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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특장점  

 

저희 VO-100(Hendheld Pulse Oximeter) 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VP-100은 환자의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자 측정 기본기능 

➢ 산소 포화도(SpO2)와 맥박수(Pulse Rate) 측정. 

 

※ 그 밖에 특징 

➢ 기본 72시간 동안 환자의 Trend Data를 저장합니다. 

➢ 알람 발생 시 환자의 Event Data 저장합니다. 

➢ 모든 메뉴를 Icon으로 설계하여 사용자가 쉽게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 Li-ion Battery가 내장되어 있어 장시간(Max 12hours) 휴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SD Card로 보다 장시간 Trend Data를 저장이 가능합니다. 

(선택사항) 

➢ SD Card사용 시 Trend View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측정 정보를 

PC에 저장하고 인쇄도 가능하여 문서로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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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 VO-100 (펄스옥시미터)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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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히 이해 하신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사용 설명서는 제품의 기능을 언제나 확인 할 수 있는 곳에 보관 하시기 바랍니

다. 

본 제품은 의료관련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감독 아래서 사용하도록 해야 의료기

기 입니다. 

본 제품은 비정상적인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환자안전을 위해 자

사에서 추천하는 부품이나 액세서리만을 사용하십시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액세서리를 연결하여 사용 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정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영

업 담당자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사용 및 설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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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증상을 간단히 파악한 후 연락해 주십시오. 

서비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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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의 기호의 뜻… 
제품을 사용 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확인

하세요!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사용자와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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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게 치명적

인 상처, 사망, 물질적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

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주의 (CAUTION) 

이 “주의” 문구는 만일 주의 문구를 무시하였을 경우 생명

에는 지장은 없으나 환자에게 상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제품의 기능을 사용 전에 확인 할 사항 

 

 

참고 (NOTE) 

이 “NOTE” 문구는 사용자가 설치, 사용, 유지보수 내용 중

에서 위험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려줄 때 사

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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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시 주의 사항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신체상의 위험이나 재산

상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

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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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700~1060Kpa 30 ~ 85% 

보관 환경 
-10℃ ~ 50℃ 

(14 ~ 122℉) 
700~1060Kpa 20 ~ 95% 



사용설명서                                                     VO-100 

 

7 

 

 전기 안전상의 주의사항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신체상의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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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될 수 있으며 본 제품의 정확도 및 MRI의 정확도가 상호간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 기능이 환자의 치료 또는 비 치료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주위온도가 35℃(95℉) 이상일 경우 장시간 측정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동맥카테터나 정맥주입선을 연결한 위치에 프로브 장착은 피하시기 바

랍니다. 

◆ SpO2 일회용 프로브는 비멸균 제품이며, 다른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접

착력 약화 문제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최상의 결과치를 위해 지정된 Finger Probe를 사용하고 설명한 바와 같

이 적용하며 모든 경고 및 주의사항을 준수 해야 합니다. 

◆ 명시된 온도 및 습도 범위 외에서 제품을 보관 또는 작동 했을 경우 제

품이 정상적으로 작동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적절 한 센서의 사용, 예를 들어 접착 테이프를 사용 센서를 지나치게 

단단히 매거나, 부가적인 접착 테이프의 사용, 주기적 점검의 부재 또는 

센서 자체의 부적절한 설치로 인해 피부 손상 및 부정확한 측정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필히 설명서 및 사전 주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한 후 사용 해야 합니다. 

◆ 조기 출산 신생아와 고질적인 폐 질환자의 경우 치료를 시작하기 전 필

히 체내 산소포화 정도를 파악 해야 합니다. 

