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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 사항 

 

*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회사(제조사)에서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① 제공된 구성품 이외의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②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③ 제품을 임의로 분해 또는 개조할 경우 서비스(A/S)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제품을 개조 또는 모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태블릿 PC 는 외부 충격이나 압력이 가해지면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제품을 사용하실 때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⑤ 제품을 물에 빠뜨리거나 습기가 찬 곳에 장시간 보관하지 마십시오. 

 

  ⑥ 자석 또는 자기장 근처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⑦ 천둥, 번개가 치는 날씨에는 낙뢰 및 화재,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전원 어댑터의  

   코드를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⑧ 겨울 혹한기나 여름 혹서기에는 제품의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작온도 : 0℃ ~ 40℃, 보관온도 : -10℃ ~ 50℃) 

 

  ⑨ 제품을 보관시 너무 뜨거운 장소나 추운 곳은 가능한 피해 주십시오.  

     외관 변형이나 제품 내부의 손상,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⑩ 제품의 표면에 솔벤트 유형의 강력세제나 화학약품 등이 묻을 경우, 변색 또는 코팅/도색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가볍게 닦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⑪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당사에서 별도의 고지 없이 제품 사양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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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구성 
 

 
 

 

 (1) 인체 모형 : 성인 팔 모형 (왼쪽 팔)  

   ㆍ팔 모형 본체 - 1 개 

 

 (2) 디스플레이 및 입ㆍ출력 장치 

   ① 태블릿 PC - 1 개 

   ② 태블릿 PC 커버케이스 - 1 개  

  

 (3) 기타 구성  

   ① 팔 모형 거치대 - 1 개 

   ② 전원 어댑터(12V DC, 1.5A) - 1 개 

   ③ 전용 혈압계 (성인용 커프, 스포이드, T-커넥터, 튜브, 압력계) - 1 세트 

   ④ 배터리 홀더 (AA 건전지 8 개 포함) - 1 개 

   ⑤ 보관용 가방 -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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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의 명칭과 기능 

 

 (1) 팔 모형 

   1-1. 요골 맥박부 

   1-2. 상완 맥박부 및 청진부 

   1-3. 전원 버튼 

   1-4. 전원 및 배터리 커넥터 

   1-5. 외부 스피커 커넥터 

   1-6. 커프 튜브 커넥터 

 

 (2) 태블릿 PC 

   2-1. 태블릿 PC / 커버케이스 

   2-2. 태블릿 PC 전원 어댑터 

   2-3. 태블릿 PC 데이터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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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3-1. 전용 혈압계 

   3-2. AA 건전지 8 개  

   3-3. 배터리 홀더 

   3-4. 팔 모형 거치대 

   3-5. 전원 어댑터 (12V DC, 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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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의 설치 및 사용 

 

 4-1. 전원 어댑터 혹은 배터리 연결 

 

 

     ㆍ전원 어댑터 연결 : 팔 모형에 부착된 전원 단자에 전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ㆍ배터리 연결 : 배터리 홀더에 배터리를 결합한 뒤 전원 단자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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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혈압계 튜브 연결 

 

     ㆍ전용 혈압계 튜브를 팔 모형에 부착된 압력 센서에 연결합니다. 
  

 4-3. 외부 스피커 연결 

 

     ㆍ외부 스피커를 팔 모형에 부착된 오디오 단자에 연결합니다. 

       (외부 스피커는 별도 구매품입니다.) 
  

 4-4. 태블릿 PC 전원 켜기 

 

     ㆍ태블릿 PC 를 사용하기 위해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ㆍ BT-CEAB2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눌러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 후 실습을 시작합니다. 

     ㆍ전원을 끄려면, 켜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길게 누른 후 ‘OK’를 누릅니다. 

     ㆍ대기 모드 (절전 모드)에서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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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면 구성 및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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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메인 화면 

 

 

 

  ㆍ’훈련모드’ 버튼 이나 ‘평가모드’ 버튼 을 눌러 실습을 시작합니다. 

