEOUT 

Check that the hose is connected to the system and the cuff. 

Check that the cuff is properly tightened. 

Check that the cuff is in the correct position. 

Check that the correct size cuff is being applied. 

Check that the cuff is not leaking air. 

Check that the hose connections are not damaged or loose. 

SAFETY TIMEOUT 

Check the patient. 

To reset the safety timer and continue taking BP measurements,  

Perform the instructions in section 5.5 or cycle the logic power to 

the module. 

Check that the cuff is in the correct position. 

The patient may have been moving too much. 

Take another BP reading. 

OVER PRESSURE 

Check that the correct size cuff is being applied. 

Check that the hose has no sharp bends or is pinched. 

Check that the cuff is in the correct position. 

Check that the patient is not lying on the cuff. 

HARDWARE ERROR 

Check that Vpump and Vlogic are within the voltage 

specifications. 

Check the data/power input connection. 

If applicable, check that sleep mode operation is correct. 

Service may be required. Call a SunTech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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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BP 기능에 대한 설명 
 

SUNTECH NIBP Menu appears when the user selects NIBP Measurement Screen in Numeric 

area. 

Press “X” and NIBP menu disappears. (Refer to the below Figure 20-4.) 

 

 

그림 22-2. DISPLAYS - NIBP Menu 

 

 

MODE Function 

 

설정 종류: Manual, Auto, STAT 

 

I. Manual은 수동측정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II. Auto는 자동측정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III. STAT은 STAT Function을 참조하십시오. 

 

INTERVAL 

 

INTERVAL은 NIBP 자동측정 시 다음 측정까지 시간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Mode가 Auto일 때 2, 5, 10, 15, 30 Minute, 1, 2, 4, 8, 12Hours로 NIBP 자동측정시간 설정

이 가능합니다. 

 

 

STAT 

 

STAT는 설정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횟수의 혈압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Time은 5 ~15Minute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Screen - On을 선택하면 화면에 NIBP STAT SCREEN이 나타나며 측정값들이 순차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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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 Off를 선택하면 NIBP STAT SCREEN 화면이 Off됩니다. 

 

 

PRESSURE 

 

INITIAL PRESSURE는 다음 BP 판독을 시작할 때 지정된 압력으로 팽창하도록 모듈을 설

정합니다. 

 

환자의 첫 번째 측정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SunTech Advantage OEM NIBP 모듈은 이전 Systolic BP 값을 기반으로 다음 초기 팽창을 

자동으로 조정하므로 후속 측정에서는 이 명령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팽창을 최소값보다 작거나 최대 값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려고 하면 값이 각각 최

소값 또는 최대 값으로 설정됩니다. 

 

이 명령은 다음 BP 판독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 BP 측정 초기 팽창 값은 이전 수축기 값 + 30mmHg로 되돌아갑니다. 

 

이전 측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다음 초기 팽창 값을 다른 값으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기본값이 초기 팽창 값(140mmHg)으로 됩니다. 

 

INITIAL PRESSURE 설정: 120 ~ 280 (성인), 80~170(소아), 60 ~ 140 mmHg (신생아) 

 

 

UNIT  

 

필요한 경우 단위를 mmHg 또는 kPa로 변경하십시오. 

 

 

ALARM  

 

ALARM은 SYS, DIA, MEAN, TYPE으로 나누어 집니다. 

 

NIBP는 SYS, DIA, MEAN의 세 가지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이에 따라 Alarm 설정도 각각

에 대해서 따로 설정합니다. 

⚫ High : 0~275, OFF 

⚫ Low  : OFF, 0~275. 

⚫ Type : HIGH, MEDIUM, LOW, OFF. 

 

 

TREND  

 

저장된 Trend Data를 화면에 제공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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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BP 측정 (Optional) 
 

경고 및 주의 사항 
 

경고: 제조업체에서 승인한 IBP 키트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브랜드에서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환자나 모니터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후 잘 보관하십시오. 

 

경고: Possible to apply to the pediatric. It may have slight difference in correctness comparing 

with the adult. 

 

경고: IBP는 소아과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성인에 비해 정확성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

습니다. 

 

경고: 일회용 Transducer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제조업체의 Transducer만 사용하십시오. 

 

주의: 각 IBP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독립적으로 설정된 환경을 설정하십시오. 

 

주의: 빠른 세척이 작동 될 때 기포와 입자상 물질을 확인하십시오. 

핵 색전증을 피하기 위해 2cc 이내의 짧은 홍조는 힘에 의한 큰 볼륨 홍조에 적합합니

다. 

 

주의: 300mmHg 이상의 입력 라인 혈압은 시간당 3cc 이상의 액체 주입을 유발합니다. 

플러시 시스템에는 오버 프레스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과압 현상을 

보호합니다. 

 

주의: Door lock plug를 연결하기 전에 항상 배출구와 Changer의 Stop cock를 닫으십시오. 

 

주의: 기포가 시스템 내부에 있으면 고압파형 또는 기혈증으로 인한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3way 배출구의 기포 또는 몸안에 삽입된 Cannula에 다시 기포를 플러시 하지 마

십시오. 모니터링 라인을 연결하기 전에 모니터링 라인에 액체가 가득 차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그리고 소량의 혈액이 캐뉼라를 통해 흐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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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기수술기 작동 중 사용시 보호 인증된 Transducer만 사용해야합니

다. 

 

제세동기 작동 시 측정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된 값은 

정상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정규화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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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심실이 수축함으로써 혈관에는 그 자체의 용적보다 많은 양의 혈액을 수용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 지는데 이 때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심실이 이완할 때는 심실내에 혈압이 낮아지는데 이 때의 혈압을 이와4기 혈압이

라고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압력을 센서가 측정하여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수치를 계산하여 표시

해 줍니다.  

 

 

연결 설정 
 

Accessory 연결 

 

아래 그림은 IBP 케이블입니다. 

오른쪽 커넥터를 모니터의 IBP 소켓에 연결합니다. 

 

 

그림 23-1. IBP Cable 

 

IBP 케이블을 그림 22-2와 같이 모니터 왼쪽의 IBP소켓에 연결합니다. 색상은 파란색입

니다.  

 

 

그림23-2. IBP Cable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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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연결 방법 

 

I. 아래 그림은 IBP 센서 케이블 구성입니다. 

 

 

그림23-3. IBP Sensor Cable 구성 

 

II. Transducer connector를 감싸고 있는 투명 덮개의 윗부분을 잡고 Monitor 

interface cable에 슬롯 부분과 일치하게 하여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그림23-4. Monitor Interface Cable 

 

 

참고 

IBP Sensor Cable을 분리시키려면 “Transducer connector”를 감싸고 있

는 투명 덮개 안의 탭을 부드럽게 누르면 Monitor interface Cable로부

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III. Stop cock 

 

⚫ 청결한 상태에서 패키지를 열어 모든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 “STOP COCK”핸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STOP COCK”의 모든 사이드포트는 배출구 마개로 보호되어 있으며, 시스템 전

체가 가득차고 거품제거가 될 때까지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배출구 마개는 항

상 배출구 마개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IBP KIT내에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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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Stop Cock 

 

IV. Flush 장치의 사용 

 

⚫ Flush 작동기의 양 옆을 잡고 부드럽게 누르고 약간 위쪽으로 당깁니다. 

 

⚫ 작동기를 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쪽에만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

다. 

 

그림23-6. Flush 장치 사용 

 

V. 환자 연결 방법 

 

 

그림23-7. 환자 연결 

 

i. Trip chamber spike로 살균된 solution bag을 가볍게 비틀어 줍니다.  

 

ii. Roller Clamp를 열고 투여세트나 백의 Injection port에 삽입된 게이지 바늘을 

통해 짜내어 백 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없앤 후 이 방법으로 백안이 비었을 때 

환자의 몸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iii. 투여 세트에 액체를 주입시키기 전에 양 옆을 눌러서 Drip Chamber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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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웁니다  

 

iv. Flush장치를 부드럽게 작동시킵니다.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액체가 밑

에서부터 차오르도록 합니다. 

 

v. Transducer의 영점 Stop Cock의 측면 Port를 덮개로 막고 록 플러그를 사용해 

프라임 시킵니다. 

 

vi. Pressure Transducer의 거품 유,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볍게 두드립니다. 

 

vii. C-fusor나 clear cuff를 사용해 시스템에 300mmHg까지 압력을 가합니다.Put the 

pressure into the system till 300mmhg using C-fusor or clear cuff.  

 

viii. 2~3초 동안 시스템을 플러쉬 합니다. 

 

ix. 빠른 플러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기방울의 유무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시스템은 영점화와 눈금 측정 준비가 되었습니다. off 상태로 놓기 위해서는 항

상 스톱코크를 90도 위치에 놓습니다. 

 

 

 
참고 

Priming 사용 방법 

⚫ Priming은 천천히 한다. 

Priming을 천천히 함으로써 차후에 공기방울을 제거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중력을 이용해 Priming 한다. 

압력을 가하면 액체가 새어 나오거나 시스템 내부를 흐르면서 거품이 생

길 수 있습니다. 미세한 거품이 시스템 내부에서 너무 느리게 흐

를 경우에는 공급 백을 올립니다. 1인치는 2mmHg에 해당하며, 프

라임된 4피트라인은 완전히 펴진 경우 약 100mmHg의 압력을 가

합니다. 솔루션백은 중력을 이용한 Priming을 위해 변환기와 압력 

튜브 보다 높게 위치해야 합니다. 

 

 

 

측정 방법 

 

변환기 영점 조정 

 

영점 Stop Cock를 잠궈서(OFF방향) 변환기를 기압에 맞춰 배출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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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Stop Cock 

 

정확도를 위해 처음 측정을 시작할 경우 IBP – Zero를 선택하고 Zeroing을 수행해 주십

시오.  

 

 
참고 

IBP Sensor Cable Accessory는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IBP 화면 
 

IBP 측정 화면 

 

 

그림23-9. IBP 화면 

 

 

13.4.2  IBP State Message Box 

 

표 23-1. IBP State Message List 

Message Description 

ZERO CAL START Start Zero Calibration 

ZERO CAL FAIL Failure of Zero Calibration 

ZERO CAL OK Zero Calibration is completed. 

NO SIGNAL .No IBP signal. 

 

  

Mean 

 

IBP Wave 

Systolic Diast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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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P 기능에 대한 설명 
 

Numeric 영역에서 IBP를 선택하면 IBP 메뉴가 나타납니다. 

IBP 메뉴에선 IBP의 모든 기능을 선택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IBP 메뉴의 ‘X’를 누르면 IBP 메뉴 표시는 화면에서 사라 집니다. 

 

The below picture show IBP menu. 

 

 

그림 23-10. Displays - IBP Menu 

 

 

SPEED 

 

IBP Wave의 파형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4단계: 6.25, 12.5, 25, 50mm/sec 

 

SCALE  

 

OPTIMUM : Wave Gain Auto Scale 

FIXED : Wave Gain 0~200mmhg 고정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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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ABP, CVP, LAP, PAP 4가지 종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표 23-2. LABEL Table by measuring part 

Label Description 

ABP Arterial blood pressure 

CVP Central Venous Pressure 

LAP Left Atrial Pressure 

PAP Pulmonary Artery Pressure 

 

 

UNIT 

 

혈압의 단위는 mmHg, kPa 로 설정 가능합니다. 

 

 

ZERO 

 

I. 정확도를 위해 처음 측정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Zeroing 기능을 수행해 주십

시오.  

 

II. ZERO를 선택하면 Zeroing 기능이 실행됩니다. 

 

III. 정상적으로 Zeroing이 수행되면 ZEOING OK가 Numeric 표시창에 Display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FAIL 메시지가 Numeric 표시창에 Display 됩니다. 

 

 

IBP ALARM 

 

SYS, DIA, MEAN 세가지 Alarm 과 TYPE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BP는 SYS, DIA, MEAN의 세가지 다른 측정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ALARM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SYS, DIA, MEAN, Alarm): 

⚫ HIGH 범위: -50 ~ 350mmHg, OFF 

⚫ LOW 범위: OFF, -50 ~ 350mmHg 

 

Type 설정: HIGH, MEDIUM, LOW, OFF. 

 

 

PR ALARM Function 

 

3 kind of Alarm Steps : HIGH, LOW and Type  

 

⚫ High alarm set: 0~300, Off 

⚫ Low alarm set: Off, 0~300 

Type 설정: HIGH, MEDIUM, LOW,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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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CO설명   (선택사양) 
 

 

경고: Edward사에서 검증되고 VOTEM에서 공급하는 제품 이외의 다른 ICO 

케이블이나 센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심장(좌 또는 우심실)이 1분 동안 내보내는 혈액의 총량을 “심박출양 – Cardiac output” 

이라고 합니다.  

심박출량의 단위는 L/min입니다.  

심실의 1회 수축으로서 박출되는 혈액량은 1회박출량(Stroke Volume)이라고 하며,  

심박출량 = 1회 박출량 X 심박동수 라는 수식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심박출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심박동수와 1회 박출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O측정은 Thermodilution방식을 사용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측정합니다. 

 

CO = V x (TB - TI) x (SI x CI) x 60 x CT x K 

A     (SB x CB)     1 

설명: 

CO = 심박출량(L/min) 

V = 주입량 (ml) 

A = 온도 변이 구간 면적 (mm/sec) 

K = 교정 상수 mm/°C 

TB, TI = 피의 온도(B)와 주입 액의 온도(I) 

SB, SI = 피의 특정 중력(B)와 주입 액의 중력(I) 

CB, CI = 피의 특정 온도(B)과 주입 액의 온도(I) 

(SI x CI ) = 5% 포도당 사용시 1.08 

(SB x CB) 

60 = 60 sec/min 

CT = 주입 액의 온도 보상 상수 

 

Catheter는 Edwards 사의 Swan-Ganz Standard Thermodilution Pulmonary Artery Catheter

를 사용합니다. 