◆ 과다한 외부 빛에 노출 되었을 경우 불투명한 물체로 Finger Probe를 

덮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의 종류는 수술

용 램프와 같은 과다한 빛의 노출(특히 크레논 가스 성분), 빌리 루빈

(적황색)등, 형광등, 적외선 및 햇빛에 직접적 노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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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안전상의 주의사항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신체상의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센서가 제대로 부착 되었는지, 피부의 상태는 양호 한지, 센서가 올바르

게 배치 되어 있는지를 점검 합니다. 매니큐어나 굳은 살의 경우 측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혈류가 나쁜 환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

다. 센서 부착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지 않을 시 장시간 착용에 의

한 피부 손상 및 압력에 의한 탈저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혈류가 약

한 환자의 경우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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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액세서리 등을 잘 정돈하여 이동 하시기 바

랍니다. 케이블이 손상되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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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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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을 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독립된 전원회로와 

안정된 접지가 VO-100에서는 요구됩니다. 다른 전자 장치와 같이 

전원을 나눠 사용 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정격에 대한 보호 형식 및 보호정도 

- 2 급기기, 내부전원형기기, BF 형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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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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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ments)기준, 노이즈 면제는 “A 레벨”입니다. 

◆ 본 제품은 물에 대한 보호 정도가 “IPX 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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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의 특성과 원리  

 

VO-100은 Handheld Pulse Oximeter로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SpO2)와 

맥박수(Pulse Rate) 를 측정하여 LCD상에 환자의 상태 정보를 수치와 함께 

파형으로 나타내 줍니다. 

 

VO-100의 산소포화도 측정 원리는 Oxyhemoglobin과 Deoxyhemoglobind의 

적외선과 자외선 흡수도 변화를 비율적으로 측정하여 맥동성 동맥혈의 

기능적 산소포화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동맥혈의 맥박싸이클 

동안의 변화값을 측정합니다. 적외선과 자외선의 흡수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조직내 동맥혈의 양은 맥박싸이클동안 변화 합니다. VO-100은 LED를 

발광시켜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혈관에 투과시켜 

광검출기로서 사용하는 포토다이오드로 동맥혈의 헤모글로빈산소포화도를 

측정합니다. 맥박수와 동맥혈의 산소포화도 상태는 실시간으로 LCD상에 

나타내 주며 사용자는 전면부의 버튼을 이용 알람을 설정하거나 설정 값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VO-100은 환자의 기본 생체 신호 정보를 측정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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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 제품 및 부속품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필요한 부속품이 빠

짐없이 들어 있는지 확인 하세요! 

 

 

<본체 1 set> 

부 

속 

품 
    

SpO2 Finger Probe (1

개) 
9V, 2Adc Adapter (1개) 크레들 사용설명서 (1권) 

 

별 

매 

품 

   

Probe 연장 케이블 SpO2 Probe (집게형) SpO2 Probe (골무형) 

   

Finger Probe (일회용) SD CARD SD CARD READER 

 
  

Software CD   

 

 
참고 

◼ 제공되는 부속품 및 별매품은 가까운 대리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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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을 사용 하기 전에  

 

◆ 설치 시 주의사항 

VO-100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 VO-1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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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상태 측정 전에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하십시오. 

➢ 기계적인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외부와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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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등에 담그지 마십시오, 또한 제품이나 액세서리 에 

어떠한 액체도 들어 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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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제품을 사용 하시기 전에 필히 숙지 하시기 바

랍니다. 

 

◆ 제품 및 기능 버튼 

 
 

 

 
참고 

◼ 사용 가능한 메모리 카드는 “SD CARD” 이며, 최대 2G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1 Event: SpO2 측정 중 실시간으로 순간의 Data를 저장하는 기능. 

1 : Finger Probe 삽입부 

2 : 메모리 카드 (SD CARD) 삽입부 

3 : 액정(LCD) 화면 

4 : 상(UP) 버튼, ESC 버튼, Alarm Off 버튼 

5 : 좌(Left) 버튼, Trend 버튼 

6 : 하(Down)버튼, 메뉴(Menu) 버튼, 선택 OK 버튼 

7 : 전원 On / Off 버튼 

8 : 우(Right)버튼, Event1 버튼 

9 : 어댑터(Adapter 9V 2A) 삽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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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제품을 사용 하시기 전에 필히 숙지 하시기 바

랍니다. 

 

◆ Reset 버튼 

 

           

 

 

 

 
참고 

◼ 제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화면이 정지 시 제품을 강제로 Off 하는 기능 입니다. 

1 : Reset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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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현재 설정된 정보를 액정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

습니다! 

