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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특장점  

저희 V7 (환축감시장치) 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V7은 동물 상태 정보를 

수치와 함께 파형으로 나타내주는 의료기기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동물 측정 기본기능 

- ECG lead (I, II, III, aVR, aVL, aVF, V) select 및 호흡(Respiration)측정 

- 부정맥(Arrhythmia)측정, ST Level 분석 및 인공심박조절기(Pacemaker) 

Detect 기능 

- 산소 포화도(SpO2)와 맥박수(Pulse Rate) 측정 및 APG, HRV표시 

- 혈압(NIBP) 측정 

- 체온(1 Temp) 측정 

 

※ 동물 측정 선택기능 

-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EtCO2)측정 

- 혈압(2 IBP) 측정 

_ 체온(2 Temp) 측정 

 

※ 그 밖에 특징 

- 7일간 Trend Data 저장 

- 20개의 Event Data 저장 

- 내장형 3채널 Printer. (선택사항) 

- 터치 스크린(Touch Screen) 기능 (선택사항) 

- SD Card를 통한 Trend Data 저장 (선택사항) 

 
자사에서 제공 하는 SD Card를 구입 하시면 제품의 Upgrade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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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 V7 (환축감시장치)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안전한 사용과 최상의 성능을 위해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시고 제품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 하신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사용 설명서는 제품의 기능을 언제나 확인 할 수 있는 곳에 보관 하시

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의료관련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감독 아래서 사용하도록 해

야 하는 동물용 의료기기 입니다. 

 

본 제품은 비정상적인 동물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동물의 안

전을 위해 자사에서 추천하는 부품이나 액세서리만을 사용하십시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액세서리를 연결하여 사용 할 경

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정보 등을 받으실 수 있으

며, 영업 담당자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사용 및 설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연락해 주십

시오. 

 

㈜보템  <www.votem.kr> 

주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27. (우편번호: 200-883) 

전화: 033) 910-0701, 팩스: 033) 911-0701 

 

* 제품 고장이나 이상 접수 시는 손상된 제품의 모델명, 제품일련번호, 구매일자, 이

상증상을 간단히 파악한 후 연락해 주십시오. 

서비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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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 상의 기호의 뜻… 
제품을 사용 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세

요!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사용자와 동물의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호를 표시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모든 경고나 주의 사항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한 경고 문구 

 

 

경고 (WARNING) 

이 “경고” 문구는 경고를 무시하였을 경우 동물에게 치명적인 상처, 

사망, 물질적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

니다. 

 

주의 (CAUTION) 

이 “주의” 문구는 만일 주의 문구를 무시하였을 경우 생명에는 지장

은 없으나 동물에게 상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

다. 

 

 

제품의 기능을 사용 전에 확인 할 사항 

 

 

참고 (NOTE) 

이 “NOTE” 문구는 사용자가 설치, 사용, 유지보수 내용 중에서 위험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려줄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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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시 주의 사항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신체상의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환경에서는 사용 또는 보관을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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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사용 및 보관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온도 압력 습도 

사용 환경 
10℃ ~ 35℃ 

(50 ~ 113℉) 
700 ~ 1060hPa 30 ~ 85% 

보관 환경 
-10℃ ~ 50℃ 

(14 ~ 122℉) 
700 ~ 1060hPa 20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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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안전상의 주의사항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신체상의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

고 

 본 제품은 동물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동물의 진단을 위

해서는 다른 임상적 정보와 같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품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전 본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하며, 사용 전에 각종 센서와 기기의 설정 값이 올바른

지 확인하시고,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에 주변환경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MRI 촬영 시에는 본 제품사용을 금합니다. 유도 전류에 의해 화재가 발

생될 수 있으며 본 제품의 정확도 및 MRI의 정확도가 상호간섭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연결된 케이블에 흠집이 있을 경우 사용자와 동물에게 치명적인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케이블을 깔끔히 정리 해야 합니다. 

 

 전산화 된 ECG분석은 자격 있는 의료진에 의해서 판단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단 기능이 동물의 치료 또는 비 치료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

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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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 동안 부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Battery의 누액, 발열, 발화, 파열에 의해 화재와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

습니다. 

 본 설명서에서 지정 한지 않은 Battery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Battery를 Short시키거나, 가열, 분해, 불 속에 넣지 마십시오. 

 

 동물의 전기적 안전을 위해서 다른 장비와 전기적으로 격리 후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정기적으로 정확한 기능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설명서                                                                         V7 

9 

 

 전기 안전상의 주의사항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신체상의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 

 사용 중 전기적 노이즈를 피하기 위해 제품은 발전기나, X-ray제품, 방

송장치, 이동 전선등과 멀리 설치 합니다. 이러한 제품이 가까이 설치 

되었을 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맥혈압 측정 결과 치에 대한 해석은 전문 의료진에 의뢰 해야 합니다. 

 

 동맥혈압은 동물의 자세, 상태 및 기타 요인 예를 들어 동물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폐질 동물의 경우 치료를 시작하기 전 필히 체내 산소화 정도

를 파악 해야 합니다.  

 

 SpO2센서가 부착되는 곳은 최소한 2시간 마다 점검 되어야 합니다. 센

서가 제대로 부착 되었는지, 피부의 상태는 양호 한지, 센서가 올바르게 

배치 되어 있는지를 점검 합니다. 혈류가 나쁜 동물은 세심한 주의가 필

요 합니다. 센서 부착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지 않을 시 장시간 착

용에 의한 피부 손상 및 압력에 의한 탈저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혈

류가 약한 동물의 경우 1시간 마다 점검 해 주어야 합니다. 

 

 제품을 장시간 사용 하지 않으실 경우 제품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을 

통해 Battery를 분리 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이동할 경우는 전원을 Off한 후 주변 액세서리 등을 잘 정돈하여 

이동 하시기 바랍니다. 코드나 케이블이 손상되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Pacemaker를 장착한 동물이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모든 동작을 주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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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안전상의 주의사항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신체상의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본 환축감시장치는 “2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전기쇼크에 대해 ECG, Resp, IBP는 “CF등급”이고 EtCO2, SpO2, NIBP, 

Temp는 “BF등급”입니다. 

 

 IEC/EN 60601-1 (Safety of Electric Medical Equipment) 기준/잡음 

발생은 B class IEC/EN 60601-1-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quirements)기준, 노이즈 면제는 “B레벨”입니다. 

 

 본 제품은 물에 대한 보호 정도가 “IPX 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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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구성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필요한 부속품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확인 하세요! 

 

기본 액세서리 

 

Main 1 set  

ECG Cable  

3 lead형 (1EA) 

 
동물용 집게 (3EA) 

 

SpO2 Tong Probe 

(1EA) 
 

Temp 1EA 

(Rectal Type - 

Pediatric) 

 

NIBP Hose (1EA) 
 

전원 코드 (1EA) 

 

동물용 Cuff (3EA) 

#1,#2,#3  

사용 설명서 

(1EA) 

 

 선택 사항 

- ECG Cable 5 lead형 

- SpO2 연장 Cable 

- IBP Sensor 

- Printer 모듈 

- Roll Paper 

- EtCO2 Kit set  

(EtCO2 모듈 제품 장착 시) 

- Battery 

- TROLLEY (=CART) 

- Wall Mount 

- 온도 센서(스킨용) 

- 접지 Cable 

- Disposable SpO2 Sensor 

- SpO2 Rectal Sensor 

- Disposable NIBP Cuff (#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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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사용 하기 전에 

 

 설치 시 주의사항 

V7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V7은 주위온도 10℃∼35℃와 습도 30％∼85％내에서 사용 하십시오. 

 전원 코드의 연결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하나의 전기 콘센트 내 여러 가지의 코드를 꽂지 마십시오. 

 본체는 평평한 위치에 설치 하십시오. 

 노이즈가 발생하면 접지를 연결 하십시오. 

 연결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전기 코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충격에 파손되기 쉬우므로 주의 하십시오. 

 먼지나 인화성 물질에서 멀리 설치하십시오. 
 

 

 사용 전 점검사항 

동물의 상태 측정 전에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하십시오. 

 기계적인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외부와 연결되는 리드와 전원 플러그, 액세서리를 확인 하십시오. 

 

 

 사용 후 유지와 청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부드러운 천으로 제품 상태를 청결히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나, 에틸렌, 산화물, 래커 등은 제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하지 마십시오. 

 액세서리는 먼지와 이물이 묻지 않게 유지하고 부드러운 천에 임상 용 

알코올을 묻혀 닦아 주십시오. 

 액세서리를 액체나 세제 등에 담그지 마십시오, 또한 제품이나 액세서리 에 

어떠한 액체도 들어 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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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각 부분의 이름과 기능 

 

 제품 전면 & 조작 버튼 

 

 

(1) 전원 버튼  (6) FREEZE 버튼 

(2) ALARM ON/OFF 버튼 (7) NIBP START / STOP 버튼 

(3) EVENT SAVE 버튼 (8) PRINT 버튼 

(4) SCREEN 버튼 (9) EXIT 버튼 

(5) MENU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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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각 부분의 이름과 기능 

 

 우측면 (Printer 선택 시 - Optional) 

 

   

 

 

 

(1) PRINT POWER LED (3) PRINT FEED 버튼 

(2) PRINT ERROR LED (4) PRINTER DOOR 

3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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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각 부분의 이름과 기능  

 

 좌측면 

 

 

 

 

(1) ECG/RESP Cable 연결부 (5) TEMP 2 연결부 (선택사항) 

(2) SpO2 Probe 연결부 (6) CO2 연결부 (선택사항) 

(3) NIBP 연결부 (7) IBP1 연결부 (선택사항) 

(4) TEMP 1 연결부 (8) IBP2 연결부 (선택사항) 

 

1 
2 

3 

4 

5 

6

1 

7

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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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각 부분의 이름과 기능 

 

 후면부 

 

 

(1) 이동용 손잡이 (5) RS232 Port 

(2) 접지부 (6) LAN Port 

(3) 전원 On/Off 스위치 (7) ECG OUT Port (선택사항) 

(4) AC 전원 입력부 (8) SD Card 삽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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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기호 설명  

 

제품 기호 설명 제품 기호 설명 

 

Type CF 장치, 

전기 충격기 보호  
전원 스위치 

 

Type BF 장치, 

전기 충격기 보호  
Alarm On/Off 

 
Type BF 장치 

 
Alarm Event 

 

경고 또는 주의 

(사용 설명서 참조)  
화면 변경 (Screen) 

IPX 7 액체에 대한 보호 등급 
 

파형 정지 (Freeze) 

TEMP 1~2  체온 측정 
 

혈압 수동측정 (NIBP) 

CO2 Input 

 

가스 입력  
 

인쇄 시작 (Printer) 

IBP 1~2  관혈식 혈압 
 

초기 화면 (Exit) 

ECG/RESP  심전도/호흡  
 

접지 

NIBP  비관혈식 혈압 COM1  RS-232 Port 

 
ECG Out LAN  Central Monitoring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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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화면표시에 대하여 
현재 설정된 정보를 화면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 Bed 번호 11 : 호흡 알람 범위표시  21 : 관혈식 평균치 혈압 

2 : Default Mode 표시 창 12 : 호흡 측정값  22 : 관혈식 수축기 혈압  

3 : 기능 아이콘 13 : NIBP 자동 측정시간표시 23 : 관혈식 이완기 혈압  

4 : 날짜, 시간 14 : NIBP 측정 완료시간 24 : 체온 측정값 

5 : 심박수(HR) 측정값 15 : 비관혈식 수축기 혈압  25 : 호흡 파형 

6 : 심박수 알람 범위 16 : 비관혈식 이완기 혈압  26 : IBP 파형 

7 : 부정맥, 인공심장조율기 검출 17 : 비관혈식 평균치 혈압 27 : 산소포화도 파형 

8 : ST Segement 표시 18 : NIBP PR 측정 값 28 : 심전도 파형 

9 : SpO2 알람 범위표시 19 : NIBP 측정값 LIST   

10 : SpO2 측정값 20 : IBP PR 측정 값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0  

24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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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화면표시에 대하여 
현재 설정된 정보를 화면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V7은 6종류의 화면을 제공하며, 화면은 Screen버튼으로 변경 합니다.  

 

 
1. Main 화면 

 

 
2. 7 leads 화면 

 

 
4. ESN 화면 

 

 
3. Numeric 화면 

 

 
5. Trend 화면 

 

 

6. Event 화면 

 

 

 

 
참고 

 Main 화면: Full 파라미터를 표시 합니다. 

 7 leads 화면: I, II, III, aVR, aVL, aVF, V 파형을 표시 합니다. 

 ESN 화면: ECG, SpO2, NIBP, Resp, Temp 파라미터를 표시 합니다. 

 Trend 화면: 저장된 Trend Data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vend 화면: 알람 발생 시 Data를 20개 저장합니다. 
 