 

ICO 팝업화면을 열기 위해서는 

⚫ SCREEN 스마트버튼 (     ) → ICO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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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연결 방법 

 

주의: Edward사에서 만들어진 카테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의: 모든 침습적 절차는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무균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카테터를 잘못 사용하면 혈관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테터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주의: 전기 수술 중 심장 출력 측정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CO 연결 케이블을 V15 좌측 ICO 단자에 연결합니다. 

- Swan-Ganz Standard Thermodilution Pulmonary Artery Catheter의 Thermistor 커넥터

를 제품을 연결하는 ICO 연결 케이블의 다른 쪽 끝에 연결합니다. 

(아래 그림 23-1 참조) 

 

 

그림 24-1. Swan-Ganz Standard Thermodilution Pulmonary Artery Catheter 

 

 

 

 참고. 카테터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테터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

오. 

 

 참고. IBP 측정 방법은 "IBP 측정"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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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구성 
 

 

그림 24-2. ICO 팝업화면 구성 

 

 

표 24-1. 기호설명 

기호 설   명 

(A) ICO 측정 및 계산 값 

(B) ICO 메뉴 

(C) ICO 설정 값 

(D) 심박출량 열희석 곡선 

(E) 측정된 혈액 온도 값 

(F) ICO 확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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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메뉴 계층도 

 

메뉴 설명 

 

표 24-2. ICO 메뉴 설명 

Menu Description 

PAW 

PAW값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카테터를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안정된 IBP(PAP)의 수치가 화면에 나타나

면 PAW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이때 IBP(PAP)의 MEAN값이 ICO화면의 

PAW 영역에 표시하게 됩니다. 

START 

수동 측정 모드에서 ICO 측정을 시작하는데 사용됩니다. 

 

V15는 수동측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활성화 처리됨) 

EDIT 

측정된 값의 수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값이 오류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 사용합니다. 

값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VIEW 

ICO의 다양한 계산 값들을 나타냅니다. 

VIEW메뉴를 클릭하면 ICO확장화면이 나타나고, 엔코더를 좌 또는 우로 돌

리면 TRIAL1 ~ 4까지 저장된 DATA를 볼 수 있습니다. 

SAVE 현재 측정된 CO 및 계산 값을 저장합니다. 

SET 

환자의 체중과 키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신체 표면적 계산에 필요합니다. 

 

(환자 프로필에 키와 몸무게 값이 설정 되어있는 경우 별도의 입력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IT 

(INJECT TEMP) 

주사액의 온도를 설정합니다. 

 

(0℃, 24℃ 만 가능합니다.) 

ICO

PAW

START

EDIT

VIEW

SAVE

SET
HEIGHT

WEIGH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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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INJECT VOLUME은 10CC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CONSTANT 값은 Edwards Swan-Ganz Standard Thermodilution Pulmonary Artery 

Catheter의 상수 값으로 고정됩니다. 

 

상태 메시지 
 

표 24-3. ICO 상태 메시지 유형 

메시지 설  명 

LEAD FAULT ICO 센서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FAULT 측정 실패 

SEARCH 

ICO 기본 값 검색 중 

 

(약 2초 소요됨) 

READ 측정준비가 완료되었을 경우 

MESURE 측정 중 

SUCCESS 측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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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Respiration 측정 
 

경고 및 주의사항 
 

경고: V15는 호흡 감시 장치로만 사용하시고, 수면 중 무호흡 감시장치로 사용하지 마십

시오. 

 

경고: Respiration 기능은 전자기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주위 환경에 따라 

여러가지 부정확한 결과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Respiration 수치와 파형만으

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경고: 전극을 교체할 경우 ECG 파형의 크기와 모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고: 측정된 파형이 인체 신호로 보기 힘든 경우, 즉 비정상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

우에는 주위에 전자파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개요 
 

ECG Respiration은 ECG Cable을 사용하여 검출합니다.  

 

환자의 호흡은 세 개 또는 다섯개의 LEAD를 사용하였을 경우 검출됩니다.  

 

환자가 호흡할 때 생기는 흉부의 임피던스의 변화를 측정하고 계산함으로써 파형과 수

치를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흉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연결 설정 
 

ECG 전극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냅니다.  

 

환자에게 부착하는 방법은 16. 심전도(ECG) 측정의 “Accessory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file:///D:/VM15C-DOC/trunk/01.NEW_MAIN_개발관리문서/02_설계출력/210_사용자매뉴얼/VM15%20(Kor)_User_Manual%20-%20복사본.docx%23_Accessory_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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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 화면 
 

RESP 측정 화면  

 

 

그림 25-1. RESP 화면 

 

 

 

참고 

호흡 측정은 ECG Cable을 이용하여 ECG, HR 등의 정보와 같이 측정

됩니다. 

ECG Resp Apnea는 EtCO2, Multi-gas 연결 시 각각의 Resp 값에 따라 

off가 될 수 있습니다. 

 

 

RESP/EtCO2 측정 화면  

 

그림 25-2. EtCO2 화면 

 

 
참고 

EtCO2를 측정 중에 호흡 수치는 자동으로 EtCO2의 호흡으로 나타납

니다. 

 

 

RESP/ GAS 측정화면 

 

 

그림 25-3. Multi-Gas 화면 

 

 

 
참고 

Multi GAS를 측정 중에 호흡 수치는 자동으로 Multi GAS의 호흡으로 

나타납니다. 

RESP Wave RESP Numeric 

EtCO2 Wave RESP Numeric 

RESP Numeric MGas Wav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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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 기능 설명 
 

 

그림 25-4. RESP 메뉴 화면 

 

SPEED 

 

RESP Wave의 파형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4단계: 6.25, 12.5, 25, 50mm/sec 

 

 

GAIN 

 

RESP wave의 GAIN을 제어합니다. 

6단계: x0.25, x0.5, x1, x2, x3, x4 

 

 

ALARM 

 

아래와 같이 각 알람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HIGH alarm set: 0-150, OFF. 

⚫ LOW alarm set: OFF, 0~150.  

⚫ TYPE alarm set: HIGH, MEDIUM, LOW, OFF. 

 

 

SET APNEA 

 

SET APNEA는 5, 10, 15, 20, 25, 30, 35, 40sec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LECT LEAD 

전극 부착 위치 또는 환자의 호흡 패턴과 일치하도록 리드를 선택합니다. 

RA-LA, RA-LL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UP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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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아래 사항은 STD1에만 적용됩니다. 

 

RESP Wave의 속도를 6.25, 12.5, 25, 50mm/sec 로 설정 가능하다. 

RESP Wave의 GAIN을 x0.25, x0.5, x1, x2, x3, x4 로 설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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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TEMP(온도) 측정 
 

경고 및 주의사항 
 

경고: 자사 또는 자사에서 지정한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체온 Sensor를 사용하여야만 정

확한 환자의 체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 본 제품을 이용하여 측정을 원하는 환자의 전기적 안전을 위해 본 제품 이외의 

다른 장비와 전기적으로 격리 후 환자에게 연결하여 사용을 해주십시오. 

 

경고: 본 제품과 연결된 전원 코드나 센서 Cable이 환자와 연결된 상태에서 기기를 움

직일 경우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기기 자체의 성능 및 환자의 생체정보 측정에 오

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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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주위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내부의 임피던스가 변하는 물질을 “Thermistor”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온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체온에 따른 임피던스의 변화량을 체온 센서가 V15에게 알려주면 일년의 계산

과정을 거쳐 환자 체온의 수치를 화면에 나타내 줍니다. 

 

연결설정 
 

환자 준비사항 

 

측정을 위해 적절한 센서를 선택하십시오. (Rectal, Oral, Skin types) 

 

센서가 본체 오른쪽의 소켓 T1, T2, T3, T4에 연결되면 측정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Accessory 연결 방법 

 

온도 센서 커넥터를 본체에 연결합니다. 

 

 

그림 26-1. TEMP Cable 연결 – STD1 

 

환자에게 부착하는 방법 

  

온도센서를 환자에게 연결합니다. 

 

 

참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소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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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화면 
 

TEMP 측정 화면 (STD1) 

 

 

그림 26-2. TEMP (왼쪽: 1TEMP, 오른쪽: 3TEMP) 

 

 

그림 26-3. TEMP - TD ON일 때 

 

TEMP 기능에 대한 설명 
 

TEMP 영역을 선택하면 TEMP 메뉴가 나타납니다. 

TEMP 메뉴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X버튼을 누르면 TEMP 메뉴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아래 그림은 TEMP 메뉴입니다. 

SETUP TD는 3TEMP 옵션에서만 활성화됩니다. 

 

 

그림 26-4. Displays – TEMP 메뉴 

 

 

UNIT 

 

TEMP의 단위는 섭씨(℃)와 화씨(℉)로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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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 

 

    Setting of Alarm: TEMP 1, TEMP2~4 (Option), Type.  

 

⚫ High alarm range: 0.1℃~50℃, Off  

⚫ Low alarm range: Off, 0.1℃~50℃  

Alarm Type: High, Medium, Low, Off 

 

 

SETUP TD 

 

온도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TD = FIRST TEMP – SECOND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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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2 측정 (선택사양) 
 

경고 및 주의사항 
 

경고: CO2 Module을 사용하실 때에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허가 받은 사람만 사용하십시

오. 

 

경고: 환자에게 엉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sampling line의 경로를 주의 깊게 하십시오. 

 

경고: Nomoline Family sampling lines 은 현지의 의료폐기물 규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합

니다. 

 

경고: Airway T-adapters는 sampling 지점이 adapter 의 중간일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경고: T-adapter를 환자 서킷의 7ml의 여유공간에 유아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Do 

not use T-adapter with infant at the free space (7ml) of patient circuit. 

 

경고: CO2 모듈과 함께 정량 흡입기 또는 분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박테리아 필터

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경고: Zeroing 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기 위하여 주위 공기(21% O2, 0% CO2)가 존재해야 

하므로, 반드시 CO2  Module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Zeroing 절차 진행 중에는 CO2  Module 가까이에서 숨을 쉬지 마십시오. 

 

경고: CO2  Module 를 액체로 소독하거나 담그지 마십시오. 

 

경고: 측정 시 Mobile 및 휴대용 RF 통신 장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2  

Module 본 설명서에 명시된 전자기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CO2  Module 은 오직 환자의 생체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반드시 

임상증상과 증상의 다른 평가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경고: 이 장비는 제조업체의 승인 없이 어떠한 수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장

비가 수정된다면, 지속적인 안전 작동을 위해 반드시 적절한 검사와 테스트가 실시되어

야 합니다. 

 

경고: CO2  Module 은 MRI 환경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경고: MRI가 작동하는 동안 V15는 MRI와 다른 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경고: 고주파 전기 수술기 작동 시 부정확 한 측정 값이 발생하거나 간섭을 받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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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강력한 청소 흡입 압력은 샘플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고: 배기 가스는 환자 써킷 또는 scavenging system 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경고: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구 측면에 박테리아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샘

플 가스 인 경우 호흡을 다시하십시오. 

 

 

경고: 환자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CO2 모듈을 놓습니다. 

 

경고: 환자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일회용 Nomoline Family 샘플링 라인을 다시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Nomoline Family sampling lines를 액체로 소독하거나 담그지 마십시오. 

 

경고: 코 삽입관 의 최대 샘플링 비율은 50ml/min 입니다. 이 제품은 이러한 진공 흐름 

수치에 의해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환자에게 적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경고: 환자 호흡 샘플에 의한 의료진의 감염을 막기 위해 V Series의 배출구는 필히 병

원 내 가스 소기 체제에 연결 되어야 합니다. 

 

주의: CO2 모듈 폐기물과 CO2필터는 인체에 치명적인 생물학적 위험물로 취급 되야 합

니다. 

 

 

 

참고 

모든 튜브 연결은 안전해야합니다. 코 튜브는자가 테스트 30 초 동안 

CO2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환기 아울렛, 사용자의 호흡 포

함) 

 

최상의 정확성을 위해 20 분간 예열이 필요합니다. 

 

모든 튜브 연결은 안전해야합니다. 코 튜브는 

 

모듈을 연결하기 전에기도 어댑터 또는 샘플링 라인을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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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V15는 주류 CO2 또는 사이드 스트림 CO2와 같은 모듈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CO2는 소형 튜브형 Filterline / CO2 라인을 사용하여 호흡 수치 측정 및 호흡 기능을 제

공합니다. 

 

CO2는 코나 호흡기 회로에 부착되는 캐뉼라 (비관 삽입 방식)를 통해 값을 측정합니다 

(튜브 삽입 방식). 

 

연결 설정 
 

Mainstream형 연결방법 

 

CO2 모듈 커넥터를 본체 CO2에 연결합니다. 환자와 연결된 Y- 호스에 센서를 연결합

니다. 

 

 

그림 27-1. Mainstream 케이블 연결 

 

CO2 모듈 커넥터 부분 연결 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연결부에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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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stream형 연결 방법 

 

CO2 모듈 커넥터를 본체 CO2에 연결합니다. 환자와 연결된 Y- 호스에 센서를 연결합

니다. 

 

 

그림 27-2. Sidestream 케이블 연결 

 

CO2 모듈 커넥터 부분 연결 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연결부에 삽입합니다. 

 

 

Mainstream, Sidestream CO2 교정 

 

ZERO REQUIRED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면 Mainstream, Sidestream, CO2 모듈을 보정하

십시오. 

 

EtCO2 Zero Point를 제어하려면 EtCO2 메뉴에서 Zero Cal-Start를 선택합니다. 

 

Zero Cal-Start를 선택하면 화면에“ZERO IN PROGRESS”가 표시되어 ZERO CALIBRATION이 

작동 중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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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화면 
 

CO2 측정화면 

 

 

그림 27-3. CO2 화면 

 

 

참고 

EtCO2 측정 시 EtCO2 Respiration으로 자동으로 변경 되며, 측정 중단 

시 흉부의 임피던스의 변화를 계산 하여 표시 합니다. 

