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사용 설명서

정맥주사 훈련용 팔모형

(영유아 팔 모형, 모델명 : BT-CS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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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 사항

l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회사(제조회사)에서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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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물에 빠뜨리거나 습기가 찬 곳에 장시간 보관하지 마십시오.

⑤ 자석 또는 자기장 근처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⑥ 천둥, 번개가 치는 날씨에는 낙뢰 및 화재,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전원 어댑터의

코드를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⑦ 겨울 혹한기나 여름 혹서기에는 제품이 오동작 할 수 있습니다.

(동작온도 : 0℃ ~ 40℃, 보관온도 : -10℃ ~ 50℃)

⑧ 제품을 보관시 너무 뜨거운 장소나 추운 곳은 가능한 피해 주십시오.

외관 변형이나 제품 내부의 손상,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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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당사에서 별도의 고지 없이 제품 사양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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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품

(1) 인체 모형 : 영유아 팔 모형 (왼쪽 팔)-

① 영유아 팔 모형 (정맥튜브 내장) – 2 개

(2) 펌프 구동장치

① 정량펌프(내장) - 1 개

② 타이머 스위치 – 1 개

③ 팔 거치 어댑터 - 1 개

(3) 기타 구성

① 받침대 - 1 개

② 혈액용 색소 (30ml) - 1 개

③ 액상 혈액용기 - 1 개

④ 전원 어댑터 (9VDC) - 1 개

⑤ 배터리 홀더 (9V 건전지 1개 포함) - 1 개

⑥ 보관용 가방 -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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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칭 및 기능

①

②

① 1세 영유아 팔모형

② 3세 영유아 팔모형

③ 혈액 순환 제어기

④ 타이머 스위치

⑤ 혈액 급속순환 스위치

⑥ 혈액 In 커넥터

⑦ 혈액 Out 커넥터

⑧ 전원 연결 커넥터

⑨ 팔 거치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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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액상 혈액용기 In 커넥터

⑪ 액상 혈액용기 Out 커넥터

⑫ 연결용 튜브

⑬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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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의 설치

(1) 아래 그림과 같이 배치하여 주십시오.

- 전원은 전원 어댑터 및 배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액상혈액용기에 물(1/2 병)과 혈액용 색소를 3~4 방울 넣고 흔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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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 설명

(1) ‘4. 제품의 설치’를 참고하여 전원 어댑터(또는 배터리) 및 튜브 등을 연결합니다.

(2) 전원을 연결하면 부저음(“삐”)이 짧게 울립니다.

(3) 스킨패드에 내장된 혈관에 혈액을 채우기 위하여 혈액 급속순환 스위치를 누릅니다.

(4) 혈액 급속순환 스위치는 스킨패드 내에 혈액이 없거나 채혈 실습시 주로 사용합니다.

(5) 타이머 스위치를 짧게 1회 누르면 부저음이 1회 나면서 타이머스위치에 LED 램프가 켜지고

5분간 혈액이 순환됩니다.

(6) 타이머 스위치를 짧게 1회 더 누르면(총2회) 부저음이 2회 나면서 10분간 혈액이 순환됩니다.

(7) 타이머 스위치 동작 횟수에 따른 구동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7 자동종료 3 삐-삐---삐

6 30 6 삐-삐-삐-삐-삐-삐

5 25 5 삐-삐 삐-삐-삐

4 20 4 삐-삐-삐-삐

3 15 3 삐-삐-삐

2 10 2 삐-삐

1 5 1 삐

타이머 스위치

동작 횟수(회)
총 구동 시간(분)

부저음

횟수(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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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작 중간에 종료를 원한다면 타이머 스위치를 3초간 길게 누르십시오. 혈액순환이 자동

종료됩니다.

(9) 모든 종료(타임종료) 부저음은 “삐-삐----삐”로 3번 울리게 됩니다.

(10) 종료 부저음을 확인 후 다시 실습을 시작하려면 타이머 스위치를 이용하여 혈액순환장치를

구동하면 됩니다.

(11) 실습 종료 후 ‘6. 세척 및 보관’을 참조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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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척 및 보관

세척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

(1) 실습종료 후 액상 혈액용기의 흰색 커넥터를 제거 후 혈액 급속순환 스위치를 눌러 튜브내의

혈액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2) 혈액을 모두 배출 후 액상 혈액용기를 깨끗한 물로 채워 주십시오.

(혈액은 빈용기에 보관하여 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3) 액상 혈액용기에 흰색 커넥터를 다시 연결하여 주십시오.

(4) 혈액 급속순환 스위치를 눌러 깨끗한 물로 순환하여 주십시오.

(5) “(1)”과 같이 액상 혈액용기의 흰색 커넥터를 제거 후 혈액 급속순환 스위치를 눌러 튜브내의

물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6) 액상 혈액용기의 물을 버린 후 각각의 연결 커넥터를 분리하여 주십시오.

(7) 커넥터 끝에 흐르는 잔여 물은 티슈나 천으로 제거하십시오.

(8) 보관용 가방에 정리하여 보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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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 A

(1) 혈액순환 제어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초기 전원 연결시 부저음이(“삐”) 한번 울립니다.

- 부저음이 들리지 않을 경우 전원 어댑터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전원을 사용할 경우 배터리를 교체하여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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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동중에 혈액순환 제어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타이머가 다되어 멈추었을 경우 종료 부저음이 (“삐-삐-----삐”) 울립니다.

- 만약 종료 부저음 없이 종료 될 경우 전원 어댑터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전원을 사용할 경우 배터리 수명이 다하여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여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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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타이머 스위치 누른 횟수와 부저 울리는 횟수가 틀립니다.

- 타이머 스위치를 종료 시킨 후 1초 간격으로 다시 한번 수행하여 보십시오.

- 타이머 스위치를 빠르게 동작시키면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