ECG CABLE이 5Lead 
일 때만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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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화면표시에 대하여 
현재 설정된 정보를 화면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 의미  화면 표시 방법 

 ECG Lead Fault & Lead off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Arrhythmia Detect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Pacemaker Detect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No Finger & No Sensor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NIBP 측정 중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Err  
NIBP 측정 Error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OVP  
NIBP Over Pressure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NIBP Auto 가압 고정 

 IBP1 Lead Fault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IBP2 Lead Fault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Temp1 Lead Fault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Temp2 Lead Fault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EVENT Save 
저장 중일 경우: 고정 

저장 Data가 있을 경우: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Alarm OFF  Alarm OFF 설정 시 고정 

Alarm Suspend: 2분 후 자동 해제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인쇄 시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파형 정지 시 1초 간격으로 깜박거림 

 AC 사용 시 고정 

 Battery 사용 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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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사용 방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1 제품의 후면에 있는 Main 전원 스위치를 켜십시오. 전원 스위치를 1~2

초간 눌러 제품을 켭니다.  

2 사용 중 설정 값 등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Menu버튼을 눌러 각 

측정 파라미터별로 설정 값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동물에게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센서를 연결 한 경우 동물의 정보가 LCD 

상에 수치와 파형으로 보여 줍니다. 

4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측정방법은 아래를 참고 하십시오. 

- 심전도(ECG) 측정 42 쪽 

- 호흡 측정 51 쪽 

- 혈압(NIBP) 측정 55 쪽 

- SpO2 측정 67 쪽 

- 체온 측정 72 쪽 

- IBP(Press) 측정 (선택사항) 73 쪽 

- EtCO2 측정 (선택사항) 79 쪽 

 

5 제품을 OFF 시킬 경우는 전원 버튼을 1~2초간 누르면 화면에 “Power 

Off” 메시지가 Display되면서 꺼집니다. 

 
 

 
주의 

 전원 OFF 시 제품 후면에 있는 Main 스위치로 OFF 할 경우 측정된 동물정보가 저장 되

지 않거나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V7 

22 

 

 알람의 종류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V7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 알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본 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알람 발생 시 올바른 해석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알람을 직접 들어 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각 파라미터마다 사용자가 알람의 Type을 지정 하실 수 있습니다. 

 

 고순위 알람 (High Alarm) 

- 고순위 알람은 경보 음이 10번 울립니다. 그리고 7초 주기로 반복하여 

울립니다. 

 

 중순위 알람 (Middle Alarm) 

- 중순위 알람은 3번씩 동안 경보 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20초 주기로 반

복하여 울립니다. 

 

 저순위 알람 (Low Alarm) 

- 저순위 알람은 2번씩 동안 경보 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20초 주기로 반

복하여 울립니다. 단, Low Battery일 경우 Type 설정에 상관 없이 저순

위 알람이 울립니다. 

 

 정보 알람 (Information Alarm) 

- 정보 알람은 사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나 측정 이상 발생 시 알람으로 

알려 줍니다.  

- 정보 알람은 “딩동” 소리와 비슷하며, 15초 간격으로 사용자에게 알려 

줍니다. 

- 정보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NIBP 측정 실패 시 또는 Over Pressure 시 

나. ECG 측정 중 Lead Fault 시 

다. SpO2 측정 중 Finger Probe에서 손가락이 빠졌을 시 

라. Temp 측정 중 Fault 시 

마. IBP 측정 중 Fault 시 

바. PACEMAKER Detect 시 

- 정보 알람 발생 시 “Exit 스위치” 눌러 알람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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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설정 방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 방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 
 

알람 설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Menu 스위치”를 1회 눌러 알

람을 선택합니다. 

2 
 

“Menu 스위치”를 좌우로 돌려 원

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Menu 스위

치”를 눌러 High / Low 알람 수치

를 변경 합니다. 

3 
 

알람의 종류는 Type를 선택하고 

“Menu 스위치”를 눌러 원하는 알

람 종류를 선택합니다. 

4 설정을 마치고 “EXIT 스위치”를 눌러 Main화면으로 되돌아 옵니다. 

 

 
참고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각 파라미터의 Alarm설정 범위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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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의 범위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 방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파라미터 
설정 범위 

HIGH LOW TYPE 

SETUP_SILENCE TIME 1 ~ 5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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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LOWEST, 

 

MIDDLE, 

 

HIGHEST 

DIAGNOSIS [mm] 0.1 ~ 9.9, OFF OFF, -0.1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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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P 1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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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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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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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P 2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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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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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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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  

[bpm] 0 ~ 200, OFF OFF, 0 ~ 200 

Apnea OFF, 10 ~ 40 (5초단위로 변경) 

NIBP 

[mmHg] 

Systolic 5 ~ 275, OFF OFF, 0 ~ 275 

Diastolic 5 ~ 275, OFF OFF, 0 ~ 275 

Mean 5 ~ 275, OFF OFF, 0 ~ 275 

TEMP 1 / 2 [℃] 0.1℃ ~ 50℃, OFF OFF, 0.1℃ ~ 50℃ 

EtCO2 [mmHg] 0 ~ 150mmHg,OFF OFF, 0 ~ 150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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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 화면 설명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명 번호 설명 

1 Trend Data 저장 날짜, 시간 4 TRACE 3 

2 TRACE 1 5 Trend Data 

3 TRACE 2 6 선택 Bar 

 

 

 

 
참고 

 인쇄는 Intervals 설정에 따라 Bar를 기준으로 전, 후 Data가 각5개씩 총 11개의 Data를 인

쇄 합니다. (예: 10분을 설정 시 10분 간격으로 11개의 Data가 인쇄 됩니다.) 

 NIBP, IBP1, IBP2는 측정구간-구간을 사용자의 검색기능 편의를 위하여 선으로 연결하여 

Trend data의 흐름을 보여 줍니다. 

- 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Data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 1 

● 2 

● 3 

● 4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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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 Data 확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1 
 

Trend Data를 확인 할 경우에는 

Main 화면에서 “Screen 버튼”를 

3회 눌러 Trend 화면을 선택합니

다. 

2 
 

“Menu 버튼”를 클릭하여 Trend 

Menu에서 TRACE를 선택하여 원

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참고 

 V7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Graph Trend Data를 제공하여 동물의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7 Trend Data는 1분 단위로 기본 7일간의 Data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D Card를 

사용 할 경우 더 많은 동물의 정보를 저장 할 수 있습니다.) 

 

3 
 

Trend Menu의 “INTERVAL”은 

검색시간을 단축시켜 드립니다. 

(1 / 5 / 10분 단위로 검색.) 

 
참고 

 MENU 스위치를 좌, 우로 빠르게 돌릴 경우 검색 기능이 빨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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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 Data 확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4 
 

Trend Menu의 “INITIAL”은 

Trend 및 Event Data를 삭제 시 

사용됩니다. 

 
주의 

 “EXECUTE”선택 시 제품에 저장된 모든 Trend 및 Event Data가 삭제되오니 삭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Trend Data 검색을 마치고 Main화면으로 복귀는 “Return” 선택하고, 

Screen버튼을 1회 누릅니다. 

 

TREND 메뉴 변경 범위 설명 

TRACE TRACE 1 ~ 3 선택 Wave Trend Data를 선택 

INTERVAL 1 / 5 / 10 Minute 선택 Bar의 검색 간격단위를 선택 

INITIAL EXECUTE Trend Data의 삭제 

TREND LOAD / SAVE 
SD CARD에 Trend Data를 저장 또는 불러오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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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 Data 저장 및 불러오기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

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1 
 

Trend Data를 SD CARD에 저장 할 

경우에는 제품 후면 SD CARD삽입

부에 SD CARD를 삽입한 후 Trend 

화면에서 “Menu 버튼”을 클릭하여 

TREND  SAVE를 선택합니다. 

 
참고 

 SD CARD가 없을 경우 “FAIL, NO SD CARD” 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합니다. 

 

 

2 
 

SD CARD에 있는 Trend Data를 

제품으로 불러오기를 할 경우에는 

Trend Data가 저장되어 있는 SD 

CARD를 제품 후면 SD CARD삽입

부에 삽입한 후 Trend 화면에서 

“Menu 버튼”을 클릭하여 TREND 

 LOAD를 선택합니다. 

 
참고 

 SD CARD가 없을 경우 “FAIL, NO SD CARD” 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합니다. 

 SD CARD에 저장되어진 Trend Data가 없을 경우 “FAIL, NO FILE” 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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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화면 설명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No. Description No. Description 

1 Event Data 목록 7 0.2초 분석 Bar 

2 Event Data 번호 8 Trace 4 파형 

3 알람 발생 확인 9 Trace 3 파형 

4 Event Data 저장 날짜 및 시간 10 Trace 2 파형 

5 부정맥 표시 창 11 Trace 1 파형 

6 Event Data   

 

 
참고 

 Event Data는 총 20개까지 저장되며, 21번에 저장되는 Data는 최초의 Data를 삭제하면서 저

장 됩니다. 

 Event Data 저장은 알람 발생 순간에 자동 저장되며, 수동 저장은 “ (Event Save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Event Wave는 발생순간을 기준으로 전5초, 후15초의 파형을 저장합니다. 

1 

2 

3 
4 5 6 

8 

9 

1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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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Data 확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1 
 

Event Data를 확인 할 경우에는 

Trend 화면의 Menu에서 “Event”를 

선택합니다. 

   

2 

1) “Menu 버튼”를 돌려서 Event Data목록에서 원하는 Data를 선택하고  

“Menu 버튼”1회 클릭을 합니다. 

2) “Menu 버튼”을 좌, 우로 돌리면 저장된 Wave를 0.2초 단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Menu 버튼”을 1회 클릭하면 3번과 같이 Event Menu를 보여 줍니 

다. 

 
참고 

 “Menu버튼” 클릭()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택됩니다. 

Event Data목록  Wave 창  Event Menu  Wave 창  

 

 

3 
 

Event Menu에서 TRACE를 선택하

여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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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Data 확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4 
 

Event Data를 인쇄 할 경우에는 

Event Menu에서 “PRINT”를 선택하

여 채널1/2/3 및 Size를 설정하고 

“Print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채널 1/2/3은 인쇄하고자 하는 wave의 선택을 말합니다. 

 Size는 인쇄용지의 길이를 의미 합니다. (150mm ~ 300mm까지 25mm단위로 출

력이 가능합니다.) 

 

5 
 

Event Data의 삭제는 Event Menu에

서 “INITIALSETEXECUTE”를 

선택합니다. 

 

 
주의 

 “EXECUTE”선택 시 제품에 저장된 모든 Event Data가 삭제되오니 삭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Event Data 검색을 마치고 Main화면으로 복귀는 “Return” 선택하고, 

Screen버튼을 1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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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 설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본 Default값 설정, 인쇄 설정, 볼륨 조정, 언어 선택 등

을 할 수 있습니다. 

1 
 

SETUP 설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

우 Main 화면에서 Menu 스위치

를 1회 눌러 SETUP을 선택합니

다. 

2 
 

예) Sound를 변경하는 화면. 

“Menu 스위치”를 좌,우로 돌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변경합니

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각 SETUP MENU의 설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Setup 메뉴 변경 범위 설명 

BED NUMBER 01 ~ 99 BED 번호 입력 

SOUND VOL. 0 ~ 100  (10단위로 변경) Beep, Alarm sound volume설정 

BEEP SIGNAL ECG / SpO2 BEEP SIGNAL 설정 

TIME/DATE 

YEAR : 2000 ~ 2100 

MONTH : 1 ~ 12 

DATE : 1 ~ 31 

HOUR: 0 ~ 23 

MINUTE: 0 ~ 59 

날짜 / 시간 입력 

PATIENT INFO. ID / NAME 동물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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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 설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Setup 메뉴 변경 범위 설명 

IP ADDRESS 10 ~ 250 제품의 IP ADDRESS  

HRV ON / OFF HRV 설정 

PRINTER 37쪽 : Printer 설정 참고 

DEFAULT SET VET_Large / VET_Small 

동물의 무게가  

15kg 이상 시 – Large,  

15kg 미만 시 – Small 

OPTION SET Engineer Mode. 

COLOR 18 COLOR Wave와 수치 data의 색상 선택 

DEMO ON / OFF Demo 설정 

LANGUAGE 

ENGLISH, FRANÇAIS, DEUTSCH, 

ITALIANO, ESPANOL, PORTUGUÉS, 

PORTUGUÉS_BR, TÜRKÇE, PУCCKИЙ, 

CZECH, RUMANIA, POLISH. 

12개국 언어 선택 

S/W UPGRADE EXECUTE / CANCEL 
SD CARD에 있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Upgrade 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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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 Set 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설정 값으로 변경합니다. 