 

V Series는 적정한 호흡 운동을 감지 했을 때 약 15초 후 EtCO2, 

FiCO2 및 호흡 수치를 표시 합니다. 

 

 

CO2 수치 영역의 상태 메시지 

 

 

표 27-1. CO2 State Message List 

Message Description 

SENSOR WARM_UP 
The status of operating when EtCO2 is 

connected. 

SAMPLE LINE DISCONNECT 
Sample line is not connected. Sample line is 

disconnected during the measurement process. 

CHECK SAMPLEING LINE 

The measured figure ( or pressure) is out of the 

allowed range. The unstable connection of the 

sample line. Misconnected status. 

NO BREATHS DETECTED 
Respiration is not detected. Sample line is 

separated from the patient. 

CHECK ADAPTER 
Humidity or foreign bodies in sample line or 

adapter. 

ZERO IN PROGRESS ZERO CALIBARATION is on processing. 

CO
2 
Wave 

Inspiration Co2 value 

End-tidal Co2 value 

RES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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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REQUIR 
ZERO CALIBRATION IS NECESSARY. PERFORM 

THE ZERO CALIBRATION. 

SENSOR DISCONNECT 
SMAPLE LINE is not connected with sidestream 

module. 

MESUREMENT MODE EtCO2 is normally on processing. 

 

CO2 기능 설명 

 

그림 27-4. CO2 Menu 화면 

 

SPEED 

 

EtCO2 wave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4단계: 6.25, 12.5, 25, 50mm/sec 

 

 

GAIN 

 

EtCO2 wave의 GAIN을 제어합니다. 

 

6단계: x0.25, x0.5, x1, x2, x3, x4 

 

 

UNIT 

 

단위: %, mmHg,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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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CAL 

 

영점 보정을 위해 Zero Cal을 누릅니다. 

 

 

ALARM 

  

In High, In Low, Ex High, Ex Low 4가지 종류의 알람이 있습니다. 

 

⚫ High alarm 범위: 0~150 mmHg, Off 

⚫ Low alarm 범위: Off, 0~150 mmHg 

 

ALARM TYPE 

 

High, Medium, Low의 알람 TYPE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 APNEA 

 

APNEA는 20초, 30초, 40초, 50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RR ALARM 

 

High alarm 범위: 0~200, Off 

Low alarm 범위: off, 0~200 

Type alarm 범위: High, Medium, Low, Off 

 

SETUP TM 

 참고: 아래 사항은 STD1에만 적용됩니다. 

 

EtCO2의 속도를 6.25, 12.5, 25, 50mm/sec 로 설정 가능하다. 

EtCO2의 GAIN을 x0.25, x0.5, x1, x2, x3, x4 로 설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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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ulti-Gas 측정 (선택사양) 
 

경고 및 주의사항 
 

공통 

 

경고: 코 튜브의 최대 샘플링 속도는 50 ml / 분이다. 진공 흐름 수준으로 인해 호흡 곤

란을 경험할 수 있는 환자에게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Multi-Gas Module의 폐기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Mainstream 

 

경고: The IRMA probe는 공인 교육을 받은 의료진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고: The IRMA probe는 가연성 마취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경고: 일회용 IRMA기도 어댑터는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어댑터를 재사용하면 

교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사용한기도 어댑터는 의료 폐기물에 대한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경고: IRMA 성인/소아용 기도 어댑터를 영아에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댑터는 환자 회

로에 6ml의 dead space를 추가합니다. 

 

경고: IRMA 유아기도 어댑터를 성인과 함께 사용하면 과도한 흐름 저항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측정은 모바일 및 RF 통신 장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MA probe는 이 설

명서에 지정된 전자기 환경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경고: IRMA기도 어댑터를 기관 내 튜브와 팔꿈치 사이에 두지 마십시오. 환자 분비물이 

어댑터 창을 막고 잘못된 작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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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IRMA 기도 어댑터를 정량 흡입기 또는 분무 된 약물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도 어댑터 창의 빛 투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고: IRMA probe는 환자 평가의 부속물로만 사용됩니다. 임상 징후 및 증상에 대한 다

른 평가와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경고: Probe zeroing이잘못되면 가스 수치가 잘못 표시됩니다. 

 

경고: 기도 어댑터 내부에 rainout/응결이 발생하면 어댑터를 교체하십시오. 

 

경고: PHASEIN에서 제조 한 IRMA기도 어댑터 만 사용하십시오. 

 

경고: IRMA probe는 환자와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IRMA probe를 절대 살균하거나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주의: Probe 케이블에 장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주의: IRMA probe를 작동 온도 범위 밖에서 작동하지 마십시오. 

 

주의: (미국): 연방법에 따라 이 장치는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할 수 없습니

다. 

 

주의: The IRMA Airway Adapter는 비 멸균 장치입니다. Adapter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autoclave하지 마십시오. 

 

 

Sidestream 

 

경고: ISA sidestream 가스 분석기는 공인 의료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 환자와 얽히거나 목이 졸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sampling line을 주의하여 설치하

십시오. 

 

경고: Sampling line으로 ISA 본체를 들어올리지 마십시오. ISA 본체가 분리되어 환자에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 생물학적 유해 폐기물에 대한 현지 규정에 따라 Nomoline Family 샘플링 라인을 

폐기하십시오. 

 

경고: Adapter 중앙에 있는 T-adapter에만 사용하십시오. 

 

경고: N2O 또는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 마취제 용 Sampling line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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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Patient circuit에 7ml의 dead space를 추가해야 하기에 유아에게 T-adapter를 사용

하지 마십시오. 

 

경고: ISA 가스 분석기를 정량 흡입기 또는 분무 된 약물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박

테리아 필터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경고: Zeroing 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주위 공기(21% O2, 0% CO2)가 존재해야 하

므로, 반드시 CO2 Module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Zeroing 

절차 진행 중에는 CO2 Module 가까이에서 숨을 쉬지 마십시오. 

 

경고: ISA sidestream 가스 분석기를 절대로 멸균하거나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경고: 측정 시 모바일 및 휴대용 RF 통신 장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ISA sidestream 가스 분석기가 이 설명서에 지정된 전자기 환경에서 사용되는지 확

인하십시오. 

 

경고: ISA 부류 가스 분석기는 환자 평가의 부속물로만 사용됩니다. 임상 징후 및 증상

에 대한 다른 평가와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경고: Sampling line 입력 커넥터가 빨간색으로 깜박이기 시작하거나 호스트에 " Sample 

line clogged"메시지가 표시되면 샘플링 라인을 교체하십시오. 

 

경고: 제조업체의 승인 없이는 이 장비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장비가 수정된 경우 

지속적인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해야합니다. 

 

경고: ISA sidestream 가스 분석기는 MR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고: MRI 스캔 중 호스트 장치는 MRI 제품군 외부에 배치해야 합니다. 

 

경고: ISA/<호스트 장치> 근처에서 고주파 전기 수술 장비를 사용하면 간섭이 발생하고 

잘못된 측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Nomoline Family sampling line에서 응축수를 제거하기 위해 음압을 가하지 마십시

오. 

 

경고: 환자 회로의 너무 강한 양압이나 음압은 샘플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고: 강력한 청소 흡입 압력은 샘플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기 가스는 patient circuit 또는 scavenging system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경고: 환자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샘플링 된 가스를 재 호흡하려는 경우 항상 

배기구 쪽에 박테리아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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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ISA 가스 분석기를 환자에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경고: 교차 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회용 단일 환자용 Nomoline Family 샘플링 라인

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Nomoline Family 샘플링 라인을 살균하거나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경고: Enclosure가 손상된 경우 ISA sidestream 가스 분석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경고: 잘못된 probe zeroing은 잘못된 가스 판독을 초래합니다. 

 

 

주의: ISA " plug-in and measure"분석기는 ISA 손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장착

되어야 합니다. 

 

주의: 지정된 작동 환경 밖에서 ISA sidestream 가스 분석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US Only) 주의: 연방법은 이 장치를 허가 받은 의료업자가 판매하거나 순서에 따라 판

매하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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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VM-15의 옵션 장치 PHASEIN Module은 마취 가스를 선택하지 않고 자동으로 마취 가

스를 감지합니다. (EtCO2 및 N2O는 항상 기본적으로 감지됩니다.) 

가장 농축된 마취 가스의 농도와 파형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IRMA Mainstream에 대한 설명 

 

IRMA CO2 메인 스트림 CO2 probe는 CO2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및 파생된 모니터

링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다른 의료 기기에 연결하기위한 것입니다. 

 

IRMA AX+ main stream multi-gas probe는 CO2, N2O 및 마취제 Halothane, Enflurane, 

Isoflurane, Sevoflurane 및 Desflurane에 대한 실시간 및 파생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표시

하기 위해 다른 의료 기기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취, 회복 및 호흡 관리 중에 흡기/호기 된 가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환자 호흡 회로

에 연결하기위한 것입니다. 성인, 소아 및 유아 환자를 위한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및 응급 의료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하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다른 생명 징

후 모니터링 장치 및 전문가와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환자 상태에 대해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IRMA probe는 교육을 받고 공인된 의료전문

가만 사용해야 합니다. 

 

 ISA Sidestream에 대한 설명 

 

ISA 제품군은 두 가지 유형의 Sidestream 가스 분석기 (ISA CO2, ISA AX +)로 구성되며, 

호흡 수 및 다음 호흡 가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른 의료용 호스트 장치에 연결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ISA CO2: CO2  

ISA AX+: CO2, N2O, Halothane, Isoflurane, Enflurane, Sevoflurane and Desflurane  

 

ISA CO2, ISA AX +는 마취, 회복 및 호흡 관리 중에 흡기 / 만료 된 가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환자 호흡 회로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의도된 환경은 수술실, 중환자 실 

및 입원실입니다. ISA CO2는 구급차에도 사용하기위한 것입니다. 의도된 환자군은 성인, 

소아 및 유아 환자입니다. 

 

PHASEIN AB에서 승인 한 의료 기기에만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ISA Sidestream 가스 분석기를 환자 모니터링의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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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stream Type 연결 설정 
 

 

그림 28-1. Mainstream Cable 연결 

 

 

사용 목적 

IRMA main stream multi-gas probe는 CO2, N2O 및 마취제 Halothane, Enflurane, 

Isoflurane, Sevoflurane 및 Desflurane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기에 연

결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취, 회복 및 호흡 관리 중에 흡기/호기 된 가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환자 호흡 회로

에 연결하기위한 것입니다. 성인, 소아 및 유아 환자를 위한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및 응급 의료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하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다른 활력 징

후 모니터링 장치 또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인간 판단과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IRMA probe는 교육을 받고 공인된 의료 전문가 만 사용해야합니다. 

 

시스템 조립 지침  

 

설정 

I. IRMA 커넥터를 <호스트 장치>의 IRMA 입력에 연결하고 전원을 켭니다. 

II. 새로운 IRMA 기도 어댑터 위에 IRMA probe를 끼웁니다. 제대로 장착되면 딸

깍 소리가 나면서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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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RMA 모델에 따라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IRMA AX+ IRMA CO2 

최소 30 초 대기 

제로화 수행 

(ZERO CAL 메뉴 참조) 

가스 판독 값이 0 %로 표시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정확도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영점 조정 

(ZERO CAL 메뉴 참조)을 수행하십시오. 

IV. 녹색 LED는 IRMA probe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V. IRMA /기도 어댑터 15mm 수 커넥터를 호흡 회로 Y- 피스에 연결합니다. 

 

 
 

VI. IRMA /기도 어댑터 15mm 암 커넥터를 환자의 기관 내 튜브에 

연결합니다. 

 

 
 

또는 환자의 기관 내 튜브와 IRMA probe사이에 HME (열 수분 교환기)를 

연결합니다. IRMA probe앞에 HME를 배치하면 기도 어댑터를 수증기의 

분비물과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댑터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IRMA 

probe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VII. IRMA probe가 HME로 보호되지 않는 한 항상 상태 LED가 위쪽을 향하도록 

IRMA probe를 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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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MA probe배치 

IRMA probe를 유아 환자 회로에 연결할 때 IRMA probe와 유아의 신체가 직접 접촉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든 IRMA probe가 유아의 신체 부위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 IRMA probe와 

신체 사이에 절연 재료를 배치해야 합니다. 

 

사용 전 확인 

IRMA기도 어댑터를 호흡 회로에 연결하기 전에 기도 어댑터를 환자 회로에 연결하기 

전에 모니터에서 가스 수치와 파형을 확인하십시오. 

IRMA기도 어댑터에 스냅 된 IRMA probe를 사용하여 환자 회로의 견고성 검사를 수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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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stream Type 연결 설정 
 

사용 목적 

ISA 제품군은 3 가지 유형의 sidestream 가스 분석기 (ISA CO2, ISA AX + 및 ISA OR +)로 

구성되며, 호흡률과 다음 호흡 가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른 의료용 호스트 장치에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SA CO2: CO2 

 

ISA AX+: CO2, N2O, Halothane, Isoflurane, Enflurane, Sevoflurane and Desflurane 

 

ISA OR+: CO2, O2, N2O, Halothane, Isoflurane, Enflurane, Sevoflurane and Desflurane 

 

ISA CO2, ISA AX + 및 ISA OR +는 마취, 회복 및 호흡 관리 중 흡기/호기 된 가스를 모니

터링하기 위해 환자 호흡 회로에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의도된 환경은 수술실, 

중환자 실 및 환자 실입니다. ISA CO2는 도로 구급차에도 사용하기위한 것입니다. 의도

된 환자 집단은 성인, 소아 및 유아 환자입니다. 

 

PHASEIN AB에서 승인 한 의료 기기에만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ISA 부류 가스 분석기를 환자 모니터링의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해서

는 안됩니다. 

 

ISA 부류 가스 분석기는 PHASEIN에서 승인 한 의료 기기에만 연결해

야 합니다. 

 

 

MODULE 시스템 설정 

 

시스템에 ISA 내장 사이드 스트림 모듈이 장착된 경우 아래 설정 지침을 포함하십시오. 