 

◆ 측정 화면 모드 

 

1 : SpO2 파형 표시 6 : 시간 표시 

2 : 알람(Alarm) On/Off 표시 7 : 맥박수(Pulse Rate) 표시 

3 : 음량(Sound) 표시 8 : 산소포화도(SpO2) 표시  

4 : SD Card 인식 표시 9 : APG 파형 표시 

5 : 전원 / 배터리 표시 10 : APG 수치 표시 

 

◆ 메뉴(MENU) 화면 모드 

 

11 : 알람(Alarm)설정   14 : 화면 전환  

12 : 음량(Sound), 밝기 설정   15 : 제품 정보 표시   

13 : 날짜 및 시간 설정   16 : 다국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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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기호(Symbols) 설명  

제품 기호 설 명 

 
BF형 보호장치. 

 
경고 또는 주의 기호(사용 설명서 참조) 

 
전원 스위치 

 
DC 9V, 2A 

어댑터(Adapter)입력 컨넥터 

 

 

 

 
참고 

◼ 제품의 전원 On/Off는 (전원스위치)를 약 2초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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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 설정 방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정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알람(ALARM)의 종류 

VO-100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 알람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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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알람음을 직접 들어 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 고순위 알람 (High Alarm) 

가) 고순위 알람은 측정치가 정해진 알람 범위를 벗어 났을 경우

에 동작 합니다. 

나) 고순위 알람은 5번씩 2초 동안 경보 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8

초 주기로 반복하여 울립니다. 

 

➢ 정보 알람 (Information Alarm) 

가) 정보 알람은 사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나 측정 이상 발생 

시 알람으로 알려 줍니다. 

나) 정보 알람은 “딩동” 소리와 비슷하며, 10초 간격으로 한번씩 

사용자에게 알려 줍니다. 

다) 정보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attery 용량이 부족한 경우 (Low Battery) 

라) 정보 알람 발생 시 조작 스위치를 1회 이상 작동 시키면  

자동 해제 됩니다. 

 

 



사용설명서                                                     VO-100 

 

17 

 

 VO-100 설정 방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정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알람(ALARM)설정  

1 VO-10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 ▶”버튼을 눌러 알람(Alarm) 

아이콘을 선택 후 “MENU”버튼을 

누릅니다. 

3 
 

“◀,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

을 선택하고 “MENU”버튼을 누

릅니다. 

4 
 

“◀, ▶”버튼을 눌러 알람 수치를 

설정하고“MENU”버튼을 누릅니다. 

5 
 

“◀, ▶”버튼을 눌러 닫기를 선택

하고 “MENU”버튼을 누릅니다. 

 

<알람 설정 범위> 

내 용 
설정 범위 

HIGH LOW 

산소포화도 (SpO2) 1 ~ 100, Off Off, 0 ~ 99 

맥박수 (Pulse Rate) 5 ~ 300, Off Off, 0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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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 설정 방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정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음량 (Sound) 설정 

1 VO-10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 ▶”버튼을 눌러 Setup 아이콘을 선택 

후 “MENU”버튼을 누릅니다. 

 

 

“◀, ▶”버튼을 눌러 음량(Sound) 아이콘을 

선택 후 “MENU”버튼을 누릅니다. 

 

 

1 Alarm 음량(Sound) 

2 Beep 음량(Sound) 

3 Information Alarm 음량(Sound) 

4 Exit 
 

3 

4 

5 
 

1) Alarm 음량 설정 

“◀, ▶”버튼을 눌러 Alarm 음량(Sound) 아

이콘을 선택 후 “MENU”버튼을 누릅니다 

6 
 

“◀, ▶”버튼을 눌러 설정하고자 하는 단계

를 선택하고 “MENU”버튼을 누릅니다. 

 

7 
 

2) Beep 음량 설정 

“◀, ▶”버튼을 눌러 Beep 음량(Sound) 아

이콘을 선택 후 “MENU”버튼을 누릅니다 

8 
 

“◀, ▶”버튼을 눌러 설정하고자 하는 단계

를 선택하고 “MENU”버튼을 누릅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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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 Settings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정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9 

 

 

3) Information Alarm 음량 설정 

“◀, ▶”버튼을 눌러 Information Alarm 음

량(Sound) 아이콘을 선택 후 “MENU”버튼

을 누릅니다 

10 
 

“◀, ▶”버튼을 눌러 설정하고자 하는 단계

를 선택하고 “MENU”버튼을 누릅니다. 