  ㆍ훈련모드는 실습자가 자가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ㆍ훈련모드의 설정값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ㆍ평가모드는 교육자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모드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분당 맥박수,  

  실습시간, 가압기준, 맥박강도, 코로트코프음, 청진간극 및 점수 배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ㆍ’나가기’ 버튼  은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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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훈련모드 

  (1) 훈련모드 화면 구성 및 사용법 
 

 

    (상) 

    ㆍ블루투스  : 팔 모형과 태블릿 PC 간의 통신 설정에 사용됩니다. 

    ㆍ경고음 켜기/끄기  :  초과 가압 및 빠른 감압 시 경고음을 발생시킵니다. 

      - 초과 가압 : 가압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경고음을 발생 시킵니다. 

      - 빠른 감압속도 : 감압 속도가 5mmHg/s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ㆍ평가모드  : 평가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ㆍ종료하기  :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 

    ㆍ실습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 모드, 압력 변화 그래프, 커프 설치 유/무 , 상완 촉진 유/무 , 적정 가압 여부, 

      커프 압력, 감압 속도 )  

    ㆍ스케일 조절  : 그래프를 확대/축소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 

    ㆍ실습 시간  : 실습이 시작된 후 훈련 경과 시간이 표시됩니다. 

    ㆍ시작/종료  : 실습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ㆍ결과  : 실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모드 선택 : ‘촉진법’, ‘청음법’, ‘촉진-청음법’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ㆍ맥박 강도 : 실시간으로 맥박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ㆍ코로트코프음 : 실시간으로 코로트코프음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ㆍ 실습 시간이 끝나면 실습이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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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정 

 

 

 

   ㆍ설정  : 실습 시간 및 가압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실습 시간 : 1~60 분 까지 실습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가압 기준 : 10~50mmHg 범위 내에서 가압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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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평가모드 

  (1) 평가모드 화면 구성 및 사용법 
 

 
 

    (상) 

    ㆍ블루투스  : 팔 모형과 태블릿 PC 간의 통신 설정에 사용됩니다. 

  ㆍ영점설정  : 커프 압력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표시되는 압력 값의 차이를 보정합니다. 

    ㆍ훈련모드  : 훈련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ㆍ종료하기  :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 

    ㆍ실습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 모드, 압력 변화 그래프, 커프 설치 유/무 , 상완 촉진 유/무 , 적정 가압 여부,  

      커프 압력, 감압 속도 )  

    ㆍ그래프 : 가압 기준선 및 수축기, 이완기 구간을 표시합니다. 

    ㆍ설정된 수축기 압력, 이완기 압력, 맥박수를 표시합니다. 

    ㆍ스케일 조절  : 그래프를 확대/축소하여 볼 수 있습니다. 

    ㆍ S1~S5 : 현재 출력되는 코로트코프음 구간을 단계별로 표시합니다. 

   (하) 

    ㆍ실습 시간  : 실습이 시작 된 후 평가 경과 시간이 표시됩니다. 

    ㆍ시작/종료  : 실습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ㆍ결과  : 실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설정  : 평가 설정은 일반 설정 및 점수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평가모드에서는 모드선택, 맥박강도, 코로트코프음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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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 설정 

 

 

    

   ㆍ증례 선택 : ‘고혈압’, ‘정상’, ‘저혈압’ 증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ㆍ모드 선택 : ‘촉진법’, ‘청음법’, ‘촉진-청음법’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ㆍ실습 시간 : 1~8 분 까지 실습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ㆍ가압 기준 : 10~50mmHg 범위 내에서 가압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ㆍ혈압 설정 범위 : 35~240mmHg 

   ㆍ맥박수 설정 범위 : 40~140bpm 

   ㆍ청진 간극 : 증례에 따라 청진 간극 유무가 정해지며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ㆍ맥박 강도 : 맥박의 세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ㆍ코로트코프음 : 코로트코프음의 음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ㆍ‘설정 초기화’ 버튼  을 눌러 기본 설정 상태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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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저장 하기’ 버튼  을 눌러 설정 상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예’ 버튼  을 누르면 현재 설정값을 저장하고 실습을 시작합니다. 