 

가스 분석을 위해 <호스트 장치>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I. Nomoline Family 샘플링 라인을 ISA 가스 분석기의 입구 포트에 연결합니다. 

 

II. 가스 샘플 배출 포트를 청소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N2O 또는 마취제를 사용할 

때 수술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를 patient circuit로 되돌립니다. 

 

III. <호스트 장치>의 전원을 켭니다. 

 

IV. 녹색 LED는 ISA 가스 분석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V. 사용 전 확인에 설명된 대로 사용 전 확인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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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R 시스템 설정 

 

시스템이 "플러그인 및 측정" ISA sidestream 가스 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설정 

지침을 포함하십시오. 가스 분석을 위해 <호스트 장치>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

르십시오. 

 

I. ISA 분석기를 안전하게 장착합니다. 

 
 

II. ISA 분석기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호스트 장치>에 연결합니다. 

 

III. Nomoline 제품군 샘플링 라인을 ISA 분석기 입력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IV. 가스 샘플 배출 포트를 청소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N2O 또는 마취제를 사용할 

때 수술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를 환자 회로로 되돌립니다. 

 

V. <호스트 장치>의 전원을 켭니다. 

 

VI. 녹색 LED는 ISA 분석기를 사용할 준비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VII. 사용 전 확인을 수행하십시오. 

 

 

사용 전 확인 

 

Nomoline Family 샘플링 라인을 호흡 회로에 연결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I. 샘플링 라인을 ISA 가스 주입구 커넥터 (LEGI)에 연결합니다. 

 

II. LEGI가 시스템이 정상임을 나타내는 녹색 불이 계속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III. O2 옵션이 장착 된 ISA OR + 및 ISA AX + 모듈의 경우 : 

모니터의 O2 수치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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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샘플링 라인에 숨을 들이쉬고 유효한 CO2 파형과 값이 <호스트 장치>에 표시

되는지 확인합니다. 

 

V. 손가락 끝으로 샘플링 라인을 막고 10 초 동안 기다립니다. 

 

VI. 폐색 경보가 표시되고 LEGI가 깜박이는 빨간색 표시등을 표시하는지 확인합니

다. 

 

VII. 적용된다면: 

샘플링 라인이 연결된 상태에서 환자 회로의 기밀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누기 점검 

 

루어(수) 잠금 장치가 있는 새로운 Nomoline 샘플링 라인을 ISA LEGI에 연결하고 LEGI

가 녹색으로 계속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경이 3/32”(2.4mm) 인 짧은 실리콘 튜브를 Nomoline 루어(수)에 연결합니다. 

 

CO2 농도가 4.5 vol % 또는 34 mmHg 이상이 될 때까지 실리콘 튜브로 긴 숨을 내쉬십

시오. 

 

실리콘 튜브를 배기 포트에 단단히 연결하십시오. 

 

CO2 농도가 안정될 때까지 1 분간 기다렸다가 값을 기록하십시오. 

 

1 분간 기다린 후 CO2 농도가 0.4 vol % 또는 3 mmHg 이상 감소하지 않았는지 확인합

니다. 더 많이 감소하면 ISA 장치 또는 Nomoline에 주요 누출이 있습니다. 장치에 중대

한 누출이 있는 경우 ISA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유지보수 

 

1 년에 한 번 또는 가스 판독 값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누기 점검에 따라 누출 검사를 

수행하고 기준 기기 또는 보정 가스를 사용하여 가스 판독 값을 확인하십시오. 보정 가

스는 PHASEIN AB (www.phasein.com)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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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GAS 화면 
 

Multi-GAS 측정 화면 

 

 

그림 28-2. Multi-GAS 화면 

 

 

Multi-GAS 색상 

Desflurane (DES): BLUE 

Sevoflurane (SEV): YELLOW 

Lsoflurane (ISO): PINK 

Enflurane (ENF): ORANGE 

Halothane (HAL): RED 

 

 

Multi-GAS 상태 메시지 

 

오류가 발생하면 V15 좌측 상단에 infor alarm 영역에 오류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오류 메시지의 종류 및 오류 상황은 아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표 28-1 Multi-GAS 상태 메시지 

Error Message Error Situation 

H/W ERR. Hardware Error 

S/W ERR. Software Error 

MOTOR SPEED ERR. Motor speed out of bounds 

FACTORY CAL ERR. Factory calibration lost/missing 

REPLACE O2 SENSOR Replace O2 sensor 

REPLACE ADAPT. Replace adapter 

NO ADAPT. No adapter. Connect adapter 

CO
2 
Wave 

AA1
 
Wave 

Numeric GASInsp 

Numeric GAS Exp 

MAC 

Operaing mode 

R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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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REQ. Zero reference calibration required 

APNEA DETECTED No breaths detected within selected time 

CO2 OR CO2 outside specified accuracy range 

N2O OR N2O outside specified accuracy range 

AX OR At least on agent outside specified accuracy range 

O2 OR O2 outside specified accuracy range 

TEMP OR Internal temperature outside operating range 

PRESS OR Ambient pressure outside operating range 

AGENT ID UNRELIABLE Agent identification and concentrations are unreliable 

 

 

MULTI-GAS 기능 설명 

 

 

그림 28-3. MULTI-GAS 메뉴 

 

SPEED 

 

MULTI-GAS wave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4단계: 6.25, 12.5, 25, 50mm/sec 

 

 

GAIN 

 

MULTI-GAS wave의 GAIN을 제어합니다. 

 

6단계: x0.25, x0.5, x1, x2, x3,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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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UNITS: %, mmHg, kPa 

 

 

SET WAVE 

 

MULTI-GAS는 GAS1, GAS2, N2O, O2. 의 Wav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T MODE Function 

 

SELF TEST, SLEEP, MEASUREMENT의 세가지 모드를 설정 가능합니다. 

 

 

SET APNEA 

 

APNEA는 20 sec, 30 sec, 40 sec, 50 sec. 60 sec로 설정 가능합니다. 

 

 

SET O2 

 

SET O2: 0~30%, 30~70%, 70~100% 

 

SET N2O 

 

SET N2O: 0~30%, 30~70% 

 

ZERO CAL 

 

IRMA probe 측정의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려면 다음 제로화 권장 사항을 따라야합니다. 

 

Zeroing은 기도 어댑터를 환자 회로에 연결하지 않고 새 IRMA기도 어댑터를 IRMA 

probe에 스냅 한 다음 호스트 기기를 사용하여 제로 참조 명령을 IRMA probe에 전송

하여 수행됩니다. 

 

Zeroing 절차 전이나 도중에 기도 어댑터 근처에서 호흡하지 않도록 특별한주의를 기

울여야합니다. IRMA기도 어댑터의 주변 공기 (21 % O2 및 0 % CO2)는 성공적인 제로화

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Zeroing 직후에 "ZERO_REQ"경보가 나타나야 하는 경우 절차

를 반복해야 합니다. 

 

Probe를 zeroing 후에는 항상 사용 전 점검을 수행하십시오. 

 

IRMA CO2 probes: 

Zeroing는 가스 값의 오프셋이 관찰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정확도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에만 수행해야합니다. 

Zeroing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원을 켠 후 IRMA기도 어댑터를 교체한 후 IRMA CO2 

프로브의 예열을 위해 10 초 정도 기다리십시오. 영점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prob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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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LED가 약 5 초 동안 깜박입니다. 

 

IRMA AX+ probes: 

IRMA기도 어댑터를 교체할 때마다 또는 가스 값의 오프셋 또는 지정되지 않은 가스 

정확도 메시지가 표시될 때마다 Zeroing을 수행해야합니다. 

Zeroing을 진행하기 전에 전원을 켠 후 IRMA기도 어댑터를 교체한 후 IRMA AX + 

probe의 예열을 위해 30 초 정도 기다리십시오. Zeroing이 진행되는 동안 Probe의 녹색 

LED가 약 5 초 동안 깜박입니다. 

 

ALARM 

 

6 종류의 알람 설정이 가능: GAS1, GAS2, CO2, O2, N2O, RR, TYPE 

 

설정 범위 (GAS1, GAS2, CO2) 

⚫ High Range: 0~25 vol%, OFF 

⚫ Low Range: OFF, 0~25 vol% 

 

설정 범위(O2, N2O) 

⚫ High Range: 0~100 vol%, OFF 

⚫ Low Range: OFF, 0~100 vol% 

 

설정 범위(RR) 

⚫ High Range: 0~200 bpm, OFF 

⚫ Low Range: OFF, 0~200 bpm 

 

Type 설정: HIGH, MEDIUM, LOW,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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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CON 측정 
 

경고 및 주의 사항 
 

공통 

 

경고: qCON 측정 후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 후 실시해야합니다. 

 

경고: 2 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관련 제품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

해야합니다. 

 

주의: 각 전극의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참조 

qCON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 Main Screen은 1ch ECG 만 제공하며 다

른 매개 변수의 흔적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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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qCON은 환자의 의식 수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마취 전문의가 마

취제를 흡입 또는 정맥 내로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CON 지수는 전신 마취 또는 집중 치료를 받는 동안 사람의 의식 수준을 모니터링하

는 데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CON 지수는 환자의 이마에 3 개의 표면 전극을 놓고 디지털 프로세스로 분석하여 기

록 된 뇌파 (EEG) 신호에서 얻습니다. 그 결과 "qCON", "Index of Consciousness"는 마취 

중 환자의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전문가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연결 설정 
 

준비 

 

EEG 신호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정상적인 조건에서 존재하는 높은 임피던스를 줄이기 

위해 피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 피부의 표층을 청소하기 위해 특

별히 고안된 매우 미세한 사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극을 배치하기 전에 주어진 부위에 조심스럽게 사포를 사용하여 환자의 피부를 청소

하십시오. 

 

 

전극의 위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환자 케이블의 한쪽 끝에는 그림 28-1과 같이 환자의 피부를 청

소할 때 전극에 연결되는 세 개의 스냅 (빨간색, 노란색 및 녹색)이 있습니다. 

 

 

그림 29-1. 전극의 위치 

 

커넥터는 빨간색 와이어 (+), 노란색 (참조) 및 녹색 (-)의 끝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색

상의 스냅으로 적절한 배치가 보장됩니다. 

RED YELLOW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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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y 연결 

 

V15와 연결 

 

I. 연장 케이블을 qCON 모듈 상자에있는 qCON 소켓(회색)에 연결합니다. 

 

II. EEG 케이블을 연장 케이블에 연결합니다. 

 

III. 그림 28-1과 같이 EEG 전극을 환자에게 놓습니다. 

 

 

qCON 화면 
 

아래 그림은 qCON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림 29-2. qCON 화면 

 

qCON : 마취 깊이 지수. 

 

SQI (Signal quality index): 품질 표시기 신호. 획득하는 동안이 값은 가능한 한 높게 유지

되어야 합니다(값 100에 가까움). 그렇지 않으면 품질이 좋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MG : 주파수 대역의 근전도 신호 전력. 

 

BSR (Burst suppression rate): 30 초의 창에서 등전 EEG가있는 시간의 백분율. 

 

NEG: 네거티브 임피던스 

 

REF: 기준 임피던스 

 

POS: 포지티브 임피던스 

 

  

Numeric Trend 

EEG Wave 

Numer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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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N 기능에 대한 설명 
 

qCON 메뉴에서 qCON 숫자 영역을 선택하면 나타납니다. 

모든 기능은 qCON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X 버튼을 누르면 qCON 메뉴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아래 그림은 qCON 메뉴입니다. 

 

그림 29-3.Displays - qCON Menu 

 

ALARM 

 

⚫ qCON High alarm 범위: 0~100, Off 

⚫ qCON Low alarm 범위: off, 0~100 

⚫ Alarm type: High, Medium, Low,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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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쇄 (선택사양) 
 

 

경고 및 주의 사항 
 

경고 : 공인된 인원이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템 혹은 지역 배급사의 기술자). 

 

경고 :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설치할 경우 제품의 손상이나 화재의 원

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 : 감열지 (Thermal paper) 만 사용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종류의 용지

와는 프린터가 정상동작하지 않습니다.  

 

경고 : 프린터 덮개가 닫힌 상태에서 용지를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경고 : 프린터에 경고등이 들어 온 경우에는 용지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었

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 1분 이상 연속인쇄를 할 경우 프린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적어도 3분간 인쇄를 중단해 주세요. 

 

경고 : 프린터의 덮개가 제대로 닫혀있지 않을 경우 인쇄가 비정상으로 되

거나 아예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 요 
 

V15 다양한 정보를 인쇄하기 위해 한번에 3개의 wave 를 인쇄하는 기능을 가진 전용 

프린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인쇄기능은 주화면 (main screen) 을 위한 실시간 인쇄와 팝업화면을 위한 저장 data 인

쇄의 2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주화면 (main screen) 의 실시간 인쇄를 위해 인쇄 스마트 버튼 (  ) 이나 PRINT 키 

(  ) 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팝업화면을 위해서는 각 화면별로 고유의 인쇄버튼을 가

지고 있습니다. 또한, SYNC 메뉴가 ALARM 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설정된 알람값에 부

합되는 경우 자동으로 인쇄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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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종류에 따라 출력형태는 문자정보나 wave 형태의 출력물을 생성합니다. 

 

인쇄길이의 경우, 대부분의 팝업화면이 고정된 인쇄길이를 갖는 반면에, 주화면 (main 

screen) 에 대한 실시간 인쇄는 설정된 값에 따라 인쇄길이가 변화합니다. 

 

메뉴 
 

메뉴 계층도 

 

⚫ 실시간 인쇄 (주화면) 

 

◼ 인쇄 

 

 
 

 

◼ 설정 

 

 
 

 

  

SETUP PRINT SET

SYNC
MANUAL

ALARM

MODE

BOTH

WAVE

TREND

SOURCE

CH1

CH2

CH3

SIZE

150 mm

175 mm

200 mm

225 mm

250 mm

275 mm

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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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 스크린 인쇄 

 

 
 

메뉴 설명 

실시간 인쇄 (주화면) 

⚫ SYNC 

◼ MANUAL : 인쇄버튼을 누를 경우 인쇄를 시작합니다. 