 

 

 
NOTE 

◼ LCD에서 Display 되는 (  ) 이와 같은 아이콘은 Beep 음량(Sound)과 연동되어 

표시된다. 

 

 
◆ 날짜 및 시간 (Date & Time) 설정 

1 
 
 

VO-10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 ▶”버튼을 눌러 날짜 및 시간 

(Date & Time) 아이콘을 선택 후 

“MENU”버튼을 누릅니다. 

3 

 

 

“◀, ▶”버튼을 눌러 원하는 년, 월,

일, 시간을 선택하고 “MENU”버튼

을 눌러    “◀, ▶”버튼으로 변경 

후 “MENU”버튼으로 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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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 설정 방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정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TREND Data 확인 

1 VO-100의 ”TREND” 버튼을 누릅니다. 

2 

 

⚫ 검색 시간 변경 ”MENU”버튼 

을 1회 누르고 “◀, ▶”을 눌러 원하는 

시간을 지정한다. 

(참고: 1,5,10,30,60분 단위로 설정) 

3 

 

⚫ 검색 파라미터 설정      

2번 검색 시간 설정 후”MENU” 버튼을 1

회 누르고 “◀, ▶”을 눌러 원하는 파라

미터를 지정한다. 

(참고: SpO2 또는 PR 설정) 

4 

 

⚫ DATA 삭제 

3번 검색 파라미터 설정 후“MENU” 버튼

을 1회 누르고 “◀, ▶”을 눌러 원하는

“ERASE”선택하고“MENU”버튼을 눌러

“YES”를 선택한다. 

5 

 

⚫ DATA SAVE (SD CARD) 

3번 검색 파라미터 설정 후“MENU”버튼

을 1회 누르고 “◀, ▶”을 눌러 원하는 

“SAVE”선택하고 “MENU”버튼을 누른다. 

(참고: SAVE가 완료되면 “OK”표시 됨) 

6 

 

⚫ DATA 검색 

4번 검색 파라미터 설정 후“MENU”버튼

을 1회 누르고 “◀, ▶”을 눌러 원하는 

DATA를 검색한다. 

7 TREND DATA검색 완료 후 “ESC” 버튼을 눌러 측정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참고 

◼ 검색 시간과 파라미터가 원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검색하고 측

정 화면으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 측정화면 ➔ “TREND” 버튼 ➔ “◀, ▶”버튼으로 DATA검색 ➔ “ESC”버튼 

◼ DATA 삭제 시 환자의 모든 TREND정보를 삭제 합니다. 

◼ DATA 삭제 시 DATA의 저장 양에 따라 삭제시간이 몇분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이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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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 설정 방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정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밝기 (Bright) 설정 

1 VO-10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 ▶”버튼을 눌러 SETUP 아이콘

을 선택 후 “MENU”버튼을 누릅니

다. 

3 
 

“◀, ▶”버튼을 눌러 밝기(Bright) 

아이콘을 선택 후 “MENU”버튼을 

누릅니다. 

4 
 

“◀, ▶”버튼을 눌러 설정하고자 하

는 단계를 선택하고 “EXIT”아이콘을 

선택하여 “MENU”버튼을 누릅니다. 

 
◆ 제품 Version 및 SD Card 용량 확인 

1 VO-10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 ▶”버튼을 눌러 밝기(Bright) 

아이콘을 선택 후 “MENU”버튼을 

누릅니다. 

3 
 

제품Version과 SD Card의 용량을 

확인하고 “MENU”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 VO-100은 SD Card를 지원합니다. 단, 제조사/종류별 호환성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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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 설정 방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정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 전환 설정 

 

1 VO-10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 ▶”버튼을 눌러 MULTY SCRE 

-EN 아이콘을 선택 후 “MENU”버

튼을 누릅니다. 