 

Parameter Item Name VET_Large VET_Small 

ECG 

LEAD 1st CH LEAD II LEAD II 

GAIN 1st CH 10 mm/mV 10 mm/mV 

SPEED 1st CH 25 mm/sec 25 mm/sec 

CONFIG 

CABLE 3 LEAD 3 LEAD 

NOTCH START START 

AREA 60Hz 60Hz 

FILTER ANIMAL ANIMAL 

ST J + 80ms J + 80ms 

ARRHYTHMIA STOP STOP 

PACEMAKER STOP STOP 

HR CALC. 16 16 

DEFIB. SYNC OFF OFF 

QRS DETECT AUTO AUTO 

ALARM 

HIGH Limit 140 bpm 180 bpm 

LOW Limit 70 bpm 70 bpm 

TYPE HIGHEST HIGHEST 

ST LEVEL ALARM 

HIGH +5.0 +5.0 

LOW -5.0 -5.0 

TYPE HIGHEST HIGHEST 

SpO2 

GAIN X1 X1 

SPEED 25 mm/sec 25 mm/sec 

APG APG OFF APG OFF 

TRACE TRACE ON TRACE ON 

ALARM 

HIGH Limit OFF OFF 

LOW Limit 90 % 90 % 

TYPE HIGHEST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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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 Set 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설정 값으로 변경합니다. 

 

Parameter Item Name VET_Large VET_Small 

TEMP 

TRACE 
1st CH TRACE ON TRACE ON 

2st CH TRACE ON TRACE ON 

UNIT ℃ ℃ 

ALARM 

HIGH 39.0℃ 39℃ 

LOW 36.0℃ 36℃ 

TYPE HIGHEST HIGHEST 

RESP 

SIZE X1 X1 

SPEED 6.25 mm/sec 6.25 mm/sec 

TRACE TRACE ON TRACE ON 

ALARM 

HIGH 60 bpm 60 bpm 

LOW 5 bpm 5 bpm 

TYPE HIGHEST HIGHEST 

RESP APNES Time OFF OFF 

NIBP 

MODE MANUAL MANUAL 

INTERVAL 30 MIN 30 MIN 

STAT 
TIME 5 MIN 5 MIN 

SCREEN OFF OFF 

PRESSURE 
MAN LIMIT 280 280 

VENOUS STAT 160 100 

UNIT mmHg mmHg 

TREND SCREEN (OFF) SCREEN (OFF) 

ALARM 

HIGH 160/90(110) 160/90(110) 

LOW 90/50(60) 90/50(60) 

TYPE HIGHEST HIGHEST 

EtCO2 

Gain x2 x2 

Speed 6.25 mm/sec 6.25 mm/sec 

UNIT mmHg mmHg 

TRACE TRACE OFF TRACE OFF 

ALARM 

HIGH 40 40 

LOW 10 10 

TYPE HIGHEST HIGHEST 



사용설명서                                                                         V7 

36 

 

 Default Set 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설정 값으로 변경합니다. 

 

Parameter Item Name VET_Large VET_Small 

IBP 

SPEED 
1st CH 

12.5 mm/sec 12.5 mm/sec 
2st CH 

LABEL 
1st CH 

ABP ABP 
2st CH 

Arterial Label Group: ABP 

ALARM 

HIGH 90/60 (70) 90/60 (70) 

LOW 55/20 (35) 55/20 (35) 

TYPE HIGHEST HIGHEST 

Central Venous  /  Arterial Label Group: CVP 

ALARM 

HIGH 10/2 (4) 10/2 (4) 

LOW 2/-4 (0) 2/-4 (0) 

TYPE HIGHEST HIGHEST 

Pulmonary  /  Arterial Label Group: PAP 

ALARM 

HIGH 60/4 (26) 60/4 (26) 

LOW 24/-4 (12) 24/-4 (12) 

TYPE HIGHEST HIGHEST 

Intracranial Group: ICP 

ALARM 

HIGH 10/2 (4) 10/2 (4) 

LOW 2/-4 (0) 2/-4 (0) 

TYPE HIGHEST HIGHEST 

UNIT mmHg mmHg 

TRACE 
1st CH TRACE ON TRACE ON 

2st CH TRACE ON TRA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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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er 설정(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터를 이용하여 동물의 측정 정보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PRINT 설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Main 화면에서 Menu 스위치를 1회 

눌러 “SETUPPRINTER”을 선택합

니다. 

2 
 

“Menu 스위치”를 좌, 우로 돌려 원

하는 설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각 Printer Mode의 기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설정 Mode 변경 범위 설명 

SYNC Alarm / Manual 
Alarm: Alarm 범위를 초과 할 경우 자동으로 인쇄. 

Manual: 수동인쇄 

MODE Both / Wave / Trend 
Both : 파형과 Text Data를 같이 인쇄. 

Wave: 파형만 인쇄. 

Trend: Text Data만 인쇄. 

SOURCE 
Wave 1 / Wave 2  

/ Wave 3 
인쇄 할 파형 선택 

SIZE 
150 ~ 300mm  

(25mm 단위로 조정) 
인쇄 할 용지의 길이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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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er 설정(선택 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PRINT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인쇄됩니다. 

 

 
 
 

 
 

 용지 교체 

제품의 용지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는 프린터를 열고 용지를 교체하여 주시면 됩

니다. 

용지 교체 방법은 그림과 같이 프린터의 양쪽 버튼을 눌러 프린터 덮개를 열어 

새 용지를 넣고 용지의 방향을 확인한 후 덮개의 양쪽버튼이 “딸각” 소리가 나

도록 닫으시면 됩니다. 

 

 

 
주의 

 덮개가 덜 닫혔을 경우 인쇄가 안되거나, 흐리게 나올 후 있습니다. 

 인쇄를 1분 이상 연속 사용 할 경우 프린터 발열로 인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프

린터 사용을 최소3분 정도 멈춰 주십시오.  

 

<예:Trend 인쇄> 

<예:Wave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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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설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능은 사용자가 편의에 맞게 각 Parameter의 Wave와 수치를 변경 할 수 있도

록 하는 기능 입니다. 

 

 Wave 및 수치 Color 변경방법 

1 
 

Wave 및 수치의 Color를 변경 하고

자 할 경우 Main 화면에서 Menu 

스위치를 1회 눌러 “SETUP 

COLOR”를 선택합니다. 

2 
 

Color를 변경하고자 하는 

Parameter를 선택하여 원하는 

Color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8 가지 Color) 

3 
 

각각의 Parameter의 Color를 변경

한 후 Menu 에서 “USER1/USER2 

SAVE”를 선택하여 저장 할 수 있

으며, “USER1/USER2LOAD”를 

선택하여 저장된 Color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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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 Battery 사양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V7은 AC 전원과 DC 전원에서 모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의 AC전원과 이동 

시 사용될 수 있도록 Battery를 충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C 전원 (100~240VAC) 

AC 전원이 제품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제품 전면의 “전원버튼”에 연

두색이 점등 되며, 제품을 사용 중이 아닐 경우 자동 충전 모드로 전환 되어 

충전 됩니다. 

 

 Battery 사양 

AC전원 연결을 분리 하고 “전원버튼”를 눌렀을 경우 전원은 Battery를 사용하

여 공급 되며 Battery로 사용 시 “전원버튼”에 주황색이 점등 됩니다. 

 Battery 용량 표시 

Battery 상태 설 명 

 Battery 용량 충분 

 30분 사용 시 

 충전 준비 

 Low Battery 충전 요함. 

 

 Battery 1ea 사용 기준  

구분 기본 사양 (3S1P) 선택 사양 (6S1P) 

충전시간 6시간 이상 9시간 이상 

사용시간 90분  180분 

 

 
주의 

 AC 전원으로 제품을 사용 시 파형에 Noise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접지 

하여 주십시오. 

 젖은 손으로 AC 전원 연결 시 감전 및 제품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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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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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 Battery 사양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Battery 자연방전 수명 

다음 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 하였을 경우 Battery 자연방전 수명 

표 입니다. 

보관 온도 자연방전 수명 

0℃ ~ 20℃ 9 개월 

21℃ ~ 30℃ 6 개월 

31℃ ~ 45℃ 3 개월  

 

 Battery 사양 

- 전압 : 11.1V 2200mAh  

– Type : Lithium-ion Battery 

 

 Battery 교환 시기 

Battery는 100%충전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수명이 짧아 집니다. 

충 / 방전 비율 사용 횟수 

100 % 충 / 방전 1200 회 

50 % 충 / 방전 500 회 

30 % 충 / 방전 200 회 

 

Battery의 충전은 AC전원이 인가되고 제품 후면에 있는 Main 스위치가 

ON되어 있을 경우 충전 됩니다. 

 

 Battery 교체 방법 

V7은 Battery가 제품 내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attery의 사용시

간이 평소의 30% 이하일 경우 구입하신 대리점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

시기 바랍니다. 

 

 
경고 

 사용자 임의로 Battery를 분리하기 위해 제품을 분해 하지 마세요. 사용자와 제품에 치명

적인 손상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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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ECG)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ECG는 심장 심근의 탈분극, 재분극 현상으로 생기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생

기는 전기적 생체 에너지를 ECG LEAD를 사용해 얻어낸 파형을 말합니다. V7은 

ECG 3 Lead Cable 사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경고 

 ECG 측정 전 ECG Cable의 훼손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CG Cable 훼손 시 사

용자 또는 동물을 보호 할 수 없습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된 ECG 케이블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타사의 ECG 케이블은 V7과 호

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기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기기나 동물의 안전을 보증

할 수 없습니다. 

 전기심장 충격기를 사용 중에는 동물이나 제품 등에 손대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

습니다.) 

 전기 수술칼을 사용하실 때 부적절하게 제품과 접촉하였을 경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자체에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측정값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회용 전극은 재사용 하지 마십시오. (Noise 및 측정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후 ECG Cable 보관은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시고, 습기가 없는 상온 건조한 곳에

서 보관 해야 합니다. 

 측정 부위에 반드시 젤이나 물 등으로 생체전기신호 전도가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CG 측정 

 

1 
 

ECG 케이블을 측정모듈의 ECG 연

결단자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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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ECG)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2 동물의 전극 부착위치를 아래 그림과 같이 연결 하십시오. 

                

<3 lead 전극 부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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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AAMI 
부착 위치 

Lead 전극 색 Lead 전극 색 

R 적색 RA 백색 오른쪽 어깨 가까이 쇄골(견갑골)의 바로 아래 

L 노란색 LA 흑색 왼쪽 어깨 가까이 쇄골(견갑골)의 바로 아래 

F 초록색 LL 적색 왼쪽 복부 하단 

N 흑색 RL 초록색 오른쪽 복부 하단 

C 백색 V 갈색 흉부리드 중 측정을 원하는 리드 선택 부착 

 

 

 
참고 

 ECG 와 SpO2를 동시에 측정 중 ECG 측정을 중단하면 심박수는 SpO2 신호와 동기 되어 

수치를 보여줍니다. 

 ECG Filter의 기본설정은 ANIMAL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CG Lead의 기본설정은 Lead II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CG 5 Lead Cable을 사용 할 경우에는 “MenuECGConfigCable”에서 5 Leads로 설

정해 주어야 합니다. 

 

 
주의 

 본 제품은 ECG 3 LEAD CABLE을 기본 제공 하고 있습니다. 만약 “MENU  ECG  

CONFIG  CABLE”에서 5 LEAD로 설정된 경우 ECG가 측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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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ECG)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ECG Lead 변경 

1 

 

ECG Lead 파형의 설정을 변

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Main 

화면에서 Menu 버튼을 1회 

눌러 “ECG -> LEAD -> 1 st 

CH”를 선택하여 ECG1의 

Lead를 변경 할 수 있습니

다 . 

2 
1번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 ECG2, ECG3 Lead를 원하는 Lead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CG 메뉴 변경 범위 설명 

LEAD LEAD I, II, III, aVR, aVL, aVF, V 화면 ECG Lead 변경 

GAIN 2.5, 5, 10, 20, 30, 40mm/mV, AUTO ECG 파형의 크기설정 

SPEED 6.25, 12.5, 25, 50 mm/sec ECG 파형의 속도설정 

TRACE CH 1 ~ CH3: ON / OFF 파형의 Display를 설정 

CONFIG 

CABLE 3 LEAD, 5 LEAD ECG Cable에 따라 설정 

NOTCH START, STOP 입력 시 제거 주파수 사용 선택 

AREA 50Hz, 60 Hz 입력 시 제거 주파수 설정 

FILTER 

0.5 ~ 40 Hz 

ECG 파형의 Analog 및 Digital 

필터를 설정. 