◼ ALARM : 알람설정값에 부합되면 인쇄를 시작합니다. 

⚫ MODE 

◼ WAVE : 지정한 wave 들을 인쇄합니다. 

◼ TREND : Trend data 를 인쇄합니다. 

◼ BOTH : Trend data 와 wave 모두를 인쇄합니다. 

⚫ SOURCE 

◼ 인쇄할 wave 를 선택합니다. 

⚫ SIZE 

◼ 인쇄할 wave 의 길이를 선택합니다. (문자 data 영역은 제외됩니다.)  

 

 SIZE 메뉴는 manual 모드에서만 유효합니다. 

(팝업화면과 12ch-ekg 모드에서 인쇄길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 

 

 실시간 인쇄 시에는 data 수집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인쇄버튼 

(  ) 이 깜빡입니다. 반면 일반인쇄 (팝업화면) 시에는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인쇄하

기 때문에 PRINT 버튼이 깜빡이지 않습니다. 

 

 EtCo2 나 MultiGas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TREND 데이터의 RESP 값은 해당 

모듈의 값으로 인쇄됩니다. 

 

팝업화면 

⚫ TREND 

◼ PRINT : 선택된 시간의 전 5개, 후 5개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데이터를 인

쇄합니다. 

 

  

TREND PRINT

EVENT

PRINT SET

WAVE 1

WAVE 2

WAVE 3PRINT

DRUG CALCULATION TITRATION CHART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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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 PRINT SET : 인쇄할 wave 를 선택합니다. 

◼ PRINT : Event data 와 wave 를 인쇄합니다. 

 

⚫ DRUG CALCULATION 

◼ PRINT : Titration chart 의 선택된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인쇄출력 예 
 

실시간 wave 인쇄 

 

 

그림 30-1. 실시간 wave 인쇄 

 

 

그림 30-2. 12ch-EKG 실시간 wave 인쇄 

 

Trend 모드 데이터 인쇄 

 

 
 

그림 30-3. Trend 인쇄출력 

 

 

주의 : 배터리 모드에서 인쇄가 중단된 경우, 화면에서 배터리 레벨을 점검

하세요. 고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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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교체 

 

⚫ 프린터의 덮개를 엽니다. 

 

⚫ 위의 그림과 같이 공인되 용지를 삽입합니다. (용지방향에 주의하세요).  

 

⚫ 프린터의 덮개를 정확하게 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동작이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Note: 녹색등이 켜진 경우 정상동작을 하며, 붉은색 등이 켜진 경우에는 정상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템이나 지역 배급사에 문의하세요. 

  

 

주의 : 배터리 모드에서의 프린터 사용은 배터리 사용시간을 감소시킵니다. 

 

 

주의 : 프린터의 에러램프가 켜진 경우 용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교체하

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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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메뉴 Default Set 
 

기본 설정 메뉴에서 환자 카테고리를 변경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설정이 변경됩니

다. 

 

표 31-1. 메뉴 Default set 

파라미터 항 목 
환자 범주(Patient mode) 

대동물(VET_L) 소동물(VET_S) 

ECG 

LEAD 

1 CH LEAD I 

2 CH LEAD II 

3 CH LEAD III 

GAIN 10 mm/mV 

SPEED 25 mm/sec 

ST J + 80ms 

ARRHYMIA OFF 

PACEMAKER OFF 

FITER Monitoring 

TM 

(STD1) 

LEAD LEAD II 

GAIN 5 mm/mV 

SPEED 12.5 mm/sec 

SpO2 

(VOTEM) 

GAIN x1 

SPEED 25 mm/sec 

AVERAGING 4 

TM 

(STD1) 

GAIN 5 mm/mV  

SPEED 12.5 mm/sec 

SpO2 

(MASIMO) 

GAIN x1 

SPEED 25 mm/sec 

SENSITIVITY NORMAL 

AVERAGING 2 ~ 4 

FASTSAT OFF 

SMART TONE OFF 

SIQ OFF 

ALARM DELAY 5 sec 

RAPID DESAT ALARM 10 % 

TM 

(STD1) 

GAIN x0.5 

SPEED 12.5 mm/sec 

RESP. 

GAIN x1 

SPEED 25 mm/sec 

APNEA 10 sec 

TM 

(STD1) 

GAIN x0.5 

SPEED 12.5 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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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항 목 
환자 범주 

대동물(VET_L) 소동물(VET_S) 

TEMP 

UNIT - 

TD 

DISPLAY - - 

FIRST - - 

SECOND - - 

NIBP 

(VOTEM) 

MODE MANUAL 

INTERVAL 5 min 

STAT 
TIME 5 min 

SCREEN OFF 

PRESSURE 
MAX 280 150 

VENOUS STASIS 160 100 

UNIT - 

NIBP 

(SUNTECH) 

MODE MANUAL 

INTERVAL 5 min 

STAT 
TIME 5 min 

SCREEN OFF 

PRESSURE 
INITIAL 160 90 

VENOUS STASIS 140 100 

UNIT - 

EtCO2 

GAIN x1 

SPEED 12.5 mm/sec 

UNIT - 

TM 

(STD1) 

GAIN x0.5 

SPEED 12.5 mm/sec 

IBP 

SCALE OPTIMUM 

SPEED 25 mm/sec 

UNIT mmHg 

MULTI GAS 

GAIN x1 

SPEED 6.25 mm/sec 

MODE MEASUREMENT 

UNIT 

CO2 - 

O2 - 

N2O - 

GAS 1 - 

GAS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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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환자 범주 

대동물 소동물 

BEEP SIGNAL ECG 

DEMO MODE OFF 

SOUND  

VOL. 

BEEP 20 

ALARM 20 

INFORMATION 30 

PRINT 

SYNC MANUAL 

MODE WAVE 

SIZE 150 

SOURCE 1 ECG LEAD II 

SOURCE 2 SpO2 

SOURCE 3 RESP 

 

 

 참고 : 기본 설정 메뉴에서 환자 범주가 변경되면 알람 설정도 변경됩니다. 각 환자 

범주에 대한 알람 기본 설정 값은 “표 9-3 알람 설정 범위”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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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15 STD1 TM (Transport Module) 
 

 

TM은 ECG, EKG(선택 사양), SpO2, NIBP 및 1Temp 생체 신호 측정 모듈을 포함하는 표준 

모듈 박스입니다. 

 

4.3” LCD와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본체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일정 시간 환자

의 생체 신호 측정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TM은 Touch 또는 Encoder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본체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체에 연결하면 본체 설정과 동기화됩니다. 

 

TM은 본체에서 분리하면 충전식 배터리로 작동하며, 약 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본체에 연결하면 분리된 상태의 측정 데이터를 본체로 전송하여 연속성을 확보

합니다. 

(12장 “환자 관리” 참조) 

환자 이송 중 사용에 적합합니다. 

 

 

 

TM 구성 
 

 

그림 32-1. TM 전/측면 & 조작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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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TM 설명 

번호 이름 기 능 비고 

1 스피커 측정 정보에 따른 소리를 출력합니다.  

2 4.3” LCD 4.3” LCD  

3 알람 버튼 알람 상황이 발생하면 알람 음을 일시 중지합니다. (2분)  

4 NIBP 버튼 비 관혈식 혈압 측정을 시작/중지시킵니다.  

5 전원 버튼 동작을 ON/OFF 합니다.  

6 전원 LED 

전원 LED 

 

LED 색상 

- AC 전원을 사용하는 본체에 연결됨 : 녹색 

- 배터리로 동작하는 본체에 연결됨 : 주황색 

- 본체와 분리됨 (배터리로 동작) : 주황색 

 

7 EKG 연결단자 EKG 측정을 위한 연결 단자 선택사양 

8 SpO2 연결단자 SpO2 측정을 위한 연결 단자 
Masimo

선택사양 

9 TEMP 1 연결단자 TEMP1 온도 측정을 위한 연결 단자  

10 ECG OUT 연결단자 ECG OUT 측정을 위한 연결 단자 선택사양 

11 RESET 버튼 ESN 모듈을 RESET하는 버튼  

12 NIBP 연결단자 비관혈식 혈압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단자 
Suntech- 

선택사양 

13 ECG 연결단자 ECG 측정을 위한 연결 단자  

 

 

 참고 : TM이 본체에 연결된 경우 TM 전면부의 버튼은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 : TM이 본체에 연결된 경우 TM 전면부의 스피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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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화면 

 

그림 32-2. TM 화면 구성 

 

표 32-2. TM 화면 설명 

번호 이름 기능 비고 

1 NIBP 수치 값 
환자의 비관혈식 혈압을 표시합니다. 

(수축기, 이완기, 평균치 혈압 및 맥박수 표시) 
 

2 Resp 파형 

환자의 호흡 파형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TM이 본체에 연결되면 – 

EtCO2 또는 Multi-gas 모듈이 연결되었을 경우 CO2 파형을 보

여줍니다. 

 

TM이 본체와 분리되면 – 

Resp 파형을 보여줍니다. 

 

3 산소포화도 파형 환자의 실시간 산소포화도 파형을 보여줍니다.  

4 ECG 파형 
환자의 실시간 심전도 파형을 보여줍니다. 

(본체에서 설정한 리드에 해당하는 파형을 보여줍니다.) 
 

5 환자 범주 환자 범주(성인, 소아 또는 신생아)를 표시합니다.   

6 정보 알람 메시지 정보 알람 내용을 보여줍니다.  

7 전원 아이콘 

현재 전원 상태를 표시합니다. 

 

 AC 전원 사용 중       Battery 사용 중 

 

8 날짜, 시간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합니다. 

(본체와 연결되면 날짜와 시간이 본체와 동기화됩니다.) 
 

9 ECG 수치 값 환자의 분당 심박수를 보여줍니다.  

10 SpO2 수치 값 환자의 SpO2(산소포화도) 수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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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ESP 수치 값 

환자의 분당 호흡 수치를 보여줍니다. 

 

TM이 본체에 연결되면 – 

EtCO2 또는 Multi-gas 모듈이 연결되었을 경우 해당 모듈의 호

흡측정 수치를 보여줍니다. 

 

TM이 본체와 분리되면 – 

ECG 모듈에서 측정된 호흡수치를 보여줍니다. 

 

12 체온 수치 값 환자의 체온 측정값을 보여줍니다.  

 

전원 연결 
 

주의 

별도의 AC 전원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TM을 독립형 모니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본체와 분리하여 사용할 경우 정상 상태에서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의 

TM을 본체에서 분리하여 사용했을 경우 TM을 AC전원이 연결된 본체와 연결하여 TM

내장 배터리를 충천하십시오. 

 

배터리 사양 
 

TM은 내장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을 경우 상온 및 정상동작 상태에서 약 2시간 동

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TM 내장 배터리는 연결된 본체에 AC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만 충전됩니다. 

 

본체에서 분리되면 화면 상단에 배터리 충전 상태가 표시됩니다. 

TM 배터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십시오. 

 

Full
Charging

2/3
Charging

1/3
Charging

Low
Charging

 

그림 32-3. 배터리 상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TM은 배터리 부족 시 저 순위 알람과 화면에 배터리 부족 표

시를 하고 5분 안에 작동을 중지합니다. 

 

참고 : 자세한 배터리 사양은 “7장”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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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제 해결 
 

경고 및 주의 사항 
 

 

경고 : 정확한 측정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권장합니다. 

 

 

 경고 : 제조업체의 기술 교육을 받은 후 승인된 사람만 제품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

니다. 

 

 

 경고 : 분해된 제품을 만지면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승인 받은 사람만 모니터를 수집하거나 수리하십시오.  

 

 

 경고 : 측정 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 다른 의료 기기로 환자를 확인한 후 

환자 모니터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개요 

모니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먼저 확인 하십시오 

 

자가 점검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템 (VOTEM) 또는 지역 대리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법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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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문제 

 

표 33-1. Display 문제 

증상 처리 방법 

제품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경우 

1. AC 전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2.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사용 중 제품의 전원이 갑자

기 꺼지는 경우.  

1. 배터리가 방전되어 꺼졌는지 확인 하십시오. 

2. AC 전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제품이 꺼지지 않을 경우.  

1. 전원 버튼을 1~2초간 누른 후 화면의 “SYSTEM OFF” 메시지가 뜨는지 

확인 하십시오.  

2. 강제로 모니터 끄기 –  

볼펜과 같은 뾰족한 도구로 제품 후면의 “power off” 구멍안의 리셋 

키를 누르십시오. 

(STD1의 RESET 구멍은 TM에도 있습니다.)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

는 경우 

1. 모니터 근처에 지가장이 높은 장비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2.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3. 제품의 접지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Module is not connected 문구

가 화면에 출력되는 경우 

V15 STD1 

TM이 분리되어 있으면 해당 문구가 출력됩니다. 

TM을 연결해 주십시오. 

 

ECG(심전도)/RESP(호흡) 측정 문제 

 

표 33-2. ECG(심전도)/RESP(호흡) 측정 문제 

증상 처리 방법 

“ECG LEAD OFF” 메시지가 표

시될 경우 

1. ECG 케이블을 점검하고, 전극의 겔이 마르지 않았는지 확인 하십시오. 

2. 다른 ECG 케이블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CG 파형이 나오지 않은 경우 
1. ECG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2. ECG 케이블이 훼손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파형에 노이즈가 심할 경우 1. 환자에게 부착된 전극의 접촉 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SpO2 측정 문제 (VOTEM) 

 

표 33-3. SpO2 측정 문제 

증상 처리 방법 

SpO2 측정이 불안정 할 경우 

1. 모니터 주변에 강한 조명(빛)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2. 정상적으로 연결된 센서의 적색광이 깜빡이거나, 광이 켜지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 하십시오 (센서 불량) 

3. 환자의 혈류를 방해하는 원인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예 : 혈압을 측정하는 팔에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센서가 환자에게 너무 오래 연결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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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센서가 환자에게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5. 환자가 떨고 있는지, 센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6. 센서가 훼손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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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2 측정 문제 (MASIMO – 선택사양) 

 

표 33-4. SpO2 측정 문제 (MASIMO – 선택사양) 

문제점 유형 해결방법 

SENSOR OFF  

MESSAGE 

센서가 환자에게 올바르게 연결되

지 않았습니다. 

