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btinc.co.kr



2    BT Inc.

BEST TECHNOLOGY 
BETTER TOMORROW
"인간의 생명존중과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을 만들자"라는 비전아래,

최고 품질의 의료교육용 시뮬레이터와 인체모형의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비티를 설립하였습니다. 

“BT”는 최고의 기술(Best Technology)의 약자로 신기술을 선도하여

㈜비티의 염원인 더 나은 내일(Better Tomorrow)을 만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비티에 주시는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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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손쉬운 사용
BT제품은 최첨단 IT 기술이 탑재되어 있으며 블루투스 연

결을 제공합니다.

설치와 작동법이 간단합니다.

BT제품은 학생들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피드
백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피드백 기능을 사용하여 자가 훈련 및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피드백 & 자가 연습

학생들은 결과 화면에서 자신의 훈련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결과를 검색 , 저장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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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평가형 시뮬레이터 

• 표준 성인 심폐 소생술에 필요한 가슴 압박 및 인공 호흡의 훈련 및 평가

• 환자의 반응, 맥박 및 기도 확보 확인

• 동공 반응과 맥박은 자동으로 실행 가능

• 자발 호흡의 자동 구현

• 가슴 압박의 깊이와 위치는 실시간으로 표시

• 인공호흡시 환기량은 그래프로 표시되며 환기속도는 숫자로 표시

호흡 

가슴압박 
동공

- 맥박 
- 기도 확보 
- 과신전 표시 

- ECG
- 제세동기 

C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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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피드백과 
평가 결과를 통한 전문적인 
심폐 소생술 및 제세동 훈련 

인체 공학적 설계

맥박 

흉부 자동 상승 

메트로놈 

전기 충격 
제세동기 / 자동제세동기

불루투스 연결 

최대 압박 깊이 

동공 반응 

7cm

C
P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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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평가 목룍은 센서에 의해 감지될 수 있으며 흉부 
압박 및 호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센서로 인식되지 않는 심폐소생술 절차 등의 경우
는 수동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됩니다. 

수정가능한 가이드라인 다양한 시나리오 

평가 점수  - 자동 평가 평가 점수  - 수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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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 

결과 파일은 가슴 압박 및 호흡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저장, 인쇄가 가능하며 Excel 형식으로
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화면 

환자의 상태 

• ECG, 맥박 , 동공 , 
호흡 수

실시간 정보

•  압박 / 호흡 수 
• 평균 깊이 / 횟수 
•  압박 횟수와 위치 
•  기도 확보, 맥박 및 반응 

압박 세부 정보 

• 압박 깊이 
• 압박 속도 
• 손 위치 
• 압박 중단 시간

호흡 세부 정보 

• 횟수 
• 속도 

C
P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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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훈련용 시뮬레이터 

CPTA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 

• 태블릿PC로 실습 및 평가 가능

• 1:1 블루투스 연결

• AED 패드를 위한 자석 스티커

• CPR을 위한 메트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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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보 

1. 기도 확보 
2. 맥박 
3.  가슴 압박 횟수와 위치

① 환자의 반응
② 호흡 확인
③ SOS 호출
④ 맥박 확인
⑤ 자동제세동기 요청
⑥  전기충격 인가
⑦ 기도확보
⑧ 과신전 표시

체크리스트 

절차 항목 

압박 깊이, 속도 및 위치가 상세하게 표시될 뿐만 아니라 
호흡량과 속도도 나타납니다.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후에 기술향상이나 
참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결과 보고서 
❶

❶

❶

❶

❶

❶

❶

❶

C
P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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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압박 깊이 기도확보 불완전 이완 자동제세동기 훈련 

자가학습형 심폐소생술 인체모형 

SEEM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인체모형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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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깊이 

화면 

압박 속도 

부족 정상 과도 

느림 정상 빠름 

• 정상 압박 횟수 
• 압박 깊이 

• 선택 옵션 버튼 
정상 압박음  (On/Off) 
압박 깊이 / 속도 LED  (On/Off)

• 실시간 압박 깊이 
( 부족 / 정상 / 과도 )

• 불완전 이완 

• 시작 / 재시작 버튼 

• 실시간 압박 속도 
(느림 / 정상 / 빠름) • 총 압박 횟수 

SE
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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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기울임

튜브 깊이 확인 

턱 밀어올리기법 

후두 들어올리기 

냄새 맡는 자세 

흉부 상승 

치아파열 경고음 

복부팽만 감지 표시 

기도삽관 평가용 시뮬레이터 

CSIE

피드백 시스템이 있는 기도삽관 평가용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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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 가이드라인 :
인공호흡에 관한 평가 기준 설정 가능

• 자동 체크 항목 :
자동 체크의 평가 항목을 선택, 제외 가능

• 체크리스트 :
평가 항목을 추가, 삭제 가능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후에 기술 향상이나 참
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설정 결과 보고서 

실습 모드 

• 기도삽관튜브(ETT)
• 후두마스크(LMA)/아이겔(i-gel)
• 콤비튜브(Combi-tube)

세부 정보 

• 호흡 횟수 
• 호흡량 
• 호기 시간 
• 분당 호흡 횟수 

체크 리스트 항목 

자동인식 항목 

C
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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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맥박 측정 평가용 시뮬레이터 

CEAB2

피드백 시스템이 있는 혈압/맥박 측정  평가 시뮬레이터 

맥박 위치 코르트코프음 배터리 
요골동맥 상완동맥 상완동맥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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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터치스크린 방식의 태블릿 PC로 간편하게 조작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후에 기술 향상이나 
참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결과 보고서 