3 
 

“◀, ▶”버튼을 눌러 원하는 화면의  

아이콘을 선택 후 “MENU”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1-Standard, 2-Full wave,  

3-Numeric, 4-APG) 

 
◆ 다국어 설정 

 

1 VO-10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 ▶”버튼을 눌러 다국어 아이콘을 선

택 후 “MENU”버튼을 누릅니다. 

3 
 

“◀, ▶”버튼을 눌러 원하는 언어를 선택 

후 “MENU”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1-영어, 2- 스페인어, 3-포루투갈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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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G 란?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정방법을 충분히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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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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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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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을수록 혈관이 그만큼 노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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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G는 임상적인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a : 미분상승지수  

b : 압력하강지수 

c : 반사상승지수 

d : 탄성하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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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 사용 방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정방법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SpO2 측정 

1 VO-100의 전원 스위치” ”를 약 2초간 눌러 제품을 켭니다.  

 
<초기 부팅 화면> 

2 
SpO2 Finger Probe의 컨넥터 부분을 제품과 연결 합니다. 

(이때 Finger Probe 센서에 적색광이 깜박이는지 확인 하세요.) 

            

3 
SpO2 Finger Probe의 센서부분을 환자의 손가락에 연결 하고, 정확한 측정

을 위해 “그림1”과 같이 Finger Probe를 고정 합니다. 

 

<그림1. SpO2 Finger Probe 고정방법> 

4 
 

환자의 정보가 LCD상에 수치와 파형으로 보여 줍니다. 

5 제품의 전원을 Off 하고자 할 경우 전원 스위치” ”를 약2초간 누르면 화면에 

“Power Off” 메시지가 Display되면서 꺼집니다. 

 
경고 

◼ 너무 세게 손가락에 밴딩하면 측정치가 부정확하여 오진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고정 하세요. 

 

 
주의 

◼ 환자가 움직임이 많을 경우 측정치가 부정확 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센서의 고정 상태를 주기적인 간격으로 점검 하세요. 

SpO2 Finger Probe 손가락 밴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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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 Adapter & Battery 사양  

 

◆ Adapter 전원 

Adapter전원이 제품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자동 충전 모드로 전환 되어 

충전이 되며, 충전 중에도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Adapter 제조사 : 알트코리아(Ault korea) 

- Adapter 모델명 : JMW110KA09XXNXX 

- DC 출력전압 : 9V, 2A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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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apter를 AC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절대로 분해 하면 안됩니다. 감전 또는 생명 

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 배터리 (Battery) 사양 

VO-100은 이동 시 사용될 수 있도록 Battery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 Battery 용량 표시 

Battery 상태 설 명 

 Battery 용량 충분 

 3 ~ 5 시간 사용 시 

 충전 준비 

 Low Battery 충전 요함. 
 

나. Battery 1ea 사용 기준 

충전 시간 :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시간 : 12시간(사용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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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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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 Adapter & Battery 사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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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Battery 종류 

Battery의 교환 시에는 같은 Battery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모델명 : LS1865L220 2S1PMX (7.4V, 2200mAh) 

– Type : Lithium-ion Battery 

- 제조 업체: LG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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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환경보호를 위해 Battery폐기 시 구입하신 대리점에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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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의뢰하기 전에 
VO-100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 하세요 

 
 

증상 : 제품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경우? 

➢ Adapter 전원을 공급하여 제품을 켜 보십시오. (만약 켜질 경우 Battery를 충전하여 주십시오.)  

➢ Reset버튼을 1~2초간 눌러 Reset 시킵니다. 

증상 : 사용 중 제품의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경우? 

➢ Battery가 방전되어 꺼졌는지 확인 하십시오. 

➢ Adapter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 주위의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증상 : 제품이 꺼지지 않을 경우? 

➢ Reset버튼을 1~2초간 눌러 Reset 시킵니다. 

* * 사용 중 손바닥의 정전기 또는 주변환경등에 의해 알 수 없는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증상 : SD Card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 SD Card의 삽입부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SD Card의 접촉부위를 지우개 또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 SD Card를 포맷해 주십시오. 

* * 자사에서 제공한 SD Card와 같은 종류인지 확인 바랍니다. 호환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증상 :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 주변에 강한 자기장을 띄는 장비는 없는지 확인 하십시오. 