센서가 손상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센서를 다시 연결하고 센서를 기기 또는 케

이블에 다시 연결하십시오. 

센서가 손상된 경우 센서를 교체하십시오. 

NO SENSOR  

MESSAGE  
모듈에서 센서가 분리되었습니다.  

센서 LED가 깜박이는지 확인하십시오. 

센서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LED가 작동하지 않으면 센서를 교체하십시오.  

LOW 

PERFUSION  

센서 유형(type)이 잘못되었습니다. 

혈류가 약한 위치에서 측정 

센서가 측정 부위를 너무 조입니다. 

저체온증, 혈관수축, 혈액량 감소, 

말초 혈과 질환 또는 빈혈 증상일 

수 있습니다. 

센서가 손상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적합한 센서 및 센서 크기를 확인하십시오. 

측정 부위의 혈류가 제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센서가 너무 꽉 조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감도(Sensitivity)를 MAX로 설정하십시오. 

환자 또는 센서 부위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혈류가 더 나은 위치로 센서를 이동합니다. 

LOW SIGNAL  

QUALITY  

부적절한 센서 유형 또는 사용 

관류에 비해 과도한 움직임. 

센서 또는 케이블이 손상되었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측정 부위의 혈류가 제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센서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측정 부위에 센서를 다시 적용하거나 측정 부위를 

이동하십시오. 

센서 또는 케이블을 교체하십시오 

PULSE 

SEARCH  

MESSAGE  

장치가 맥박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30초 이내에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센서를 

분리했다가 환자에게 다시 연결하십시오. 

맥박 검색이 계속되면 혈류가 더 나은 위치로 센서를 

이동합니다. 

 

 

NIBP 측정 문제 (VOTEM) 

 

표 33-5. NIBP 측정 문제 

증상 처리 방법 

NIBP 측정이 불안정 할 경우  

1. NIBP Cuff 또는 Hose가 꺾여 있거나 훼손으로 Air의 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환자에게 맞는 타입의 Cuff를 사용 했는지 확인 하십시오. 

3. 환자의 자세나 측정부위가 올바른지 확인 하십시오. 

4. 측정 중 환자가 움직였는지 확인 하십시오. 

5. Cuff가 느슨하거나, 너무 세게 부착 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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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BP 측정 문제 (SunTech – 선택 사양) 

 

표 33-6. NIBP 측정 문제 (SunTech – 선택 사양) 

메시지 처리 방법 

WEAK PULSE 

커프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커프가 적당하게 조여 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팔과 커프 사이에 너무 두꺼운 옷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올바른 크기의 커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RTIFACT 

환자가 과도하게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커프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올바른 크기의 커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ETRY 

환자가 과도하게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커프가 적당하게 조여 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커프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올바른 크기의 커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팔과 커프 사이에 너무 두꺼운 옷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MEASUREMENT TIME 

LIMIT 

환자가 과도하게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커프가 적당하게 조여 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커프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올바른 크기의 커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팔과 커프 사이에 너무 두꺼운 옷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NEUMATIC BLOCKAGE 

호스가 꺾여 있거나 끼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환자가 커프 위에 누워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커프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INFLATE TIMEOUT 

호스가 장치와 커프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커프가 적당하게 조여 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커프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올바른 크기의 커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커프에서 공기가 새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호스 연결이 손상되었거나 느슨하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SAFETY TIMEOUT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커프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환자가 과도하게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측정된 다른 혈압을 확인하십시오 

OVER PRESSURE 

올바른 크기의 커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호스가 꺾여 있거나 끼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커프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환자가 커프 위에 누워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HARDWARE ERROR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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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P 측정 문제 

 

표 33-7. IBP 측정 문제 

증상 처리 방법 

혈압 측정이 불안정 할 경우 
조심스럽게 튜브를 쏟아 내고 기포를 제거하십시오.  

튜빙 길이를 짧게 하십시오. 

파형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IBP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을 흔들거나 접촉을 삼가 해 주십시오. 

 

 

CO2 측정 문제 

 

표 33-8. CO2 측정 문제 

증상 처리 방법 

FILTERLINE  

NOT CONNECTION 
필터라인 이 본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필터라인을 연결하십시오.  

EtCO2, FiCO2 부분이 Blank로 

표시함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tCO2 파형 및 수치가 표시되

지 않을 경우 

샘플링 라인과 필터가 막혀 있는지 점검하고 가능 하면 청소 해 주십시오. 

필요 시 교체합니다. 필터라인을 분리시켰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qCON 측정 문제 

 

표 33-9. qCON 측정 문제 

증상 처리 방법 

측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환자에 대한 센서 부착 상태 및 센서 부착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피부와 센서 사이의 접촉을 확인하십시오.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qCON 신호가 약합니다. 

피부와 센서 사이의 접촉을 확인하십시오. 

센서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장치가 다른 전자파 방출 장비와 가까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V15 User Manual   문제 해결 

219 

 

 

 

TEMP 측정 문제 

 

표 33-10. TEMP 측정 문제 

증상 처리 방법 

온도 측정이 되지 않을 때 

온도 센서가 모듈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센서 연결 위치에 맞는 올바른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치와 호환되는 센서를 사용하십시오. 

센서가 손상된 경우 센서를 교체하십시오. 

모듈이 장치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일한 모듈이 2개이상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RINTER 문제 (선택 사양) 

 

표 33-11. PRINTER 문제 

증상 처리 방법 

인쇄가 되지 않을 경우 

1. Printer에 전원 LED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인쇄 용지가 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Printer 도어가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쇄 시 소음이 발생할 경우 

1. 롤러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2. 기어가 이탈 되진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인쇄 용지가 걸려서 발생되는 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또는 인쇄 용지를 교체해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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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품 사양 
 

측정 파라미터 
 

⚫ ECG or EKG, NIBP, SpO2, Respiration, 4ch IBP, ICO, 4ch Temp, EtCO2 or Multi Gas, qCON 

⚫ Processing Parameters 

HR (Heart Rate) 

NIBP (Systolic / Diastolic / Mean pressure) 

SpO2 Saturation 

PR (Pulse rate) 

IBP (Systolic / Diastolic / Mean pressure) 

ICO (Cardiac Output) 

Temperature 

Resp (Respiration) 

EtCO2 (End-Tidal CO2) or Multi Gas 

qCON 

 

 

 

기능 기본 사양 선택 사양 

ECG / Temp (1 channel) VOTEM X (해당안됨) 

EKG (12ch) / Temp (1ch) X VOTEM 

SpO2 VOTEM Masimo 

NIBP VOTEM Suntech 

IBP (2 or 4 channels) X VOTEM 

ICO X VOTEM 

Temp (3 channels) X VOTEM 

EtCO2 X Respironics (main or side) 

Multi Gas X Masimo (main or side) 

qCON X Quantium Medical 

※ Optional : EtCO2 or Multi Gas (Choose one of the two 둘 중 하나 선택 사용) 

 

 

 

기능 기본 사양 선택 사양 

PRINTER X VOTEM 

ECG Output X VOTEM 

VGAOUT X VO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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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1 MAIN 모니터 사양 

⚫ 화면 표시 형태 (Display) 

◼ TFT Color LCD Display 

◼ 파형 표시 방법 : 스크롤 방법 (Scrolling Method) 

◼ 화면 크기 : 15.0 inch 

◼ 해상도 : 1024 x 768 (XGA) 

◼ Sweep Speed : 6.25, 12.5, 25, 50 mm/sec 

◼ 표시 파형 시간 : 2.5 sec 

◼ 파형 일시 정지 : 파형의 일시 정지 기능 

◼ 파형 표시 : 3ch ECG, SpO2, 4ch IBP, Resp or EtCO2 or Multi-Gas, qCON 

◼ 파형 개수 : 12 Waveforms Max. 

◼ 수치 표시 : Heart Rate, SpO2, Pulse Rate, NIBP, Resp, 4ch IBP, 4ch Temp, EtCO2 or Multi-

Gas, ICO, qCON 

⚫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 터치스크린 : 15.0 inch Touch panel, 4-wire resistive type 

◼ 엔코더 : Trim Knob 

◼ 키 버튼 : Power, Alarm Snooze, Change Screen, NIBP start/stop, Print, Exit 

⚫ 파라미터 

◼ ECG / EKG 

◼ Resp (Respiration) 

◼ SpO2 

◼ NIBP 

◼ 4 Channel Temp 

◼ 4 Channel IBP 

◼ EtCO2 or Multi Gas 

◼ qCON 

⚫ 화면 변경 

◼ Full Waves 

◼ 7/12 Lead ECG 

◼ ESN 

◼ BIG Numbers 

⚫ 팝업 화면 

◼ TREND 

◼ EVENT 

◼ Multiview Arrhythmia 

◼ Mini-Trend 

◼ Drug Calculation 

◼ ICO (Cardiac Output) 

◼ Oxy-CRG 

 

 



V15 User Manual   제품 사양 

222 

 

 

 

⚫ 사운드 

◼ Beep: OFF, 10~100% 

◼ Alarm: 10~100% (Low / Middle / High) 

◼ Information: OFF, 10~100% 

⚫ 다국어 

◼ English, French, German, Italian, Spanish, Portuguese, Portuguese-BR, Turkish, 

Russian, Czech, Rumanian, P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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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1 TM (Transport Module) 사양 
 

⚫ 화면 표시 형태 (Display) 

◼ TFT Color LCD Display 

◼ 파형 표시 방법 : 스크롤 방법 (Scrolling Method) 

◼ 화면 크기 : 4.3 inch 

◼ 해상도 : 480 x 272 

◼ Sweep Speed : 6.25, 12.5, 25, 50 mm/sec 

◼ 표시 파형 시간 : 2.5 sec 

◼ 파형 개수 : 3 Waveforms Max. 

⚫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 키 버튼 : Power, Alarm Snooze, NIBP start/stop 

⚫ 파라미터 

◼ ECG 

◼ Resp (Respiration) 

◼ SpO2 

◼ NIBP 

◼ 1 Channel Temp 

⚫ 사운드 

◼ Beep, Alarm (Low / Middle / High), Information 

◼ Volume: N.A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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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측정 기능 (ECG-기본 사양, EKG-선택 사양) 
 

⚫ ECG Wave (Standard) 

◼ 3 leads (Standard: I, II, III) : 1 Channel 

◼ 5 leads (Standard: I, II, III, aVR, aVL, aVF, V) : 3 Channels / 7 Channels 

⚫ EKG Wave (Optional) 

◼ 10 leads (Option: I, II, III, aVR, aVL, aVF, V1, V2, V3, V4, V5, V6) : 12 Channels  

⚫ Input: Installed the circuit for protecting from the high frequency electric potential of ESU, 

Defibrillator and so on. 

⚫ Frequency Filter 

◼ High frequency noise remove filter / Install the 50/60Hz power noise remove filter 

⚫ Input Impedance: Greater than 5 M ohm (50 / 60Hz) 

⚫ Input for Initial Electric Currency: Below 50 μA 

⚫ CMRR: Greater than 120dB 

⚫ Filter Frequency Bandwidth 

◼ 0.5 ~ 40 Hz, 0.5 Hz ~ 80 Hz, 0.05 Hz ~ 40 Hz, 0.05 Hz ~ 80 Hz, Monitoring 

⚫ Gain: 2.5, 5, 10, 20, 30, 40 mm/mV 

⚫ Calibration Waveform: 1mVp-p old waveform, ± 10 % 

⚫ Maximum Input Range: ±  5 mV  

⚫ DC Offset: -300 mV to +300 mV 

⚫ ST Analysis Range 

◼ Measurement Range: -9.9 mV ~ +9.9 mV 

◼ Resolution: ± 0.1 mV 

◼ J Point: J + 0, 20, 30, 40, 50, 60, 70, 80 msec 

⚫ Heart Rate 

◼ Measurement Range: 0, 15 ~ 300 bpm (± 1 bpm or ± 1%, which is greater) 

◼ HR Calculation: 4, 6, 8, 10, 12, 14, 16 waves 

 (Set the usage of HR calculation with combining number of Wave) 

⚫ Pacemaker Detect 

⚫ Arrhythmia Detect  

◼ ASYS (Asystole) - Asystole or electromotive disassociation. 