① 모드 선택 

- 촉진법 
- 청음법 
- 촉진-청음법 

② 맥박 강도 

③ 코르트코프음 

혈압 그래프 

❶ ❶ ❶

C
E

A
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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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부학적 골격 자세 변경용 받침대   피부 교체 가능 

근육주사 시뮬레이터 

CSIM1

피드백 시스템이 있는 근육주사 평가용 시뮬레이터 

복면 / 배면 LED 표시 약물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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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및 점수 설정 가능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후에 기술 향상이나 
참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

화면 

소리 ON/OFF

주입 모드 

- 둔부의 배면 
- 둔부의 복면 

실시간 주입 결과 
 (좋음  / 나쁨 )

주입 정확도 (%)

추가 기능 결과 보고서 

C
SI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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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성인 

정맥주사 훈련용 팔 모형  

CSIV / CSIV-I

모터를 이용한 전문적인 정맥주사 훈련용 팔 모형 

• 피부, 정맥 벽 및 모터의 순환 속도에 대한 실제감은 사람과 비슷

• 스킨 패드는 외피층 , 피하지방층 , 정맥으로 구성

• 스킨 패드의 장착과 교체가 용이

• 모터 시스템으로 세척 및 유지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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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영유아 Regurge 확인 간편한 유지 배터리 간단한 설치 

피부 & 정맥 일체형 패드 

실제와 같은 느낌  3중 구조 

(외피층 , 피하지방층 ,정맥)

뛰어난 내구성 

모터 

C
SIV

 / C
S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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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남성 도뇨 실습모형 

CSCF / CSCM

• 실제와 유사한 도뇨실습모형을 통하여 사실감 있는 실습 가능

• 카테터가 정확히 삽입되면 뇨(물)유출을 확인 가능

• 외성기 모형과 둔부외부 모형은 분리되어 외성기 모형 세척 및 관리 용이

• 유치카테터 , 간헐적 카테터 삽입 가능

• 체크밸브가 내장되어 카테터 제거 후 용액이 흘러나오지 않음 .

• 다양한 크기의 카테터 실습 가능

수용성 윤활제 사용 분리가능한 외성기모형 
용이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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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가능한 음경포피

• 도뇨 실습모형은 실제 환자와 같은 자세를 취함

• 카테터가 질내로 삽입되면 부저음으로 확인 가능

• 연장 다리모형은 탈부착 가능

음경포피 있음 
음경포피 없음 

부저음 착탈식 연장 다리 모형 

남성 도뇨 실습모형 

여성 도뇨 실습모형 

C
SC

F / C
S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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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실습모형 

CSEN

실제와 유사한 관장실습모형 
• 실제와 유사한 관장실습모형을 통하여 사실감 있는 실습 가능

• 실제 환자와 같은 자세를 취함 (Sim's position)

• 받침대로 자세 변경 가능

• 다양한 크기의 카테터 실습 가능

훈련 기술 
• 인공 대변 삽입 / 제거 실습

• 글리세린 관장

누수 방지
• 역류 방지 벨브

글리세린과 수용성 윤활제 사용 관장 훈련 인공 배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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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C
SEN

  / CSIS  

위관영양 & 기관절개관 
& 기관내 흡인 실습 모형 

주요 특징 
• 실제 인체와 유사한 형상의 위관영양, 기관절개관,

기관내 흡인 실습 모형

위관영양 
• 구강 / 비강  카테터  삽입 가능

• 카테터 삽입 시 위에서 청진기로 음 확인 가능

• 투명창을 통하여 위관 튜브 삽입 확인 가능

• 위관 영양액 주입 및 배출 가능

• 체위 변경(앙와위, 반좌위, 좌위) 가능  (0°, 21~45°, 90°로 각도조절)

• PEG 케어

기관내흡인 실습 위 절제술 튜브 실습 PEG 케어 위관 영양 실습 기관절개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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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주사 모형 

피하주사 모형 

CSID

CSIC

• 인체와 유사한 감촉의 피부

• 주사 자국이 거의 남지 않음

• 진단 검사

• 투베르쿨린 반응

• 백신 접종

• 인체와 유사한 감촉의 피부

• 주사 자국이 거의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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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장 적외선 리모컨 다양한 시나리오 LED 표시 맞춤형 시나리오 (3개)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ST

•  고전압 전류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용 중 안전 보장

•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기충격시 LED 깜빡임

•  커스텀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의 시나리오에 맞게 변경 가능

•  3개의 커스텀 시나리오는 PC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변경 가능

IC
 / ID

 / ST



평일 (한국시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
또는 bt@btinc.co.kr 이메일 이용 가능합니다.

브로셔나 홈페이지의 비디오 클립을 보시면 더 

많은 정보와 설명을 보실수 있습니다. 

www.btinc.co.kr

BT INC. (본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A동 313호(동산동, 삼송테크노밸리) 
가까운 지하철 역  : 3호선 , 삼송역 (6번출구)

BT BUSAN BRANCH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92번길 27 , 부산빌딩 5층 

위치 

기술 문의 온라인 

BT AMERICA BRANCH (미국지사)
899 Presidential Dr, Suite 100, Richardson, TX 75081, U.S.A.



"BT"는  최고의 기술(Best Technology)의 약자로 

신기술을  선도하여 ㈜비티의 염원인 

더 나은 내일(Better Tomorrow)을 만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www.btinc.co.kr / bt@btinc.co.kr

LIFE OF HEALTH & GREATER LONGEVITY 
인간의 생명존중과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 

본사 

  전화 : 02-2038-2903

부산지사

전화 : 051-903-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