➢ Finger Probe 연결이 불안한지 확인 하십시오. 

➢ Finger Probe의 컨넥터부분 또는 센서부분을 잡고 상하좌우로 흔들었을 때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하십시오.  

 
참고 

◼ 위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하신 가까운 대리점에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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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의뢰하기 전에 
VO-100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 하세요 

 

 

증상 : SpO2 측정이 불안정 할 경우? 

➢ 주위 환경의 빛이 너무 밝아 Probe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하십시오. 

➢ 연결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센서의 적색광이 깜박이지 않거나, 꺼지지 않았는지 확인 하십시오.  

➢ 환자의 혈류를 방해하는 원인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Probe가 정 위치에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환자가 손가락을 떨고 있는지, Probe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Probe가 훼손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사용설명서                                                     VO-100 

 

29 

 

 VO-100 제품 사양  

 
◆ 디스플레이 

‒ Back Light LCD 

‒ 해상도 : 128 X 64 Pixels 

‒ 그래픽 웨이브 폼 

‒ 12 레벨 수직 막대 그래프 

‒ 수치표시 정보 : 현재 산소 포화도, 맥박수 

◆ 표시사항 

‒ Low Battery Icon 

‒ SpO₂No Sensor, No Finger Icon 

‒ Low Perfusion Icon 

‒ Sound Volume Icon 

‒ Alarm On / Off Icon 

‒ Timer Icon 

‒ SD Card Icon 

◆ 측정범위 

‒ 산소포화도(SpO₂%) : 0 ~ 100 % 

‒ 정확도: 100 ~ 70% ± 2%, 69 ~ 50% ± 3%, 49 ~ 0% unspecified 

‒ 맥박수(PR): 0 ~ 300 BPM 

‒ 정확도: 0 ~ 240 bpm ± 2 bpm, 241 ~ 300 bpm ± 3 bpm 

◆ Trend  

‒ 72 시간 환자 측정정보 저장. 

◆ 전원 사양 

‒ 100~240VAC, 50/60 Hz 

‒ 9V, 2A AC/DC 어댑터 

‒ 소비 전력 13VA 이하 

◆ 내부전원(Battery) 

‒ Li-ion 7.4V 2200mAh 

‒ 충전: 6 시간, 사용: 최대 12 시간 

◆ 사용 및 보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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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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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압 : (사용 : 700 to 1060 kPa / 보관 및 저장 : 700 to 1060 kPa) 

◆ 제품 크기 및 무게 

‒ 크기: 181mm(H) X 33.6mm(D) X 87.2mm(W) 

‒ 무게: 375 g(내부전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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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00 제품 사양  

 

◆ 기본 부속품 

‒ SpO2 Sensor Probe 1 개 

‒ 9V, 2A AC/DC 어댑터 1 개 

- 크레들(폴대 고정 거치대) 

‒ 사용 설명서 1 권 

 

◆ 선택 부속품 

‒ SpO₂연장선 

‒ SpO2 Probe (집게형) 

- SpO2 Probe (골무형) 

- SpO2 Probe (일회형) 

‒ Software CD. 

‒ SD CARD 

- SD CARD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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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보증서 본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 입니다. 

 

⚫ 자사는 구입하신 VO-100에 대해 구입 일로부터 1년, 부속품의 경우 6개월 동안 보증을 실시합

니다. 단, 일회용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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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 자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는 위 사항을 근거로 이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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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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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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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에 대한 보상기준은 재정경제부 고지”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제품 보증서     
 

품 목 명 펄스옥시미터 제조허가번호 제 2718 호 

모 델 명 VO-100 품목허가번호 제 08-491 호 

구입 일자 년   월   일 Seria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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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에 고장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

내에 고장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환 또는 수리된 

제품이 1개월 이

내에 고장발생시 

고객이 원할 경

우 구입가 환급 
 

동일하자로 3회 

이하 고장발생시 
무상수리  

동일하자로 4회 

이상 고장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 의뢰한 제품

을 분실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 제품이 이상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라며,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 시 요금

을 징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전화 문의 바랍니다. 

⚫ 유상 서비스일 경우 모든 물류비용은 사용자에게 요금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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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27. (우편번호: 2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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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