0.5 ~ 80 Hz 

0.05 ~ 40 Hz 

0.05 ~ 80 Hz 

ANIMAL 

ST 
J + 0, 20, 30, 40ms, 

50, 60, 70, 80 ms 
J Point 설정 

ARRHYTHMIA START, STOP 부정맥 분석 사용 선택 

PACEMAKER START, STOP 인공심박조율기 검출 사용 선택 

HR CAL. 4 ~ 16bit 심박수 표시 민감도 조절 

DEFIB. STNC ON / OFF ECG OUT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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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G Out 기능(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V7 은 제품 뒷면의 오디오 커넥터로부터 ECG analog/pulse 신호를 제공합니다. 

Defibrillator나 다른 의료장비와 함께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G OUT 측정 방법 

1 

 

ECG OUT 케이블을 V7의 뒷면의 오

디오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2 
 

파란색 파형은 ECG analog 신호를 

나타내고 1mV/mV단위로 DB15 커넥

터의 1번 핀에서 측정 되어집니다. 

분홍색 파형은 ECG pulse detect 신

호를 나타내고 0~5V 단위로 DB15 

커넥터의 9번 핀에서 측정 되어집니

다. 

3 아래 그림과 같은 ECG OUT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ECG Output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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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분석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ST Level은 기저선을 구성하는 PR분절과 ST분절 (위 그림 참조)사이에 수평적 

비교로서 측정됩니다. 사용자는 J 점으로부터 8가지 ST 측정점 (80, 70, 60, 

50, 40, 30, 20, 0 ms)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치는 정상적인 심장 

박동에서만 가능 하며 비정상적인(예를 들어 조기심실수축, 심실빈맥 등) 경우

와 Pacemaker의 경우도 ST 구분의 형태를 왜곡 할 수 있어 ST 분석에서 제

외 됩니다. 

 

 
참고 

 V7의 ST I / II / III / aVR / aVL / aVF / V는 각 ECG Lead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ECG Lead

마다 ST Level 분석을 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ST I의 분석값이 설정된 알람값

을 벗어나 알람이 발생하면 화면 우측의 ST I Level 값이 깜빡이더라도 나머지 ST Level 값

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T Level 분석 화면. 

       

 

 

 
경고 

 ST Level의 상승 또는 하강의 변화에 대한 심각성 여부는 의료진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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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맥 분석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ECG에서 부정맥(Arrhythmia)은 심장심실(Ventricle)에서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

는 기능 입니다. 

 

 부정맥 분석 방법 

1 
 

부정맥 분석을 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Main 화면에서 Menu 버튼을 1회 눌러 

“ECG -> CONFIG -> ARRHYTHMIA”를 

선택하여 “START”를 선택 합니다. 

2 

 

 

 

 

 

3 부정맥이 검출 시 알람과 함께 부정맥 표시창에 해당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부정맥 알람의 해제는 “EXIT”버튼을 1회 누르면 해제되며, 부정맥 표시창에 

해당 메시지는 계속 유지 시킵니다. 

 

 
주의 

 다양한 동물군의 분포로 가끔씩 V7은 부정맥 분석에 대해 잘못된 알람이나 알람이 작동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맥 분석은 동물의 심실 리듬 감지 용도로만 사용 되어야 하

고 위급한 동물은 의료진에 의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부정맥 분석 “START”시 PVC Detec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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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맥 검출 종류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맥 분석에 의해 Alarm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맥 명칭 설명 

빈맥 (Tachycardia: TAC) 1분간 심박수가 140bpm이상 

서맥 (Bradycardia: BRD) 1분간 심박수가 40bpm이하 

심실조기수축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PVC)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 1개 이상 

심실 빈맥 (Ventricular 

Tachycardia: VTAC) 
8개 이상의 조기심실수축(PVC)이 140bpm이상 

부전수축 (Asystole: ASY) 심장의 전기적 활동이 없는 경우 

이단맥 (Bigeminy: BGM) 1회 정상 박동 이후 2회 또는 그 이상 주기의 PVC 

삼단맥 (Trigeminy: TGM) 2회 정상 박동 이후 2회 또는 그 이상 주기의 PVC 

심실(Ventricular: VENT) 심실의 이상유무 체크 

심실세동 (Ventricular 

Fibrillation: VFIB) 

심장의 박동에서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떨고 있는 상태 

Couplet (CPT)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 2개 이상 

Triplet (TPT)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 3개 이상 

Missed Beat (MIB) ECG신호가 나오다가 중간에 박동이 빠지는 경우 

R on T 
정상적인 ECG파형에서 T wave가 끝나기 전에 

PCV가 검출되는 경우 

 

 
참고 

 V7은 13가지의 부정맥 분석을 제공하며, 부정맥에 대한 알람은 2가지를 제공합니다. 

- 고순위 알람: VTAC, ASY 

- 저순위 알람: PVC, BGM, TGM, TAC, BRD, VENT, VFIB, CPT, TPT, MIB, R on T 

 부정맥 알람 발생 시 제품의  버튼을 눌러 화면 상단에  아이콘이 뜨면 알람 해

제 전까지 모든 알람 동작을 멈춥니다.  

 V7은 일반적 부정맥, 예를 들어 심실조기수축 또는 심실빈맥을 가진 동물 군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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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심박조율기 검출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심박조율기(Pacemaker)가 ON 상태인 경우에는 인공심박조율기 (Pacema 

-ker) 신호가 검출되는 시점에 주기를 맞추어 ECG 파형 앞에 빨간색 막대 그

래프로 표시 됩니다. 

 

  인공심박조율기(Pacemaker) 검출 방법 

1 

 

 

인공심박조율기(Pacemaker) 검출을 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Main 화면에서 

Menu 버튼을 1회 눌러 “ECG -> 

CONFIG -> Pacemaker ”를 선택하여 

“START”를 선택 합니다. 

2 
 

인공심박조율기(Pacemaker) 검출 시 화

면 상단에 PACEMAKER ICON이 깜박거

리며 ECG 파형 앞에 빨간색 막대 그래

프가 나타납니다. 

 

 

 
경고 

 V7은 Pacemaker 검출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인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품은 

동물이 Pacemaker삽입 유, 무에 대한 검출 용도로만 사용 되어야 하고 정확한 판단은 

의료진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합니다. 

 

 

 
참고 

 Pacemaker Detect 시 정보 알람이 1분 간격으로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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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이 호흡할 때 생기는 흉부의 임피던스의 변화를 측정 계산하여 파형과 수

치를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호흡 측정방법 

 

1 
 

ECG 케이블을 측정모듈의 ECG 연

결단자에 연결하십시오. 

2 동물의 전극 부착위치를 아래 그림과 같이 연결 하십시오. 

            
 

<3 lead 전극 부착 시> 

IEC AAMI 
부착 위치 

Lead 전극 색 Lead 전극 색 

R 적색 RA 백색 오른쪽 어깨 가까이 쇄골(견갑골)의 바로 아래 

L 노란색 LA 흑색 왼쪽 어깨 가까이 쇄골(견갑골)의 바로 아래 

F 초록색 LL 적색 왼쪽 복부 하단 

N 흑색 RL 초록색 오른쪽 복부 하단 

C 백색 V 갈색 흉부리드 중 측정을 원하는 리드 선택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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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RESP 기능은 전자기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호흡의 수치와 파형 만으로 동

물의 상태를 판단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 

 호흡의 측정은 ECG 케이블을 이용 ECG, HR등의 정보와 같이 측정됩니다. 

 무호흡(Apnea)에 대한 ALARM 설정은 “MENU 스위치”을 이용 하여 ALARM  RESP  

APNEA에서 설정 하시면 됩니다. 

- APNEA 설정 범위: OFF, 10 ~ 40초 (5초 단위로 변경) 

 EtCO2를 측정 중에는 호흡 수치는 자동으로 EtCO2의 호흡을 우선합니다. 

 

 호흡 파형 설정변경 

1 
 

Main화면에서 Menu버튼을 1회 눌러 

“RESP -> Size”를 선택하여 호흡파형의 

Gain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호흡 파형의 속도를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Main화면에서 Menu버튼을 1회 

눌러 “RESP -> Speed”를 선택하여 호흡파형의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호흡 설정 범위 

설정 Mode 변경 범위 설명 

SIZE X0.25, X0.5, X1, X2, X3, X4, AUTO RESP 파형의 크기설정 

SPEED 6.25, 12.5, 25, 50 mm/sec RESP 파형의 속도설정 

TRACE ON / OFF 파형의 Display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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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V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Sinoatrial node(SA node)의 cardiac pacemaker 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율 

신경계가 심박수를 결정합니다. SA node는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에 의해 통제됩

니다. 심박수는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신경계의 조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SA 

node에 영향을 주는 자율 신경계는 인체의 내/외부의 변화에 의해 항상 영향을 받

습니다. 시간에 영향을 받는 심박수의 이 주기적인 변화를 HRV라고 합니다. 그것은 

심박출 사이의 미세변화를 의미합니다. 

 

 

 

 HRV 분포도 측정 방법 

 

1 
 

Main 화면에서 Menu 버튼을 1 회 눌러 

“SETUP -> HRV -> SET -> HRV ON” 

을 선택하여 HRV 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ECG 또는 SpO2 측정으로 인한 beep 

detect시 그림과 같은 HRV 분포도가 표

시 됩니다. 

 

 

 

 
참고 

 HRV 분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ECG 또는 SpO2로 HR이 측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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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V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HRV 분포도 분석 

 

 
정상상태. 

 
고혈압, 스트레스 상태 

 

부정맥 등의 심장 관련 질환 

   교감 항진, 흥분  

 
과로, 피로, 노환, 부교감 항진 

 



사용설명서                                                                         V7 

55 

 

 혈압(NIBP) 측정 화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NIBP Cuff를 혈압측정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마십시오. 인공 수액 주입기나 카테

터가 혈관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물의 상완에서 혈압을 측정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측정값을 위해 제품과 함께 제공된 NIBP Cuff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사에서 제

공한 NIBP Cuf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사는 측정값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측정하는 동안 무거운 물체를 Hose 위에 올려 놓으시면 안됩니다. 

 Hose가 구부려 지거나 꼬이거나 비틀리지 않게 사용,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 

 경련이나 떨림이 있는 동물은 측정오류나 부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V7은 다른 심폐 측정 기구와 사용하면 안됩니다. 

 동물에 맞는 NIBP Cuff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NIBP cuff의 사이즈가 크면 측정값이 낮게 

나올 수 있으며, 사이즈가 작으면 측정값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동물이 깨어 있을 경우, 마취 후에 경련이 있을 경우에는 NIBP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사 NIBP는 Auto Calibration 기능으로 되어 있으며, NIBP Module의 압력센서가 제품을 

ON할 때 마다 약 0.5초 정도 고도(기압) 감지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제품을 On할 때 NIBP Hose 및 NIBP Cuff에 압력을 가할 경우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

습니다. 만약 측정값이 오차가 심할 겨우 제품을 Off  On 하십시오. 
 

 
참고 

 V7은 이전에 측정한 Data를 기억하여 재 측정 시 Systolic을 기준으로 가압을 높게 혹은 낮

게 가압합니다. 따라서 측정 동물이 바뀌면 제품을 1회 On/Off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혈압 동물을 측정 후 바로 저혈압 동물을 측정 시 필요 이상의 가압을 할 수 있습니

다.) 

 

 혈압(NIBP) 측정 화면설명 

 

 

①: 재 측정 대기 시간 ④: 최저치 혈압 (Diastolic) ⑦: NIBP PR 측정값 

②: 측정 완료 시간 ⑤: 혈압평균치 (Mean) ⑧: NIBP 에러 메시지 

③: 최대치 혈압 (Systolic) ⑥: 측정 이전값 표시창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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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NIBP) 측정 전 숙지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

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

니다. 

 

 혈압측정 시 필요사항 

미약한 심박수를 가진 안정 상태의 동물에서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해 흥분성 고혈압

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아래의 기본 수칙적용은 중요

합니다. 

 혈압측정은 조용한 방이나 최소한 조용한 곳에서 실시 해야 합니다. 

 방문객, 직원이 측정하는 방을 지나 다녀서는 안됩니다. 

 환축은 조용하고 침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가능한한 보호자가 안고 있으면서 눈을 가리며 안정 되도록 합니다. 

 측정 시 NIBP Cuff와 Hose 그리고 Cuff가 감겨있는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측정 시 동물의 심한 호흡(헥헥거림)이나 미세한 떨림(경련 등)이 없는 상태

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동물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 시켜야 합니다. 

 고양이: 케이지에서 꺼내 진료대 위나 보호자가 안고 측정합니다. 

 소형견: 진료대 위나 보호자가 안고 측정합니다. 

 대형견: 가능하다면 진료대 위나 바닥에 위치한 그대로 측정합니다. 

 

 NIBP Cuff의 적용 부위 

혈압 측정 자료의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서, 개와 고양이에서는 아래의 2곳을 측정합

니다. 

 왼쪽 앞다리의 상완부. 