      - ‘아니오’ 버튼  을 누르면 설정 저장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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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점수 설정 

 

 
  

   ㆍ설정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ㆍ  버튼과  버튼을 이용해서 해당 항목의 배점을 설정합니다. 

   ㆍ총점이 100 점인 것을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ㆍ‘평가 항목 제외하기’ 버튼  을 눌러 평가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ㆍ‘배점 초기화’ 버튼  을 눌러 기본 설정되었던 배점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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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결과 입력              
 

 
  

   ㆍ실습 모드에 따라 입력 항목이 변경됩니다. 

     - 촉진법 : 수축기 혈압, 맥박수 

     - 청음법 :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수, 청진 간극  

     - 촉진-청음법 :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수, 청진 간극 

 

 ㆍ키보드를 통해 입력 가능하며 입력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자동 초기화 됩니다. 

     

   ㆍ실습 결과가 모두 입력되면 '확인' 버튼  을 눌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훈련모드에서는 결과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취소' 버튼  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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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훈련모드 결과 
 

 

  

   ㆍ 커프 설치 : 커프 설치 유/무를 판별하여 ‘OK/NG’ 로 표시합니다. 

   ㆍ 상완 촉진 : 상완 촉진 유/무를 판별하여 ‘OK/NG’ 로 표시합니다. 

   ㆍ 청진 간극 : 청진 간극의 포함 여부를 판별하여 ‘OK/NG’로 표시합니다. 

 ㆍ 적정 가압 : 적정 가압 여부를 판별하여 ‘OK/NG’로 표시합니다. 

    ※ 수축기 압력 < 적정 가압 ≤ 수축기+가압 기준 압력  

 ㆍ 적정 감압 속도 : 적정 감압 속도를 측정하여 ‘OK/NG’로 표시합니다. 

    ※ 2mmHg/s ≤ 적정 감압 속도 ≤ 5mmHg/s 

      ※ 촉진법에서는 감압 속도를 측정하지 않으므로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ㆍ 수축기, 이완기, 맥박수 정확도(accuracy) : 수축기, 이완기, 맥박수의 설정값과 입력값을  

    나타내며, 백분율로 정확도를 표시합니다. 

    ※ 100 – 오차 (오차 ≤ 100) 

      ※ 오차가 100 을 초과하면 정확도는 0%입니다.  



17 

 

5-6. 평가모드 결과 

ㆍ 평가모드 결과는 결과 요약 및 상세 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결과 요약 
 

     

     ① 수축기 혈압 : 정확도와 배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반영됩니다. 

        ※ 점수=(정확도×배점) / 100 

     ② 이완기 혈압 : 정확도와 배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반영됩니다. 

        ※ 점수=(정확도×배점) / 100 

     ③ 맥박수 : 정확도와 배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반영됩니다. 

        ※ 점수=(정확도×배점) / 100 

     ④ 커프 설치 : 커프 설치 유/무를 판별하여 점수가 반영됩니다. 

     ⑤ 상완 촉진 : 상완 촉진 유/무를 판별하여 점수가 반영됩니다. 

     ⑥ 청진 간극 : 청진 간극의 포함 여부를 판별하여 점수가 반영됩니다. 

     ⑦ 적정 가압 : 적정 가압 여부를 판별하여 점수가 반영됩니다. 

        ※ 수축기 압력 < 적정 가압 ≤ 수축기+가압 기준 압력 

   ⑧ 적정 감압 속도 : 적정 감압 속도를 측정하여 점수가 반영됩니다. 

        ※ 2mmHg/s ≤ 적정 감압 속도 ≤ 5mmHg/s 

        ※ 촉진법에서는 감압 속도를 측정하지 않으므로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⑨ 실습 시간 준수 : 설정된 실습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점수가 반영됩니다. 