◼ VFIB (ventricular flutter/fibrillation) - Irregular ventricular waveform 

◼ PVC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 VTAC (ventricular tachycardia) - PVCs at 180 BPM 

◼ BGM (ventricular bigeminy) - Normal beat followed by a PVC, repeated 

◼ TGM (ventricular trigeminy) - Two normal beats followed by a PVC, repeated 

◼ CPT (Couplet) - Two PVCs together in a series with normal beats, repeated 

◼ SBRD (sinus bradycardia) - Normal sinus rhythm below 56 BPM (HR≤55) 

◼ ATAC (atrial tachycardia) - Normal sinus rhythm over 135 BPM (HR≥136) 

◼ SVT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 Normal sinus rhythm over 195 BPM (HR≥196) 

◼ VENT - Ventricular rhythm 

◼ TPT (Triplet) - Three PVCs together in a series with normal beats, repeated 

◼ R on T (R on T) 

⚫ ECG Output 

◼ Gain: 1 mm/mV  

◼ DC Offset Voltage: 10 mV 

◼ Time Delay: 112ms from real ECG waveform 

⚫ Defibrillator Sync 

◼ Pulse Amplitude: 3 V when heart beat detected  

◼ Pulse Width: 100ms 

◼ Time Delay: 188~424ms from real ECG waveform 

   (Variable with Pacemaker ON/OFF, Notch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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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산소 농도 측정 (SpO2, Pulse Oximeter) – 기본 사양 
 

⚫ Measurement Range: 0 ~ 100 % 

⚫ Accuracy 

◼ 70 ~ 100 %  SpO2: ±  2 % 

◼ 50 ~ 69 %   SpO2: ±  3 % 

◼ 0 ~ 49 %    SpO2: Unspecified 

⚫ Pulse Rate 

◼ Range: 0 ~ 300 bpm 

◼ Accuracy 

◆ 30 ~ 240 bpm    ± 2 bpm or ± 2 %, which is greater 

◆ 241 ~ 300 bpm  ± 3 bpm or ± 3 %, which is greater 

⚫ Alarm Range 

◼ High alarm limit: 0 ~ 100 % OFF  

◼ Low alarm limit: OFF, 0 ~ 100 %  

⚫ Averaging 

◼ Set of SpO2 Measure Detect Time: 2~10 sec 

⚫ Low Perfusion 

◼ 0.05 % up to  

⚫ Setting Time 

◼ Wave out Time: Max. 2 sec 

◼ SpO2 Percentage Display: Max. 1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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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산소 농도 측정 (SpO2, with Masimo SET) – 선택 사양 
 

⚫ Measurement Range 

◼ SpO2 

◆ Display Range: 0 ~ 100 %  

◆ Calibration Range: 70 ~ 100 % 

◼ Pulse Rate 

◆ Display Range: 25 ~ 240 bpm  

◆ Calibration Range: 25 ~ 240 bpm  

◼ Perfusion Index  

◆ Display Range: 0.02 ~ 20.0 %  

◆ Calibration Range: 0.10 ~ 20.0 % 

⚫ Accuracy 

◼ SpO2 

◆ No Motion: ≤ 2.0 %  

◆ Motion(RMS): ≤ 3.0 % 

◼ Pulse Rate 

◆ No Motion: ≤ 3.0 bpm  

◆ Motion(RMS): ≤ 5.0 bpm  

⚫ Resolution 

◼ SpO2: ≤ 0.1 % 

◼ Pulse Rate: ≤ 1 bpm 

⚫ Time to Display 

◼ SpO2: ≤8, ≤12 seconds 

◼ Pulse Rate: ≤8, ≤12 seconds 

◼ Perfusion Index: ≤8, ≤12 seconds 

⚫ Asystole Detection Time 

◼ SpO2: ≤8 seconds 

◼ Pulse Rate: ≤8 seconds 

◼ Perfusion Index: ≤8 seconds 

⚫ Delay 

◼ SpO2: ≤10 seconds 

◼ Pulse Rate: ≤10 seconds 

◼ Perfusion Index: ≤10 seconds 

⚫ Response Time 

◼ SpO2: ≤20 seconds 

◼ Pulse Rate: ≤20 seconds 

◼ Perfusion Index: ≤20 seconds 

⚫ Setting 

◼ Sensitivity: Maximum, Normal, APOD 

◼ Averaging Time (seconds): 2~4, 4~6, 8, 10, 12, 14, 16 seconds 

◼ Fastsat : ON/OFF  

◼ Smart Tone: ON/OFF 

◼ SIQ: ON/OFF 

⚫ Alarm Delay (seconds): 0, 5, 10, 15 seconds 

⚫ Rapid Desat Alarm (%): 5, 10,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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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측정 (NIBP, Non-invasive Blood Pressure Measurement) – 기본 사양 
 

⚫ Measurement Method: Oscillometric, Automatic measurement 

⚫ Display Value: Systolic, Diastolic, Mean Pressure, Pulse Rate 

⚫ Measurement Range 

◼ VET_Large, VET_SMALL : 0 to 300mmHg 

⚫ Accuracy  

◼ Systolic, Diastolic, Mean: ± 5 mmHg  

◆ Max Mean error: ± 5 mmHg  

◆ Max Standard Deviation: 8 mmHg 

⚫ Inflation Pressure Max 

◼ VET Large: 100 to 300mmHg 

◼ VET Small: 70 to 150mmHg 

◼ Venous Stasis Pressure: 50 ~ 200 mmHg 

 

⚫ Alarm Range 

NIBP 

[mmHg] 

Display High Low 

Systolic 

0 ~ 275, OFF OFF, 0 ~ 275 Diastolic 

Mean 

 

⚫ Pressure Modes 

◼ Manual 

◼ Automatic: 2, 3, 4, 5, 10, 15, 30 min, 1, 2, 4, 8 ,12 hours intervals 

◼ Stat: 5 ~ 15 min intervals 

◼ Venous Stasis 

⚫ Error Messages 

◼ NIBP ERR. CUFF/HOSE 

(커프 또는 호스 오류) 

◼ NIBP ERR. NO PULSE  

(심박 검출 안됨) 

◼ NIBP ERR. PATIENT MOTION  

(측정자가 측정 중에 심하게 움직임) 

◼ NIBP ERR. ENVELOPE  

(측정자가 밸브 동작 중에 심하게 움직임) 

◼ NIBP ERR. WEAKPULSE  

(측정자의 심박동이 너무 약함) 

◼ NIBP ERR. TIMEOUT  

(측정 시간 오류 (성인 : 3분, 신생아 : 1분 30초)) 

◼ NIBP ERR. CUFF OVERPRESSURE  

(커프 압력한계 초과 (성인 300mmHg, 신생아 : 150mmHg)) 

◼ NIBP ERR. INTERNAL  

(NIBP 모듈내부의 오류 (전원을 OFF/ON 시 계속 발생하면 NIBP 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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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측정 (NIBP, with SunTech Module) – 선택 사양 
 

⚫ Method of Measurement 

◼ Oscillometric. Diastolic values correspond to Phase 5 Korotkoff sounds 

⚫ Blood Pressure Range 

◼ Systolic 

◆ 40 ~ 265 mmHg 

◼ Diastolic 

◆ 20 ~ 200 mmHg 

◼ MAP (Mean) 

◆ 27 ~ 222 mmHg 

◼ Pulse Rate Range 

◆ 30 to 220 bpm (Beats Per Minute) 

◼ Cuff Deflate Rate 

◆ Deflation step size varies with heart rate, cuff pressure and cuff volume 

◼ Initial Inflation Pressure 

◆ VET LARGE: 160 mmHg (default) / Variable from 120 to 280 mmHg 

◆ VET SMALL: 160 mmHg (default) / Variable from 60 to 280 mmHg 

◼ Clinical Accuracy 

◆ Meets accuracy requirements of ANSI/AAMI 

SP10:1992 and 2002 

◼ Pressure Transducer Accuracy 

◆ ±3mmHg between 0 mmHg and 300 mmHg for 

operating conditions between 0°C and 50°C 

◼ Recommended Frequency of Pressure Transducer Calibration 

◆ The Pressure Transducer calibration should be verified on a yearly interval 

◼ Operating Conditions  

◆ 0°C to 50°C, 15% to 95% non-condensing humidity  

◼ Storage Conditions  

◆ -20°C to 65°C, 15% to 95% non-condensing humidity  

◼ Altitude  

◆ Measurement accuracy is not affected by altitude 

◼ Startup Initialization Period  

◆ 7 seconds 

◼ Patient Safety  

◆ Internal operating software ensures that: 

Maximum cuff inflation time is limited to 75 seconds 

Duration of blood pressure reading is limited to  

130 seconds (Adult mode) 

120 seconds (Adult Motion Tolerant mode) 

90 seconds (Pediatric mode) 

75 seconds (Neonate mode) 

 

 

◆ Additional redundant safety circuitry oversees normal operation and will override 

to abort a reading if: 

cuff pressure exceeds 300 mmHg (Adult & Pediatric modes) or 150 mmHg 

(Neonate mode) at any time 

the cuff has been inflated for 180 seconds (Adult & Pediatric modes) or 90 

seconds (Neonate mode) 

The Module meets all relevant parts of the following 

Safe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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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60601-1:1997 

IEC/EN60601-2-30:1999/2000 

AAMI SP10:1992/2002 

EN1060-1:1996 

EN1060-3: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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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Respiration) – 기본 사양 
 

⚫ Measurement Range: 0, 5~150 bpm 

⚫ Accuracy:  ± 2% or ± 2 bpm 

⚫ Sweep Speed: 6.25, 12.5, 25, 50 mm/sec 

⚫ Waveform Amplitude: x0.25, x0.5, x1, x2, x3, x4 

⚫ Apnea Detect Time: OFF, 5 ~ 40 sec 

⚫ Select Lead: RA-LA or 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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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P (Invasive Blood Pressure) – 선택 사양 
 

⚫ Measurement Range: -50 ~ +350 mmHg 

⚫ Channel: 2 channels or 4 channels 

⚫ Accuracy:  ±  1 mmHg or ± 2%, which is greater. 

⚫ Auto zero balancing range:  ± 200 mmHg 

⚫ Unit: mmHg, kPa 

⚫ Alarm Range 

IBP 1~4 

[mmHg] 

Display High Low 

Systolic 

-50 ~ +350, OFF OFF, -50 ~ +350 Diastolic 

Mean 

 

⚫ Label 

◼ ABP (Arterial Blood Pressure)  

◆ Artery group throughout the whole body (systemic) 

◼ CVP (Central Venous Pressure)  

◆ Central vein / atrium group  

◼ LAP (Left Arterial Pressure) 

◆ Intracranial group  

◼ PAP (Pulmonary Arterial Pressure)  

◆ Pulmonary artery group 

⚫ Catheter  

◼ Utah (Optional) 

◼ Abbot (Not provided) 

◼ Edward (Not provided) 

◼ Bd (Not provided) 

◼ Medex (Not provided) 

◼ Philips (Not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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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Cardiac Output) – 선택 사양 
 

⚫ Measurement Method: Thermodilution 

⚫ Measurement Range: 0.1 ~ 20 L/min 

⚫ Repeatability: ±5% or ± 0.2 L/min, which is greater 

⚫ Injectate Temperature Range: 0℃ or 24 ℃ 

⚫ Blood Temperature Range: 33 ~ 39 ℃ 

⚫ Injectate Volume: 10 cc only 

⚫ Catheter 

◼ Swan-Ganz Standard Thermodilution Pulmonary Artery Catheter  

(Edward's Life Sciences)  

⚫ Hemodynamic Parameters  

◼ Input/Measured Data from V15  

◆ CO: Cardiac Output (L/min) 

◆ HR: Heart Rate (bpm) 

◆ MAP: Mean Arterial Pressure (mmHg) 

◆ CVP: Central Venous Pressure (mmHg) 

◆ PAM: Pulmonary Artery Mean Pressure (mmHg) 

◆ PAW: Pulmonary Artery Wedge Pressure (mmHg) 

◆ PAD: Pulmonary Artery Diastolic Pressure (mmHg) 

◆ LA: Left Atrium Pressure (mmHg) 

◆ WEIGHT: Weight (kg) 

◆ HEIGHT: height (cm) 

◼ Calculated Data  

◆ BSA: Body Surface Area (m2) 

◆ CI: Cardiac Index (L/min/m2) 

◆ SV: Stroke Volume (mL/beat) 

◆ SVR: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dny*sec*cm-2) 

◆ SVRI: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Index (dny*sec*cm-5*m2) 

◆ PVR: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 (dny*sec*cm-5) 

◆ PVRI: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 Index (dny*sec*cm-5*m2) 

◆ LVSWI: Left Ventricular Stroke Work Index (g*m/m2) 

◆ RVSWI: Right Ventricular Stroke Work Index (g*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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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측정 (기본 사양 : 1 채널 / 선택 사양 : 3 채널) 
 

⚫ Channel: Max 4 channels (Standard: 1 channel, Optional: 3 channels) 

⚫ Measurement Range: 0 ~ 50℃ 

⚫ Unit: ℃, ℉ 

⚫ Accuracy  

◼ 0℃ ~ 24.9℃    → ±  0.2℃ 

◼ 25.0℃ ~ 50.0℃ → ±  0.1℃ 

⚫ Alarm Range 

◼ High alarm limit: 0.1℃ ~ 50℃, OFF  

◼ Low alarm limit: OFF, 0.1℃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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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EtCO2, End-Tidal CO2) – 선택 사양 
 

⚫ Mainstream (EtCO2) 

◼ Initialization Time 

◆ Capnogram, displayed in less than 15 seconds (at 25℃) 

◆ Full specifications within 2 minutes 

◼ Respiration Rate Range: 0 ~ 150 BPM (Breaths Per Minute) 

◼ Respiration Rate Accuracy: ± 1 breath 

◼ CO2 Measurement Range  

◆ 0 ~ 150 mmHg 

◆ 0 ~ 19.7%  

◆ 0 ~ 20 kPa (at 760 mmHg)  

◆ Barometric Pressure supplied by host 

◼ Rise Time  

◆ Less than 60 ms - Adult Reusable or Single-Patient-Use Airway Adapter 

◆ Less than 60 ms - Infant Reusable or Single-Patient-Use Airway Adapter 

◼ CO2 Resolution 

◆ 0 ~ 69 mmHg  → 0.1 mmHg 

◆ 70 ~ 150 mmHg → 0.25 mmHg 

◼ CO2 Accuracy 

◆ 0 ~ 40 mmHg     → ± 2 mmHg 

◆ 41 ~ 70 mmHg    → ± 5% of reading 

◆ 71 ~ 100 mmHg   → ± 8% of reading 

◆ 01 ~ 150 mmHg   → ± 10% of reading 

◼ CO2 Stability 

◆ Short Term Drift: Drift over four hours shall not exceed 0.8 mmHg max 

◆ Long Term Drift: Accuracy specification will be maintained over a 120-hour period 

◼ Calibration  

◆ No routine user calibration required.  

◆ An airway adapter zero is required when changing to a different style of airway 

adapter. 