 꼬리 기저부 (마취 시에는 뒷다리를 대신 이용해도 됩니다.) 
 

 
주의 

 감겨진 NIBP Cuff와 다리 사이의 공간이 볼펜 하나가 들어갈 공간보다 적도록 하고, 최

대한 편안하게 부착합니다. 너무 세게 감거나, 느슨하게 감으면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

니다. 

 가장 민감한 부위 또는 말초동맥에 가까운 위치(고양이의 경우 전완 동맥)에 NIBP Cuff를 

적용합니다. 

 심장으로부터 가까운 부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먼 부위에서 NIBP Cuff를 사용 시 환축을 앉거나 누운 포지션이 측정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V7 

57 

 

 개에서의 혈압 측정 

혈압을 빨리 측정하려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환축의 방어적인 움직임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바로 누운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복배상은 개에게 가장 자연스러우며 편안한 자세로 다리를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리의 움직임으로 인한 인위적인 측정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

요합니다. 소형 또는 미니어쳐 개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안고 있는 상태에서 고양이

와 마찬가지로 상환 부위에 NIBP Cuff를 부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측정하는 동안에 발가락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 

 대부분의 개는 자신의 발가락을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럴 경우 다리를 잡아당기

며 움츠리려고 합니다. 이런 방어적인 움직임은 측정값의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증의 호흡 곤란 시, 복배상으로 혈압측정이 불가능 합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

기 위해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 측정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 앞다리에 NIBP cuff를 감고 측정하는 경우에는 손으로 앞다

리를 환축의 심장 위치와 같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NIBP cuff의 

위치가 환축의 심장 위치보다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어서 고혈압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

다. 

 앉아 있는 경우에 꼬리에 NIBP cuff를 감고 측정하는 경우에도 NIBP cuff의 위치가 환축

의 심장 위치보다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어서 고혈압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서의 혈압 측정 

고양이는 개에 비해서 비협조적이라 측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환축과 최대한 빨리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측정해야 합니다. 
 

최적의 자세: 고양이를 보호자의 무릎위에 안고 있거나, 진료대 위에 가슴을 댄 상

태로 보듬어 안는 것이 좋으며, 이때 다리는 이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양이가 측정을 강하게 거부할 경우, 억압적인 방법보다는 진정시키고 달래는 방법

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세가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NIBP Cuff를 장착하고 공기를 

주입합니다. 이 같은 압박은 상완부의 침적용부 위를 자극하여 환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에 가능하면 커프를 올바른 위치로 보정하고 정확한 혈압을 측

정합니다. 



사용설명서                                                                         V7 

58 

 

<혈압측정 순서> 

1) 일반적으로 우측 전지에 NIBP Cuff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방어 움직임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NIBP Cuff를 부착합니다. 

3) NIBP Cuff의 위치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Cuff를 동맥 위에 있도록 교정합

니다. 

4) 그 다음에 Cuff를 위쪽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5) Cuff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축의 전지를 팔꿈치에서 구부리거나, 엄

지나 검지를 Cuff 아래에 놓아 Cuff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후자의 

경우에 인위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하는 동안에 계속 잡고 있어야 합

니다.  

6) 장모종의 고양이에서 털 성장 방향으로 털이 축축하고(수분을 함유) 부드러

울 경우 Cuff의 부착이 용이 합니다.  

7) 측정하는 동안 고양이와 이야기하거나 보호자가 환축을 부드럽게 두드리면

서 고양이의 행동을 지켜 봅니다.  

8) 고양이는 매우 민감하므로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통해 흥분하거나 스트레스

의 증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혈압 변동의 유발요인 

혈압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건강의 민감한 척도입니다. 혈압은 생리학적

인 요인이나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에 대한 지식

은 혈압측정으로 얻어진 결과에 대한 적절한 해석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연관된 

요인에 의한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3~5회 혈압측정의 평균치에 근거를 두어

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환자의 정확한 혈압 상태를 반영하는데 상대적으로 정확합

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 앞다리에 NIBP cuff를 감고 측정하는 경우에는 

손으로 앞다리를 환축의 심장 위치와 같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에, NIBP cuff의 위치가 환축의 심장 위치보다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어서 고혈압으

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경우에 꼬리에 NIBP cuff를 감고 측정하는 경우

에도 NIBP cuff의 위치가 환축의 심장 위치보다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어서 고혈압

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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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가운효과(White-coat effect)> 

의사를 보거나 병원에 가는 행위만으로 환축은 흥분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때때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상대적으로 >20~30mmHg가량(특히 체온측정 

또는 구장검진 시) 높은 초기 혈압을 나타내며 환축이 안정됨에 따라서 떨어집니다. 

따라서 약 5분간 환경에 적응 한 후에 혈압을 측정 합니다. 
 
 

- 연속측정의 전형적인 예 

 168/110    149/98   134/90  129/85  132/89  128/83  136/87 

 초기 3회 혈압의 측정 평균값은 150/99mmHg 입니다. 이 수치는 경계선상의 수축기 혈압에서 미약한 

확장성 고혈압을 가리킵니다. 

 초기 5회 혈압의 측정 평균값은 142/94mmHg 입니다. 이 수치는 혈압 상태를 더 잘 반영하고 정상범

위 내에 있습니다. 

 실제 혈압은 132/87mmHg 입니다.  

 7회 측정값의 평균은 139/91mmHg 로 실제 혈압에 더 근접해 있습니다. 

 

 

<환축의 주의를 끄는 소음 / 스트레스 환경> 

혈압을 측정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소음은 (유리가 깨지는 소리, 수술 도구 떨어지는 소

리, 문소리, 전화벨 소리, 환축의 시야에 사물이 급히 지나가거나, 큰목소리, 자동차 경

적소리, 개 짓는 소리 등등) Catecholamine(Epinephrine/Norepinephrine)의 분비를 급

속하게 촉진하여 단기간의 혈압 변화를 발생 시킵니다. 

  

- 순간 소음 발생 시 연속 측정의 예 

128/79  125/78   159/96   132/80  125/76 

 이 경우에서, 급격히 높은 수치의 혈압 측정치는 무시하거나 3번째 검사를 반복 합니다. (1,2,4,5번째 

혈압 측정값의 평균치는 128/78mmHg 입니다.) 

 총 5회의 혈압 측정값의 평균치는 134/82mmHg 입니다. 

 두 가지 혈압 결과치의 차이는 단지 몇 mmHg에 불과합니다. 

 수초 내에 감지되는 Catecholamine의 급속한 작용은 연속적인 혈압 측정 시 1회 또는 수회의 혈압 

측정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V7 

60 

 

 혈압(NIBP) 수동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1 

 

 

NIBP Hose  한쪽을 제품

과 연결합니다. 다른 한쪽은 NIBP 

Cuff 와 연결합니다. 

2 

 

동물의 앞다리 또는 꼬리 기저부에 

NIBP Cuff를 체결 합니다. (마취시에

는 뒷다리를 대신 이용해도 됩니다.) 

3 “NIBP 스위치”를 눌러 측정을 시작 합니다. 

 

 
참고 

 NIBP 측정 중일 경우  “NIBP ( ) 아이콘”이 깜박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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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NIBP) 자동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동측정 중 INTERVAL의 설정을 변경 한 경우 Auto 기능이 해제 됩니다. 

 자동측정 Mode가 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재설정 해 주어야 AUTO가압이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혈압의 자동(AUTO)측정 방법  

1 
 

NIBP 자동(AUTO)측정을 원하고자 할 경

우는 메뉴에서 “NIBP  INTERVAL”을 

선택하여 원하는 자동측정 시간을 선택

합니다. 

2 

 

 

 

“NIBP  MODE”에서 AUTO 를 선택하

면 혈압을 자동측정 합니다. 

 

 

 
참고 

 자동 측정 중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측정은 멈추게 되며, RT Time은 초기화 되어 Stand 

By Mode로 상태로 전환됩니다. 자동 측정을 계속 진행하시려면  다시 누르시면 자동측

정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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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NIBP) 에러 메시지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혈압 측정 중 에러 메시지가 표시 될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NIBP Error Message 내용 

CUFF OR HOSE ERROR 

 Cuff가 없거나, Cuff가압시간이 15초 이상 걸

릴 경우 

 Hose가 빠져 있는 경우 

 누기가 심한 경우 

NO PULSE 
 맥박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경우 

(사망 환축 등) 

PATIENT MOVING  환축이 움직임이 심해서 측정이 실패한 경우 

CUFF PRESSURE INCREASED 

 내부 밸브의 파라미터 계산 중에 Cuff의 압력

을 강제로 증가시키는 경우 (가압이 완료 후 

한 번 바람을 뺄 때 Cuff의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WEAK PULSE 
 맥박 신호가 너무 약해서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사망 환축의 사후 경직(rigor merits 등) 

MEASURED TIME EXCEEDED 
 측정 시간이 VET_Large Mode에서 3분, 

VET_Small Mode에서 1분 30초가 초과된 경우 

CUFF PRESSURE EXCEEDED 

 측정 중에 Cuff 압력이 VET_Large Mode에서 

300mmHg, VET_Small Mode에서 150mmHg 

가 초과된 경우 

INTERNAL ERROR  압력 센서 고장 등의 오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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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NIBP) 단위 변경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의 단위 변경 방법  

1 
 

혈압의 단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메

뉴에서 “NIBP  UNIT”을 선택하여 원하

는 단위를 선택합니다. 

 

설정 Mode 변경 범위 설명 

MODE AUTO, MANUAL, STAT, VENOUS STAT 측정 MODE 설정 

INITERVAL 2, 3, 4, 5, 10, 15, 30 min, 1, 2, 4, 8, 12 Hours 혈압 자동측정 시간 설정 

STAT TIME, SCREEN 

TIME : STAT MODE 측정 시간 설정 

(5 ~15 min) 

 SCREEN : Screen ON/OFF 

PRESSURE MAX LIMIT, VENOUS STAT 

MAX LIMIT : 가압의 한계 값 

VENOUS STAT : VENOUS STAT 

MODE의 압력 값 

UNIT mmHg, kPa 혈압의 단위 설정 

LEAKAGE Engineer Mode. 

TREND SCREEN, INITIAL 
SCREEN : TREND Screen ON/OFF 

INITIAL : TREND Data 삭제 

 

 
주의 

 MAX LIMIT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 가압이 안될 경우 MAX LIMIT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았는지 확인바랍니다. 

 

 
참고 

 MAX LIMIT는 VET_Large : 100 ~ 300mmHg, VET_Small : 70 ~ 300mmHg까지 5mmHg단

위로 설정이 가능 합니다. 

 MAX LIMIT는 280mmHg로 Default 설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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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 기능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설정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횟수의 혈압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STAT 기능 설정방법 

1 
 

메뉴에서 “NIBP  STAT  TIME”

를 선택하여 값을 설정합니다. 

2 
 

메뉴에서 “NIBP  MODE”에서 

“STAT”를 선택합니다. 

3 
 

화면 하단에 NIBP STAT SCREEN이 

나타나며 측정값들이 순차적으로 기

록됩니다. 

4 
 

NIBP STAT SCREEN을 OFF하고자 

할 경우 메뉴에서 “NIBP  STAT 

 SCREEN  OFF”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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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OUS STAT 기능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정맥을 찾기 힘든 동물의 경우 Cuff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정맥혈의 흐

름을 억제하여 정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VENOUS STAT 기능 설정방법 

1 
 

메뉴에서 “NIBP  PRESSURE  

VENOUS STAT”를 선택하여 압력 

값을 설정합니다. 

2 
 

메뉴에서 “NIBP  MODE”에서 

“VENOUS STAT”를 선택합니다. 

3 “NIBP 스위치”를 눌러 가압 및 정지 합니다. 

 

 
주의 

 VENOUS STAT기능은 정맥혈을 찾기 힘든 동물에게만 사용하는 기능으로 정상인 동물에게

는 사용을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VENOUS STAT기능 사용 후 AUTO 또는 MANUAL로 설정해야 혈압측정이 가능 합니다. 

 

 
참고 

 VENOUS STAT는 VET _ Large의 경우 170초, VET _ Small의 경우 85초 동안 정맥혈의 흐

름을 억제 합니다. 

 VENOUS STAT는 50 ~ 200 mmHg까지 5mmHg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며, 100mmHg로 

Default 설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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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BP TREND  SCREEN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NIBP TREND SCREEN을 이용한 NIBP TREND DATA 확인방법 
 

1 
 

메뉴에서 “NIBP  TREND  

SCREEN  ON”를 선택합니다. 

2 
 

NIBP TREND SCREEN 

 

 NIBP TREND DATA 삭제방법 

 

1 
 

메뉴에서 “NIBP  TREND  

INITIAL  EXECUTE”를 선택합니

다. 