   ⑩ 수축기, 이완기, 맥박수 정확도 (accuracy) 공식 : 수축기, 이완기, 맥박수의 설정값과  

     입력값을 나타내며, 백분율로 정확도를 표시합니다. 

        ※ 100 – 오차 (오차 ≤ 100) 

        ※ 오차가 100 을 초과하면 정확도는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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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세 보기 

 

 

 

   ㆍ커프 설치  및 상완 촉진  이미지가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 촉진-청음법의 경우 촉진 실습 구간에서는 이미지가 표시되며, 청음법 실습구간 

       에서는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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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장 하기 

  

 
 

   ㆍ‘저장 하기’ 버튼  을 눌러 실습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ㆍ저장된 결과 이미지는 날짜별로 분류되어 저장되며 바탕화면의 갤러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같은 이름의 파일이 이미 존재할 경우 

    ㆍ기존 결과 파일을 덮어쓰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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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전 결과 

 

 
  

   ㆍ이전에 저장된 결과 이미지는 결과 페이지에서 ‘이전결과’ 버튼  을 눌러 태블릿 

     PC 의 갤러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ㆍ‘돌아가기’ 버튼  을 눌러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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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평가 결과 출력  

 ㆍ저장된 결과 파일 PC 로 전송하기 
 

   ① 데이터 케이블을 태블릿 PC 와 저장된 결과 파일을 보내려는 PC 에 연결합니다.  
 

 

   ② 케이블 연결 후 USB 가 연결되었다는 알림 표시가 나타나면 우측 하단의 USB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USB 연결됨’ 알림 메시지 박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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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USB 저장소 사용’ 버튼을 누르면 데스크탑을 통해 태블릿 PC 에 저장된 결과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저장된 결과 파일 경로는 내 컴퓨터 > THE BOM > CEAB2_Results 입니다.  

    ⑥ 해당 결과 파일을 선택하여 확인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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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루투스 연결 

 ㆍ팔 모형과 디스플레이 장치(태블릿 PC)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연결됩니다. 통신장애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결을 재시도 해야 한다면 참고하십시오. 

 

 

     

    ① 팔 모형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 해당 장비가 페어링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해당 장비를 선택하여 통신 연결을 시도합니다. 

 

 

    ④ 정상적으로 연결 된 이후에는 자동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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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A 

 

1. 요골맥박과 상완맥박이 촉진되지 않습니다. 

 - 팔 모형의 전원 연결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배터리 전원을 사용할 경우 배터리를 교체하여 보십시오. 

 - 태블릿 PC 와 통신이 연결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통신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6. 블루투스 연결’을 확인하여 재설정 해주십시오. 

 -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구매처 또는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2. 태블릿 PC 의 실습 화면에서 ‘시작’ 버튼을 눌렀는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다. 

 - 팔 모형의 전원 연결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혈압계의 커프 튜브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태블릿 PC 와 통신이 연결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통신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6. 블루투스 연결’을 확인하여 재설정 해주십시오. 

 -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구매처 또는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3. 태블릿 PC 와 팔 모형의 통신이 연결 되지 않습니다. 

 - 팔 모형과 태블릿 PC 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주십시오.  

 - 팔 모형의 전원을 먼저 켠 후 태블릿 PC 전원을 켭니다. 

 - 주변환경에 의해 연결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 태블릿 PC 환경설정의 무선 및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무선 및 네트워크 설정창에서 Wi-Fi 는 OFF, 블루투스는 ON 상태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6. 블루투스 연결’을 확인하여 재설정 해주십시오. 

 -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구매처 또는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4. 태블릿 PC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 태블릿 PC 에 충전 어댑터를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하여 주십시오. 

 - 충전 어댑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 마이크로 SD 카드 및 기타 외부 장치를 제거합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구매처 또는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5. 태블릿 PC 가 동작되지 않습니다. 

 - 태블릿 PC 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주십시오. 

 - 태블릿 PC 의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십시오. 

 - 태블릿 PC 와 충전 어댑터를 연결하여 충전하여 주십시오. 

 -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구매처 또는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