◼ Temperature and Humidity 

◆ Operating Environment: 0 ~ 45℃, 10 ~ 90% RH, non-condensing 

◆ Storage Environment: -40 ~ 70℃, <90% RH, non-condensing 

◼ Waterproof: IPX4, Splash-proof (sensor head only) 

◼ Required Voltage: +5.0 VDC, 1.125 W Typical (Max 1.5 W) 

◼ Power Rating 

◆ Rated input: 1.1 Watts typical. Steady State 

◆ Up to 1.5 Watts maximum on power up (warm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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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stream (EtCO2) 

◼ Initialization Time 

◆ Capnogram, displayed in less than 20 seconds (at 25℃) 

◆ Full specifications within 2 minutes  

◼ Respiration Measurement Range 

◆ 2 ~ 150 BPM (Breaths Per Minute) 

◼ Respiration Rate Accuracy 

◆ ± 1 breath 

◼ CO2 Measurement Range  

◆ 0 ~ 150 mmHg 

◆ 0 ~ 19.7%  

◆ 0 ~ 20 kPa (at 760mmHg)  

◆ Barometric Pressure supplied by host 

◼ CO2 Resolution  

◆ 0 ~ 69 mmHg   → 0.1 mmHg 

◆ 70 ~ 150 mmHg → 0.25 mmHg 

◼ CO2 Accuracy 

◆ 0 ~ 40 mmHg     → ± 2 mmHg 

◆ 1 ~ 70 mmHg     → ± 5 % of reading 

◆ 71 ~ 100 mmHg   → ± 8 % of reading 

◆ 101 ~ 150 mmHg  → ± 10 % of reading 

◆ Above 80 bpm ± 12 % of reading 

◼ CO2 Stability 

◆ Short Term Drift: Drift over four hours shall not exceed 0.8 mm Hg max 

◆ Long Term Drift: Accuracy specification will be maintained over a 120-hour period 

◼ Calibration  

◆ No routine user calibration required.  

◼ Sample Kit Hours of Use 

◆ Nasal Cannula (all styles) – up to 12 hours 

◆ On-Airway Adapter Kits without dehumidification tubing – up to 12 hours 

◆ On-Airway Adapter Kits with dehumidification tubing – up to 120 hours 

◼ Temperature/Humidity 

◆ Operating environment: 0 ~ 40℃, 10 to 90% RH, non-condensing 

◆ Storage environment: -40 ~ 70℃, <90% RH, non-condensing 

◼ Waterproof 

◆ IPX4 / Splash-proof (When sample cell is inserted in sample cell receptacle) 

◼ Required Voltage 

◆ +5.0 VDC, 5% 

◼ Power Rating 

◆ Rated input: 1.3 Watts typical. Steady State 

◆ Less than 2.0 Watts maximum on power up (warm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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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Gas – 선택 사양 
 

⚫ Mainstream (Multi Gas) 

◼ Operating Temperature 

◆ IRMA AX+: 5 to 50 °C (41 to 122 °F) 

◼ Operating Humidity 

◆ < 40 hPa H2O (non-condensing) (95 %RH at 30 °C)  

◼ Operating Atmospheric Pressure 

◆ 525–1200 hPa 

(525 hPa corresponding to an altitude of 4,572 m / 15,000 feet)  

◼ Power Supply 

◆ IRMA AX+: 4.5-5.5 VDC, max 1.4 W  

(power on surge @ 5 V less than 350 mA during 200 ms) 

◼ Breath Detection 

◆ Adaptive threshold, minimum 1 vol% change in CO2 concentration 

◼ Respiration Rate  

◆ 0 ~ 150 bpm, ± 1 bpm  

◼ Warm-up Time 

◆ IRMA AX+: < 20 seconds (agent identification enabled and full accuracy) 

◼ Rise Time 

◆ CO2 ≤ 90 ms  

◆ N2O ≤ 300 ms 

◆ HAL, ISO, ENF, SEV, DES ≤ 300 ms 

◼ Total System Response Time 

◆ < 1 second 

◼ Accuracy - Standard Conditions 

(valid for dry single gases at 22 ±  5 °C and 1013 ±  40 hPa) 

◆ CO2:  

0 to 15 vol% ± (0.2 vol% + 2% of reading 

◆ N2O:  

0 to 100 vol% ± (2 vol% + 2% of reading) 

◆ SEV:  

0 to 10 vol% ± (0.15 vol% + 5% of reading) 

◆ DES:  

0 to 22 vol% ± (0.15 vol% + 5% of reading) 

◆ HAL, ISO, ENF:  

0 to 8 vol% ± (0.15 vol% + 5% of reading) 

◼ Accuracy - All Conditions 

(valid for all specified environmental conditions) 

◆ CO2: ± (0.3 kPa + 4% of reading) 

◆ N2O: ± (2 kPa + 5% of reading) 

◆ Agents: ± (0.2 kPa + 10% of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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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stream (Multi Gas)  

◼ Operating Temperature 

◆ ISA OR+/AX+: 5 to 50 °C (41 to 122 °F) 

◼ Operating Humidity 

◆ < 40 hPa H2O (non-condensing) (95 %RH at 30 °C)  

◼ Operating Atmospheric Pressure 

◆ 525–1200 hPa 

(525 hPa corresponding to an altitude of 4,572 m / 15,000 feet)  

◼ Power Supply 

◆ 4.5 to 5.5 VDC 

◆ ISA AX+: < 1.6 W (normal op.), < 2.0 W (peak 5 VDC) 

◆ ISA OR+: < 2.0 W (normal op.), < 2.4 W (peak @ 5 VDC) 

◼ Breath Detection 

◆ Adaptive threshold, minimum 1 vol% change in CO2 concentration 

◼ Respiration Rate  

◆ 0 ~ 150 bpm, ± 1 bpm  

◼ Warm-up Time 

◆ ISA OR+/AX+: < 20 seconds  

(Concentrations reported, automatic agent identification enabled and full accuracy) 

◼ Typical Rise Time 

◆ CO2 ≤ 200 ms (≤ 250 ms for ISA OR+/AX+) 

◆ N2O ≤ 350 ms 

◆ Agents ≤ 350 ms 

◆ O2 ≤ 450 ms (only ISA OR+) 

◼ Total System Response Time 

◆ < 3 seconds (with 2 m Nomoline sampling line) 

◼ Accuracy - Standard Conditions 

(valid for dry single gases at 22 ±  5 °C and 1013 ±  40 hPa) 

◆ CO2:  

0 to 15 vol% ±(0.2 vol% + 2% of reading)  

15 to 25 vol% (Unspecified) 

◆ N2O: 

0 to 100 vol% ± (2 vol% + 2% of reading) 

◆ SEV:  

0 to 10 vol% ± (0.15 vol% + 5% of reading)  

10 to 25 vol% (Unspecified) 

◆ DES 

0 to 22 vol% ± (0.15 vol% + 5% of reading)  

22 to 25 vol% (Unspecified) 

◆ HAL, ISO, ENF 

0 to 8 vol% ± (0.15 vol% + 5% of reading)  

8 to 25 vol% (Unspecified) 

◼ Accuracy - All Conditions 

(valid for all specified environmental conditions) 

◆ CO2: ± (0.3 kPa + 4% of reading) 

◆ N2O: ± (2 kPa + 5% of reading) 

◆ Agents: ± (0.2 kPa + 10% of reading) 

◆ O2: ± (2 kPa + 2% of reading) - only ISA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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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N – 선택 사양 
 

⚫ Measurement Range: 0~99 

◼ 99 : Awake 

◼ 80 : Sedation 

◼ 60 ~ 40 : General Anesthesia 

◼ 0 : Deep anesthesia, Isoelectric EEG  

⚫ SQI (Signal Quality Index): Curve, Index of 0-100 

⚫ EMG (Electromyogram): Curve, Index of 0-100 

◼ EMG activity can increase due to: 

◆ Reflex reactions to painful stimuli during surgery 

◆ Activity or muscular rigidity 

⚫ EEG (Electroencephalogram): ± 475μV 

⚫ BSR (Burst Suppression Ratio): Curve, Index of 0~100% 

⚫ Index Trend: 15 minutes 

⚫ Color 

◼ SQI : Green 

◼ EMG : Blue 

◼ BSR : Red 

⚫ Data logging 

◼ qCON, EMG, EEG, BSR, SQI, Impedances and Comments posted by the user 

⚫ EEG Resolution: 44.58nV 

⚫ Noise: < ± 6 μVp-p (BW 70 Hz) 

⚫ CMRR: >100 dB 

⚫ Input Impedance: > 1 MΩ (@10 Hz) 

⚫ Sampling Frequency: 1024 samples/s, 24 bits/sample 

⚫ Input Signal Range: ± 374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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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 선택 사양 
 

⚫ Method: Thermal Direct Method 

⚫ Type: Internal 

⚫ Print Mode 

◼ Wave (Max 3 Wave)  

◼ Trend 

◼ Both (Wave + Trend)  

◼ Event 

⚫ Printer Roll Paper  

◼ Paper Width: 57mm, Outer Diameter: Ø 40, Paper thickness: 60± 5㎛ 

⚫ Valid Width: 150 ~ 300mm (Change to 25mm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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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Popup Screen 

◼ Text Trend 

◼ Graph Trend 

⚫ Interval Time: 1, 5, 10 minutes 

⚫ Parameter 

◼ HR (Heart Rate), SpO2, Resp (Respiration), NIBP (Sys, Dia, Mean), 

◼ 4ch IBP, 4ch Temp, ST Segment, EtCO2, Multi Gas, qCON. 

⚫ 7 Days Trend Data Save 

 

Interface 
 

⚫ RS-232C port (for service port only) 

⚫ LAN Port (10/100/1000Mbps) 

⚫ USB Port (for Software Update) 

⚫ VGAOUT (Optional) 

⚫ ECG Output (Optional) 

 

Physical Specifications (STD 1) 
 

⚫ Size: 284 x 415 x 230 mm (W x D x H) 

⚫ Weight: 8.5kg (with V15 Standard) 

⚫ Power Requirement: 1.2A, 100-240V~, 50/60Hz 

⚫ Power consumption: 90VA (MAX) 

⚫ Battery 

◼ Recharge Time: 12 hours 

◼ Storage Temperature (Only Battery) 

◆ 1 year: -20 to 25 ℃ 

◆ 3 months: -20 to 45 ℃ 

◆ 1 month: -20 to 60 ℃ 

◼ V15 STD1 Discharge Time 

◆ Performance Specification (1 Pack): 10.89VDC, 5200mAh 

◆ 1 Pack: Basic monitoring configuration 2 Hours (Standard) 

◆ 2 Pack: Basic monitoring configuration 4 Hours (Optional) 

◼ TM (Transport Module) Part Discharge Time – Used to TM only 

◆ Performance Specification (1 Pack): 10.89VDC, 2600mAh 

◆ 1 Pack: Basic monitoring configuration 1 Hour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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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환경 (Operating Environment) 
 

⚫ Temperature 

◼ Operating: 10°C ~ 35°C  

◼ Storage: -10°C ~ 50°C 

⚫ Humidity 

◼ Operating: 30 ~ 85%  

◼ Storage: 20 ~ 95% 

⚫ Atmospheric Pressure: 700 to 1060 hPa 

 

기본 액세서리 (Standard Accessories) 
 

⚫ ECG Cable 3Lead 단추형   1 ea 

⚫ ECG 클립     3 ea 

⚫ Cuff Type #2, #3, #4           총3 ea 

⚫ SpO2 Sensor(귀 또는 혀)   1 ea 

⚫ Temperature Sensor 직장용     1 ea 

⚫ Power Code     1 ea 

⚫ Quick Manual     1 ea 

 

선택 액세서리 (Optional Accessories) 
 

⚫ ECG 5 leads Cable (Mini-Candal Type) 

⚫ SpO2 Extension Cable 

⚫ IBP-Y Extension Cable (Mini-Candal Type) - 2ch : 1ea, 4ch : 2ea 

⚫ IBP Extension Cable (Utah) - 1 per channel (2ch : 2ea, 4ch : 4ea) 

⚫ IBP Kit Set (Utah) - 1 per channel (2ch : 2ea, 4ch : 4ea) 

⚫ Temperature Sensor (Skin Type) 

⚫ Temperature Sensor (Rectal Type) 

⚫ EtCO2 Extension Cable (Mini-Candal Type) 

⚫ EtCO2 Kit Set (Mainstream or Sidestream) 

⚫ Printer Module 

⚫ Printer Roll Paper (Paper Width 57mm , Ø 40) 

⚫ Battery 10.89VDC, 5200mAh 

⚫ Wall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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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품 보증 
 

 

경고: VOTEM 및 VOTEM 대리점은 고객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품

의 손상 및 고장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 검사와 테스트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II. 제품수리 및 교환에 대한 보상기준은 재정경제부 고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III. 자사는 구입하신 V15에 대해 구입 일로부터 1년, 부속품의 경우 6개월 동안 

보증을 실시합니다.(6개월 보증 : LCD, NIBP valve, AIR PUMP등) 단, 일회성 목적

을 가진 제품 및 기타 부속품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V. 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발생 시 무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V. 단, 이하의 경우 A/S 비용이 청구됩니다. 

 

① 화재, 지진, 번개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② 제품의 부적절한 설치, 이용 또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발생시. 

 

③ 당사의 서비스 담당자 혹은 지정된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수리 혹은 제품 

분해 시. 

 

VI. 서비스를 의뢰하기 전에 

 

① 제품이 이상할 경우 즉시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꼼꼼히 

읽으십시오. 

 

② 수리를 의뢰하실 때는 제품의 모델 번호, 시리얼 번호, 구매 날짜, 문제등

을 숙지하시고 당사 서비스 센터로 전화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③ 수리 의뢰 시 제품을 배송하실 경우 기존 제품 포장과 동일하게 재포장하

거나 올바른 상태로 포장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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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판매, 서비스 정보 
 

 

 

 

 

 

 

 

 
 

 

 

 

 

 

 

VOTEM CO., LTD 

 

<< 제조사 / 본사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27.(우. 24398) 

Tel: 033-910-0701,  Fax: 033-911-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