 

 
참고 

 NIBP TREND SCREEN에는 Total 12,000개의 TREND DATA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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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포화도(SpO2)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산소포화 농도는 동맥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포화 정도를 나

타냅니다. 즉 헤모글로빈이 운반할 수 있는 산소량에 대한 현재 운반하고 있는 

양의 정도를 퍼센트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경고 

 과다한 외부 빛에 노출될 경우 불투명한 물체로 센서를 덮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의 종류는 수술용 램프와 같은 과다한 빛에의 노출(특히 크레논 가

스 성분), 빌리 루빈(적황색)등, 형광등, 적외선 및 햇빛에 직접적 노출 입니다. 

 MRI 사용 중에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 중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경우, 동물로부터 제품을 즉시 제거 하십시오. 

 동맥 카테터나 정맥 주입선을 연결한 위치에 Probe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 용매제에 담그거나 청소를 너무 세밀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주의 

 혈류가 약하고 신호가 미비 할 때 부정확한 낮은 혈중산소농도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체온 증, 혈액량 부족증, 혈관 과다 수축, 심장 박동 축소 등 말초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동물의 경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생체 신호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이 Oxyhemoglobin 또는 Methemoglobin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SpO2 데이터

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센서가 빛을 방출하는지, 센서가 바르게 마주보고 있는지, 그 빛이 동물의 조직에 방출되

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혈류가 나쁜 동물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센서 부착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지 

않을 시 장시간 착용에 의한 피부 손상 및 압력에 의한 탈저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혈류가 약한 동물의 경우 1시간 마다 점검 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 

 수치가 아예 나오지 않거나 부정확 할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 하십시오. 

- 혈관이 별로 없는 얇은 신체부위(얇은 혀, 귀 등)에서는 SpO2 측정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므로 두꺼운 혀나 엉덩이, 허벅지 등에 부착하여 측정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센서가 위치가 제대로 부착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 전기수술장비 사용 시 센서가 장비 또는 케이블에 너무 가까이 위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 센서가 부착되는 피부가 기름기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필요 시 센서와 피부를 깨끗이 

해 줍니다. 

- 선택사항인 SpO2 Rectal 반사형 센서는 가장 측정이 잘 되며, 항문이나 식도에서 측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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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포화도(SpO2)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SpO2 측정 화면 

 

 

  
 

①: SpO2 파형의 속도, 크기표시 ③: SpO2 알람 범위 ⑤: SpO2 측정 수치 

②: SpO2 파형 ④: SpO2 펄스바  

 

 SpO2 측정 방법 

1 

 

 

SpO2 컨넥터 부분을 제품과 연결합

니다. SpO2 센서부분은 동물의 혓바

닥에 연결합니다. 

2 

 

   

 

안정적인 측정을 위해 동물의 움직임

은 최소한으로 하며, Probe의 케이블

은 고정시켜 주십시오. Sensor의 움

직임이 없게 주의해서 고정하시기 바

랍니다. 

 

 
참고 

 SpO2 Probe는 빛에 민감하오니 검은 천 등으로 빛의 노출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혈액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의료기기와의 혼용은 피하고, 의료간섭이 있는 위치에는 

Probe의 부착을 피하십시오. 

 

●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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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포화도(SpO2)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SpO2 파형의 속도, 크기 변경 

 

1 
 

Main화면에서 Menu버튼을 1회 눌러 

“SpO2 -> Gain”를 선택하여 SpO2

파형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Menu버튼을 1회 눌러 “SpO2 -> 

Speed”를 선택하여 SpO2파형의 속

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pO2 메뉴 SETUP 범위 

 

설정 Mode 변경 범위 설명 

GAIN X0.25, x0.5, x1, x2, x3, x4, AUTO SpO2 파형의 크기 설정 

SPEED 6.25, 12.5, 25, 50 mm/sec SpO2 파형의 속도 설정 

APG APG ON , APG OFF APG ON/OFF 설정. 

TRACE ON / OFF 파형의 Display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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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G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

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APG (Accelerated Plethysmogram) : 가속도 맥파 란? 

 

 맥파는 심장의 박동에 따른 흉벽 및 대혈관의 박동을 파형으로 기록한 것

입니다. 

 이 중에서 손끝, 발끝, 귓불의 말초동맥의 압력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동맥

관의 팽창/수축은 “용적 맥파”라고 하고 특히, 손끝의 말초혈관의 팽창/수

축에 의한 것을 “혈관용적 맥파”라고 합니다.  

 혈관용적 맥파 자체의 미세한 변화는 확연히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2차 미

분을 통하여 가속도 형태의 그래프로 그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을 

“APG(가속도 맥파)”라고 합니다. 

 

 APG (Accelerated Plethysmogram) 측정 

 

SpO2의 plus wave를 이용하여 “혈관용적 맥파”를 측정하고, 이 맥파를 2차 미

분하여 가속도 맥파(APG)를 측정한다. 

 

 APG (Accelerated Plethysmogram) 설정 방법 

1 
 

Main화면에서 Menu버튼을 1회 눌러 

“SpO2  APG  APG ON”를 선택하

여 APG를 측정 할 수 있습니다. 

2 
 

a : 미분상승지수  
b : 압력하강지수 
c : 반사상승지수 
d : 탄성하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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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G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

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APG (Accelerated Plethysmogram) 활용 

 

 APG(가속도 맥파)를 이용하여 혈관의 탄성도를 측정하여 혈관의 나이를 추

정할 수 있습니다. 

 APG(가속도 맥파)의 수치: APG의 수치는 1~8까지를 표시하며, 수치는 높

을수록 혈관이 그만큼 노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주의 

 맥박이 100bpm이 넘을 경우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합니

다. 

 APG는 동물에 대한 임상적인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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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온(TEMP) 측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체온에 따른 임피던스의 변화량을 체온센서가 감지하여 일련의 계산 

과정을 거쳐서 체온의 수치를 화면에 나타내 줍니다. 

 체온 측정 화면 

 

  

①: Temp 온도 측정값 

 

 
참고 

 온도 센서를 다른 동물에게 재사용 시 반드시 소독을 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T2는 제품 주문 시 선택 사항 입니다. 

 
 체온 측정 방법 

 

1 

 

 

체온센서 컨넥터 부분을 제품과 연결

합니다. 체온 센서부분을 동물에 연

결합니다. 

 

 체온 메뉴 SETUP 범위 

설정 Mode 변경 범위 설명 

UNIT ℃, ℉ 체온의 섭씨, 화씨 단위 설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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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혈식 혈압(IBP) 측정 (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

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

시기 바랍니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발생하는 압력을 센서가 측정하여 파형으로 보

여주고 수치를 계산하여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경고 

 일회용 트랜스듀서를 재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트랜스듀서는 자사에서 지정한 트랜스듀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각 IBP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므로, 동물에게 연결 시 환경 설정은 따로 구분

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IBP 측정 화면 

 

 
 

①: IBP 알람 범위 ③: WAVE SCALE 설정값 ⑤: IBP 파형 

②: IBP 파형 속도설정값 ④: IBP Label 설정값  

 

 
 

⑥: IBP LABEL 설정 표시 ⑧: 평균치 혈압 (Mean) 

⑦: 최고치 혈압 (Systolic) ⑨: 최저치 혈압 (Diastolic) 

● 3 ● 4 ● 5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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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혈식 혈압(IBP) 측정 (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

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

시기 바랍니다. 

 

 
참고 

 트랜스듀서는 전기쇼크와 전기 충격기에 대해 보호되는 사양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전기 

수술기 사용 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물의 세동제거 시에는 측정값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으며, 세동제거 후 정상 상태 지속 

시에는 측정값이 회복됩니다. 

 

 IBP 연결 방법 

 

 

 

 

1 
 

“모니터 인터페이스 Cable”을 제품

의 IBP 연결단자에 연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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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혈식 혈압(IBP) 측정 (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

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

시기 바랍니다. 

 

2 
 

“트랜스듀서 커넥터”를 감싸고 있는 

투명덮개의 뒷부분을 잡고 “모니터 

인터페이스 Cable”에 슬롯부분과 

일치하게 하여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참고 

 IBP Sensor Cable을 분리시키려면 “트랜스듀서 커넥터”를 감싸고 있는 투명덮개 안의 탭

을 부드럽게 누르면 “모니터 인터페이스 Cable”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3 
 

청결한 상태에서 패키지를 열어 모든 연

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STOP 

COCK” 핸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

인합니다.  

“STOP COCK”의 모든 사이드포트는 배

출구 마개로 보호되어 있으며, 시스템 전

체가 가득차고 거품제거가 될 때까지 제

거하지 않습니다. 이 배출구 마개는 항상 

배출구 마개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IBP 

KIT내에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Flush 장치의 사용 

Flush 작동기의 양 옆을 잡고 부드럽게 

누르고 약간 위쪽으로 당깁니다. 작동기

를 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쪽에만 힘

이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 

 동물에게 빠른 플러쉬를 실행할 경우 사용자는 거품과 미립물질의 유,무 상태를 신중히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분량을 강제적으로 플러쉬 할 경우에는 중추 색전증을 피하기 위

해 2㏄미만의 증가율이 짧은 플러쉬가 적합합니다. 

 300mmHg이상의 액체 투입라인 혈압은 시간당 3㏄이상의 액체주입을 초래합니다. 이 경

우 혈압은 절대 15psi (775mmHg)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플러쉬 장치에는 과압 방지 기

능이 있으며, 이 기능은 액체가 제재기를 우회하도록 함으로써 변환기의 과압 현상을 방

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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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혈식 혈압(IBP) 측정 (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

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

시기 바랍니다. 

 

5 

 

(1) 드립챔버스파이크로 살균된 숄루션 백을 가볍게 비틀어 줍니다. 

(2) Roller Clamp를 열고 투여세트나 백의 인젝션 포트에 삽입된 게이지 바늘을 

통해 짜내어 백 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없앤 후 이 방법으로 백안이 비었을 

때 동물의 몸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3) 투여 세트에 액체를 주입시키기 전에 양 옆을 눌러서 Drip Chamber의 

일부분을 채웁니다. 

(4) Flush장치를 부드럽게 작동시킵니다.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액체가 

밑에서부터 차오르도록 합니다. 

(5) Transducer의 영점 Stop Cock의 측면포트와 마개를 두어록 플러그를 사용해 

프라임 시킵니다.  

 
주의 

 두어록 플러그를 연결하기 전에 항상 변환기나 배출구의 스톱 코크를 잠급니다. 

(6) Pressure Transducer의 거품 유,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볍게 두드립니

다. 

(7) C-fusor나 clear cuff를 사용해 시스템에 300mmHg까지 압력을 가합니다. 

2~3초 동안 시스템을 플러쉬 합니다. 빠른 플러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기방울의 유무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시스템은 영점화와 눈금 측정 

준비가 되었습니다. off 상태로 놓기 위해서는 항상 스톱코크를 90도 위치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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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혈식 혈압(IBP) 측정 (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

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

시기 바랍니다. 

 

 
참고 

<<프라이밍 법과 Tip>> 

 프라이밍은 천천히! 

- 프라이밍을 천천히 함으로써 차후에 공기방울을 제거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중력을 이용해 프라이밍 한다! 

- 입력을 가하면 액체가 새어 나오거나 시스템 내부를 흐르면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

다. 미세한 거품이 시스템 안에서 너무 느리게 흐를 경우에는 공급 백을 올립니다. 1인

치는 2mmHg에 해당하며, 프라임된 4피트라인은 완전히 퍼진 경우 약100mm Hg의 압

력을 가합니다. 솔류션백은 중력을 이용한 프라이밍을 위해 변환기와 압력 튜브보다 높

게 위치해야 합니다. 

 

 
주의 

 시스템 내부에 공기 거품이나 방울이 있을 경우 상당한 압력 Wave Form의 비틀어짐이나 

공기 색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3방향 배출구 Stop Cock나 캐뉼러안의 공기방울이 동물 내부로 다시 Flush 되지 않도록 한

다. 이를 위해서 모니터링 라인이 완전히 액체로 채워졌는지 모니터링 라인 연결 전에 확인

하고, 캐뉼러를 통해 적은 양의 혈액이 흐르도록 합니다. 

 

 변환기 영점 조정 

1 
 

영점 Stop Cock를 잠궈서 (OFF방향) 변

환기를 기압에 맞춰 배출시킵니다. 

2 
 

IBP 설정 메뉴에서 “IBP->Zero-> Start”

를 선택 Zeroing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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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혈식 혈압(IBP) 측정 (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측정 부위에 따른 LABEL 표 

 

Label 측정부위 설명 

ABP 동맥혈 압력 몸 전체에 관한(정신성계의) 동맥그룹 

CVP 중앙 정맥 압력 중앙 정맥 / 심방 그룹 

ICP 두개내 압력 두개내의 그룹 

PAP 폐동맥 압력 폐동맥 그룹 

 

 IBP LABEL 변경 

 

1 
 

각 IBP Mode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는 

“Main 화면 Menu 버튼을 1회 클릭

IBPLABEL” 누릅니다. 

 

설정 Mode 변경 범위 설명 

SPEED 6.3, 12.5, 25, 50 mm/sec IBP 파형의 속도 설정 

LABEL ABP, CVP, ICP, PAP 
BP의 측정 부위에 따른 레벨 설정. 

레벨에 따라 Alarm 설정 범위 변경 

UNIT mmHg, kPa IBP의 측정 단위 설정 

* ZERO START 트랜스듀서의 영점 조정 

SCALE ** OPTIMUM / FIXED  WAVE SCALE 설정 

TRACE ON / OFF 파형의 Display를 설정 

* 트랜스듀서 영점(Zero) 조정 :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듀서의 

영점조정을 동물의 측정 전에 하여주십시오. 

** Fixed : 설정된 라벨에 따른 기본값. (ABP:0~200, CVP:0~50, ICP:0~50, PAP:0~50) 

  Optimum : 라벨에 관계없이 파형 스케일이 자동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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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O2 측정 (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CO2의 측정 개요 

V7에는 Mainstream CO2 모듈과 Sidestream CO2 모듈 장착이 가능 합니다. 

CO2는 작은 관강(管腔)식 CO2 line을 이용한 호흡 CO2 및 호흡 수치 측정 기

능을 제공 합니다. Sidestream CO2는 코에 부착하는 카눌라(비관삽입식)을 통해

서 또는 호흡 회로 (관삽입식)에 장착 된 샘플링 라인을 통해서 수치를 측정 합

니다. 

 
경고 

 코 삽입관 의 최대 샘플링 비율은 50ml/min 입니다. 이 제품은 이러한 진공 흐름 수치에 

의해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에게 적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의 

 가스 소기 체제의 가스 흡입 진공 압력 (부정적 압력)은 V7펌프 배출 기준 1 mmHg를 넘

어서는 안됩니다. 과다한 압력은 V7 제품 내 펌프를 손상 시킬 수 있습니다.  

 CO2 모듈 폐기물과 CO2필터는 인체에 치명적인 생물학적 위험물로 취급 되야 합니다. 

 

 
참고 

 모든 관의 연결은 안전 해야 하며, 제품 On 시킨 후 30초간 Self test 진행하는 동안 코 

삽입관은 CO2가 존재 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벤틸레이터 배출구 및 제품 사

용자의 호흡까지 포함). 

 호흡 측정 범위: 0 ~ 150bpm입니다. 

 최적의 정확도를 위해 약 20분 정도의 워밍업이 필요 합니다.. 

 

 EtCO2 측정 화면 설명 

 
 
①: CO2 파형 ④: 메시지 표시 창 ⑦: 이산화탄소농도 측정값  

②: CO2 파형 속도 설정값 ⑤: 이산화탄소 분획농도  

③: CO2 파형 크기 설정값 ⑥: 호흡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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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O2 측정(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Mainstream, Sidestream CO2 Calibration 

 
주의 

 CO2의 Calibration은 다음의 경우에 실행해야 합니다. 

 측정 환자가 바뀔 경우 

 제품을 ON/ OFF 할 경우 

 EtCO2 모듈 및 Sensor을 탈/부착 했을 경우 

 측정 중 ”ZERO REQUIRED” 메시지가 표시되었을 경우 

 EtCO2를 측정 중에는 Calibration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 반드시 측정을 멈추고 “NO 

BREATHS DETECTED” 메시지를 확인 후 EtCO2 Calibration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EtCO2 영점 조정을 하고자 할 경

우 Main 화면에서 Menu 스위치를 

1회 눌러 “EtCO2->CALIBRATE” 

를 선택합니다. 

2 
 

CALIBRATE Menu에서 “ZERO”를 

선택하면 Calibration을 실행합니

다. 

(ZERO CALIBRATION을 수행중임을 

나타내는 “ZERO IN PROGRESS” 메

시지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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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O2 측정(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Mainstream CO2 측정방법 

1 CO2 모듈 커넥터 부분은 V7의 CO2 연결부에 연결하고 Sensor부분은 동물

과 연결된 Y-호스 체제에 연결 합니다. 

     

 

2 
 

CO2 모듈 커넥터 부분 연결 시 “딸

깍” 소리가 날 때까지 연결부에 삽입

합니다. 

3 
호흡 수치는 EtCO2 측정 시 자동으로 변경 되며, 측정 중단 시 흉부의 임

피던스의 변화를 계산 하여 표시 합니다. 

4 V7이 적정한 호흡 운동을 감지 했을 때 약 15초 후 EtCO2, FiCO2 및 호흡 

수치를 표시 합니다. 

5 화면에 EtCO2 호흡 파형 및 자료를 표시 합니다. 화면에 파형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MENU → EtCO2 → TRACE → ON”이 되도록 설정 합니다. 

6 필요 시 EtCO2 파형 크기를 메뉴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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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O2 측정(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Sidestream CO2 측정방법 

1 CO2 모듈 커넥터 부분은 V7의 CO2 연결부에 연결 하고 Sensor부분은 동

물과 연결된 Y-호스 체제에 연결 합니다. 

 

 

2 
 

CO2 모듈 커넥터 부분 연결 시 “딸

깍” 소리가 날 때까지 연결부에 삽입

합니다. 

3 
호흡 수치는 EtCO2 측정 시 자동으로 변경 되며, 측정 중단 시 흉부의 임

피던스의 변화를 계산 하여 표시 합니다. 

4 V7이 적정한 호흡 운동을 감지 했을 때 약 20초 후 EtCO2, FiCO2 및 호흡 

수치를 표시 합니다. 

5 화면에 EtCO2 호흡 파형 및 자료를 표시 합니다. 화면에 파형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Menu → EtCO2 → TRACE → ON”이 되도록 설정 합니다. 

6 필요 시 EtCO2 파형 크기를 메뉴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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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O2 측정(선택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Mainstream, Sidestream CO2 메시지 내용 

 

메시지 내용 설명 

SENSOR WARM_UP 
EtCO2 Module이 장비에 연결되어 동작 준비 상

태임을 나타낸다. 

SAMPLE LINE DISCONNECT 
SAMPLE LINE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측정도

중 SAMPLE LINE이 Module에서 분리된 경우. 

CHECK SAMPLEING LINE 

측정수치(or 압력)가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SAMPLE LINE의 연결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잘못 

연결된 경우. 

NO BREATHS DETECTED 
Respiration을 검출하지 못한 경우, SAMPLE 

LINE이 환자에게서 분리된 경우 발생. 

CHECK ADAPTER 
SAMPLE LINE이나 ADAPTER에 습기나 이물질 

등이 있는 경우. 

ZERO IN PROGRESS ZERO CALIBRATION을 수행중임을 나타낸다. 

ZERO REQUIRED 
ZERO CALIBRATION이 필요한 경우를 나타냄, 

이때 ZERO CALIBRATION을 수행한다. 

SENSOR FAULTY 
SENSOR즉 EtCO2 MODULE이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남. 

SENSOR DISCONNECT 
SIDESTREAM MODULE에 SAMPLE LINE이 연결

되어 있지 않은 경우. 

MESUREMENT MODE EtCO2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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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의뢰하기 전에 
V7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 사항들

을 먼저 확인 하세요!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간단한 문제 해결 방법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Display 문제 

증상 처리 방법 

제품의 전원이 켜지지 않

는 경우 

1. 제품 후면의 Main S/W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AC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3. 전원 버튼을 2초간 누르고 계십시오. 

사용 중 제품의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경우 

1. Battery가 방전되어 꺼졌는지 확인 하십시오. 

2. AC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제품이 꺼지지 않을 경우 
1. 제품의 전원버튼을 1~2초간 눌러 화면에 “Power Off”메시지

가 뜨는지 확인 하십시오.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

지 않는 경우 

1. 주변에 강한 자기장을 띄는 장비는 없는지 확인 하십시오. 

2. 케이블 연결이 불안하지 않은지 확인 하십시오. 

3. 제품의 접지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심전도/호흡 측정 문제 

증상 처리 방법 

LEAD FAULT 메시지가 

Display되는 경우 

1. ECG케이블을 점검 하시고 전극의 젤이 마르진 않았는지 

점검 하십시오.  

2. 다른 ECG 케이블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CG 파형 나오지 않을 경

우 

1. 케이블 연결이 불안하지 않은지 확인 하십시오. 

2. ECG 케이블이 훼손 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파형에 Noise가 심할 경우 
1. 동물과 부착 된 전극의 접촉이 불안 하진 않은지 확인 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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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의뢰하기 전에 
V7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 사항들

을 먼저 확인 하세요! 

 

▣ SpO2 측정 문제 

증상 처리 방법 

SpO2 측정이 불안정 할 

경우 

1. 주위 환경의 빛이 너무 밝아 Probe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하십시오. 

2. 연결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센서의 적색광이 깜박이거

나, 켜지지 않은 상태 인지 확인 하십시오. (Probe 불량) 

3. 동물의 혈류를 방해하는 원인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예-혈압을 측정하고 있는 팔에 연결하진 않았는지, 너무 

장시간 Probe를 물려 놓은 건 아닌지)  

4. Probe가 동물에게 올바르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

시오. 

5. 동물이 떨고 있는지, Probe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6. Probe가 훼손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NIBP 측정 문제 

증상 처리 방법 

NIBP 측정이 불안정 할  

경우 

1. NIBP Cuff 또는 Hose가 꺾여 있거나 훼손으로 Air의 샘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2. 동물에게 맞는 타입의 Cuff를 사용 했는지 확인 하십시오. 

3. 동물의 자세나 측정부위가 올바른지 확인 하십시오. 

4. 측정 중 동물이 움직였는지 확인 하십시오. 

5. Cuff가 느슨하거나, 너무 세게 부착 되었는지 확인 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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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의뢰하기 전에 
V7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 사항들

을 먼저 확인 하세요! 

 

▣ IBP 측정 문제 

증상 처리 방법 

혈압 측정이 불안정 할 

경우 

조심스럽게 튜브를 쏟아 내시고 기포를 제거 하시고, 튜빙 길이

를 짧게 하십시오 

파형에 잡음이 심하게 생

기거나 치우칠 경우 

IBP 센서가 연결 되어 있는 곳을 흔들거나 접촉을 삼가 해 주십

시오. 

 

▣ EtCO2 측정 문제 

증상 처리 방법 

FILTERLINE NOT 

CONNECTION 

필터라인 이 본체에 연결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필터라인을 연

결 하십시오. 

EtCO2, FiCO2 부분이 

Blank로 표시 함. 
대리점에 연락 하십시오. 

EtCO2 파형 및 수치가 

표시 되지 않을 경우 

샘플링 라인과 필터가 막혀 있는지 점검 하고 가능 하면 청소 

해 주십시오. 필요 시 교체 합니다. 필터라인을 분리 시켰다가 

다시 연결 하십시오. 

 

▣ PRINTER 측정 문제 (OPTION) 

증상 처리 방법 

인쇄가 되지 않을 경우 

1. 화면에 PRINTER 아이콘이 깜박이는지 확인 하십시오. 

2. PRINTER에 전원 LED가 켜져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3. 인쇄 용지가 정상적으로 삽입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4. PRINTER DOOR가 닫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인쇄 시 소음이 발생 할 

경우 

1. 롤러에 이물질 또는 기어가 이탈 되진 않았는지 확인 하십

시오. 

2. 인쇄 용지가 걸려서 발생되는 문제인지 확인 하십시오. 

(인쇄 용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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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사양 

 

1) 측정 파라미터  

-     ECG, NIBP, SpO2, Respiration, 2 IBP, 2Temp, EtCO2 

- PROCESSING PARAMETERS : 

HR, NIBP(Systolic/Diastolic/Mean pressure), SpO2 Saturation, Pulse rate, 

Resp, 2 IBP, 2 Temp, EtCO2 

 

2) 화면 표시 형태 (Display Method ) 

- TFT Color LCD 디스플레이  

- 파형 표시 방법 : 스크롤 방법 (Scrolling Method) 

- 화면 크기 : 7 인치 

- 해상도    : VGA (800Х480) 

- Sweep Speed : 6.25, 12.5, 25, 50mm/sec 

- 표시파형 시간 : 2.5 sec 

- 파형 일시 정지 : 파형의 일시 정지(freeze)기능  

- 파형 도시 : 심전도(3 ch ECG), 혈중산소농도( SpO2), IBP 2, Resp or  

EtCO2 

- 파형 개수 : 7 Trace파형 

- 수치 표시 : 심박수(Heart Rate), 혈중산소농도(SpO2), 맥박수(Pulse Rate), 

혈압( NIBP, IBP 2), 체온(Temp 2), EtCO2의 수치 표시. 

 

3) 심전도 측정 기능 (ECG Measurement) 

-  심전도리드 : 3전극리드 (기본사항) / 5전극리드(선택사항) 

-  채      널 : 3전극 리드 사용 시 : 1채널 채널 (기본사항) 

                 5전극 리드 사용 시 : 3채널, 7채널 (선택사항) 

- 입력부 : 전기 수술기(ESU) 및 심장 충격기(Defibrillator)등의 고주파 

잡음 전위로부터의 보호회로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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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필터 : 고주파 잡음 제거 필터/ 50/60Hz 전원 잡음 제거 필터 내장  

- 입력 임피던스(Input Impedance) : 5 M ohm이상 (50/60 Hz에서)  

- 입력 최초전류 : 50 μA이하  

- 공통모드 제거비(CMRR) : 120dB이상  

- 주파수 대역폭(Frequency Bandwidth) :  

0.5 ~ 40 Hz, 0.5Hz ~ 80Hz, 0.05Hz ~ 40Hz, 0.05Hz ~ 80Hz 

- 이득(Gain) : 2.5, 5, 10, 20, 30, 40mm/mV, AUTO 

- 보정 파형(Calibration Waveform) : 1mVp-p 구형파 , ±10% 

- 입력 범위 : 최대 입력 범위 :   5mV  

DC OFFSET : -300mV to +300mV 

- ARRHYTHMIA Detect 가능(13 가지)  

; 빈맥, 서맥, 심실빈맥, 심실세동, 심박부재, 이단맥, 삼단맥, 

심실조기수축, 무수축, 심실성빈맥, R-on-T, CPT, TPT 등 

- ST LEVEL Full Detect 가능 

- Pacemaker Detect 가능 

- HR Calculation : 4 ~ 16 Wave 

- Defibrilator sync. 지원 

- QRS WIDTH기능: 100, 200, 300, 400, 600, 800ms, AUTO 

 

4) 심박수 측정 기능(HR, Heart RATE)  

- 측정 범위(Range) : 0 ~ 300bpm 

- 정확도(Accuracy) :  2bpm (측정값) 

- 알람 범위(Alarm Range) : High alarm limit – 0 ~ 300, OFF 

                            Low alarm limit – OFF, 0 ~ 300 

 

5) 혈중 산소 농도 측정 기능 (SpO2, Pulse Oximetery) 

- 측정 범위 (Range) : 0 ~ 100% 

- 정확도 (Accuracy) : 70 ~ 100% SpO2 :  2%, 50 ~ 69% SpO2 :  3% 

0 ~ 49% SpO2 : Unspecified 

- 알람 범위 (Alarm Range) :  High limit - 0 ~ 100%, OFF 

Low limit - OFF,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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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측정 범위 (Pulse Range) : 0 ~ 300bpm 

- 펄스 측정 정확도 : 0 ~ 240bpm ±2 bpm, 241 ~ 300bpm ±3 bpm  

6) 혈압 측정 기능(NIBP, Non-invasive Blood Pressure Measurement) 

- 측정 적용 방식 : 오실로 메트릭(Oscillometric)방식, 자동 측정 

- 표시 수치 : 수축기혈압(SYS), 이완기혈압(DIA), 혈압(MEAN) 

- 측정 범위 : 0 ~ 280 mmHg 

Pressure 범위 

Systolic 60 ~ 270mmHg 

Mean 45 ~ 255mmHg 

Diastolic 40 ~ 245mmHg 

- 정확도 :  ±8 mmHg (SYSTOLIC, DIASTOLIC) , ±5 mmHg (MEAN) 

- 알람 범위 

NIBP  

[mmHg] 

표시  High Low 

Systolic 

0 ~ 275, OFF OFF, 0 ~ 275 Diastolic 

Mean 

- 자동 가압: Manual, Automatic (1, 2, 3, 4, 5, 10, 15, 20, 30 min.  

and 1, 2, 4, 8, 12 hours minutes interval) 

- NIBP STAT : 5분 ~ 15분 (1분 간격으로 설정) 

- NIBP Max Limit : 70 ~ 300mmHg 

- NIBP VENOUS STAT : 50 ~ 200 mmHg 

 

7) 호흡 (Respiration) 

- 측정 범위 : 0 ~ 200 bpm 

- 정확도 : ± 2%  or ±2 bpm 

- Sweep Speed : 6.25, 12.5, 25, 50 mm/sec 

- 파형 크기 변경 : x0.25, x0.5, x1, x2, x3, x4, AUTO 

- 무호흡 알람 범위 : OFF, 10 ~ 40 sec  

 

8) IBP 2 (Invasive Blood Pressure) – 선택사양 

- 측정범위 : -50 ~ 350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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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 2 채널 (선택사양) 

- 정확도 : ± 1% 

- Auto zero balancing range : ±200mmHg 

- 알람 범위 

IBP 1/2  

[mmHg] 

표시  High Low 

Syst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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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9) 체온 측정 (Temp 2)  

- 측정 범위 : 0 ~ 50.0℃  

- 정확도 : 25.0 ~ 50.0 ℃ ±0.1℃, 0 ~ 24.9 ℃ ±0.2℃ 

- 알람 범위 :  High alarm limit - 0℃ ~ 50.0℃, OFF 

Low alarm limit - OFF, 0℃ ~ 50.0℃ 

 

10) 호기말 이산화탄소측정 (EtCO2 : End-Tidal CO2) –선택사양 

 

 Mainstream  

- 초기화 시간 : 15초 이내 (25℃) 

- CO2 측정범위 : 0 ~ 150mmHg, 0 ~ 19.7%, 0 ~ 20 kPa(at 760mmHg)  

- CO2 해상도: 0 ~ 69 mmHg  0.1mmHg 

              70 ~ 150 mmHg  0.25mmHg 

- CO2 정확도: 0 – 40 mmHg      ±2 mmHg 

              41 – 70 mmHg     ±5% of reading 

              71 – 100 mmHg    ±8% of reading 

              101 – 150 mmHg   ±10% of reading 

- 호흡 측정 범위 : 0 ~ 150 BPM 

- 호흡 정확도 : ±1 BPM 

- 필요 전압 : +0.5 VDC,  1.125 W (최대1.5 W) 

- 온도/습도: 사용 환경  0 ~ 45℃, 10 ~ 90% RH. 

             보관 환경 -40 ~ 70℃, < 90% RH.  

- 방수 : IPX4 – Splash-proof (sensor head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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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stream 

- 초기화 시간 : 20초 이내 (25℃) 

- CO2 측정범위 : 0 ~ 150mmHg, 0 ~ 19.7%, 0 ~ 20 kPa(at 760mmHg)  

- CO2 해상도 : 0 ~ 69 mmHg  0.1mmHg 

               70 ~ 150 mmHg  0.25mmHg 

- CO2 정확도 : 0 – 40 mmHg      ±2 mmHg 

               41 – 70 mmHg     ±5% of reading 

               71 – 100 mmHg    ±8% of reading 

               101 – 150 mmHg   ±10% of reading 

               80 BPM 이상 ±12%  

- 호흡 측정 범위 : 2 ~ 150 BPM 

- 호흡 정확도 : ±1 BPM 

- 필요 전압 : +0.5 VDC ±5% 

- 온도/습도 : 사용 환경 –-> 0 ~ 40℃, 10 to 90% RH. 

              보관 환경  -40 ~ 70℃, < 90% RH. 

- 방수 : IPX4 – Splash-proof (When sample cell is inserted in  

sample cell receptacle) 

 

11) Printer  – 선택사양 

- 인쇄 방식 : Thermal 

- Type : 내장용 

- 인쇄 MODE :  

a. BOTH (Max 3 Wave) + Trend 

b. Wave (Max 3 Wave)  

c. Trend 

- 인쇄 용지 폭 : 57 mm 

- 인쇄 길이 선택 : 150 ~ 300mm (25mm 단위로 변경) 

 

 

 



사용설명서                                                                         V7 

92 

12) Trend 

- 파라미터 : 심박수(Heart Rate), 혈중산소농도(SpO2), 맥박수(Pulse Rate), 

혈압(NIBP), IBP 2 , 체온 2(Temperature), 호기말 이산화탄소농도(EtCO2). 

- 7일간 Data 저장 

 

 

13) Interface 

- RS-232C port 

- LAN Port (Central Monitor) 

- SD CARD 

- ECG Output (Option)                                                                                                  

 

 

14)   일반 규격 

- 크기(Size) : 200 x 180 x 190 mm (가로x세로x높이) 

- 중량(Weight) : 4.0 kg (with battery) 

- 전원 및 소용 전력 : AC 100~240V, 50/60Hz, 70VA(MAX) 

- BATTERY (1 Cell 기준) : 11.1V 2200mAh (Lithium-ion) 

; 충전 시간 – 6시간, 사용 시간 – 90분 

 

15)   사용 환경  

- 온도 : (사용온도 : 10C ~ 35C / 보관 및 저장 : -10C ~ 50C) 

- 습도 : (사용 : 30 ~ 85% / 보관 및 저장 : 20 ~ 95%) 

- 기압 : (사용 : 700 to 1060 hPa / 보관 및 저장 : 700 to 1060 hPa) 

 

16)   기본 액세서리 (Standard Accessories) 

- 동물 ECG 케이블 (3 leads) 1 ea 

- 동물용 집게   3 ea 

- 동물용 NIBP 커프 (#1, #2, #3) 3 ea 

- 회색호스 (NIBP 연장 호스) 1 ea 

- 전원 코드    1 ea 

- SpO2 Sensor (Tong Probe)  1 ea 

- 온도 센서 (Pediatric)  1 ea 

- 사용 설명서    1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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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선택사양(Option) 

 

- ECG Cable 5 lead 형 

- SpO2 연장 Cable 

- IBP Sensor 

- Printer 모듈 

- Roll Paper 

- 접지 케이블 

- 온도 센서(삽입용/스킨용) 

- EtCO2 Kit set (EtCO2 모듈 제품 장착 시) 

- Battery (11.1V, 4400mAH) 

- TROLLEY (=CART) 

- Wall Mount 

- Disposable SpO2 Sensor 

- SpO2 Rectal Sensor 

- Disposable NIBP Cuff (#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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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보증서 본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 입니다. 

 자사는 구입하신 V7에 대해 구입 일로부터 1년, 부속품의 경우 6개월 동안 보증을 실시합니다. 

단, 일회성 목적을 가진 제품 및 부속품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사는 본 제품의 사용에 따른 우발적, 특별한 경우의 또는 결과론적으로 야기되는 물리적, 금

융적, 정신적 손실, 손해 및 직. 간접적인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제공되는 보증은 정상적

인 사용 환경에서 사용되었고 자재 및 제조상의 문제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한정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보증 내용 외에 대리점 또는 직원이 임의로 제공한 서비스, 의사표시, 보증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 자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는 위 사항을 근거로 이와 관련

된 준수사항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이 보증 내용은 다른 모든 표시가 되거나 함축된 의미를 가지는 보증을 대신하며 또한 제품 

판매자가 판매 제품에 대해 가지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관련 의무를 대신 합니다. 

 본 제품은 자사의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품수리 및 

교환에 대한 보상기준은 재정경제부 고지”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제품 보증서   
 

품 목 명 환축감시장치 제조허가번호 제 53 호 

모 델 명 V7 품목허가번호 제 53-1 호 

구입 일자 년   월   일 Serial Number 제품 후면에 기재 

구입 대리점  병 원 명  

 
무상 서비스  유상 서비스 

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 내역   소비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 

- 제품내부에 이물을 투입하여 고장 

발생시 

- 외부 충격에 의한 고장 발생시 

- 세척 및 먼지 등 제품 관리 문제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자사에서 미제공된 소모품 및 옵션

품 사용으로 인해 고장 발생시. 

- 당사의 서비스 담당자 혹은 지정된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수리하여 고

장 발생시. 

- 본 설명서 상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그 밖의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발생시.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 제품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고장 발

생시 

- 외부환경 문제로 인해 고장 발생시 

정상적인 사

용 상태에서 

발생 한 성

능, 기능상의 

고장발생시 

구입 후 10일 이내

에 고장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에 고장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환 또는 수리된 제

품이 1개월 이내에 

고장발생시 

고객이 원할 

경우 구입가 

환급 

 

동일하자로 3회 이하 

고장발생시 
무상수리  

동일하자로 4회 이상 

고장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 의뢰한 제품을 

분실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한 경

우 
제품교환  

 제품이 이상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라며,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

를 요청 시 요금을 징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전화 문의 바랍니다. 

 유상 서비스일 경우 모든 물류비용은 사용자에게 요금징수 됩니다.



 

 

 
 
 

 

 

 

 

 

㈜ 보 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27. (우. 200-883) 

Tel: +82-33-910-0701,  Fax: +82-33-911-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