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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정보 
 

1.1  안전한 작동 및 사용을 위한 지침 
• BT-500 및 액세서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환자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권장 점검 주기는 일주일에 일회 이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 BT-500과 함께 제공되는 AC 전원 코드 만이 제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 BT-500을 직접 수리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비스토스에 의해 

서비스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이 제품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 BT-500은 심장제세동기 사용 중 또는 심장제세동기가 충전되는 동안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 BT-500은 전기 수술 장비가 사용중인 상태에서 상용하도록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 BT-500은 사용설명서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특별한 장비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장비와 함께 작동하도록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 적절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수행하십시오. 

여기에는 누설전류측정 및 절연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권장되는 

간격은 일년에 일회 이상입니다. 
• 만약 BT-500이 자가 부팅 시험에 실패한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상해 또는 건강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의 

경미한 부상 또는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제품에 손상 

또는 고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감전위험 

심각한 전기적 충격이 환자나 사용자, 재산상 

피해, 물리적 손상 등이 초래할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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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고 

• BT-500 을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의 상해나 기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BT-500 의 잘못된 사용은 신생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위험과 이득을 인지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인원의 지시에 따라 적합하게 훈

련된 인원만이 조작해야 합니다. 

• 제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나열되고 승인된 액세서리 이외의 액세서리 사용은 

전자파 장해를 증가시키거나 내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BT-500 의 전원 출력 단자에 연결된 기기를 포함하여 보육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 받는 기기들의 전체 누설 전류는 500uA 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신체

상해 또는 장비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보육기와 동일한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액세서리 장비의 

사용은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 주변에서의 

액세서리 사용을 고려하며 액세서리가 IEC 60601-1 에 부합하는 표준에 따라 

승인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체 상해 또는 장비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직렬 통신 포트에 연결되는 기기는 의료기기에 대한 EMC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체에 대한 상해나 장비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전기 의료 장비는 EMC 에 대한 특별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며 설명서 상에 기

재된 EMC 정보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서비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용 

RF 통신 장비는 전기적 의료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정상 작동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른 기기 주변에서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는 ㈜비스토스에서 권장하는 전지만 사용하십시오. 신체 

상해 또는 장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온도에서라도 보육기의 높은 습도는 신생아의 증기화 열(evaporative 

heat)을 감소시켜 신생아의 체온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

치의의 지시나 신생아실의 지시에 의거하여 별도의 체온계를 이용하여 신생

아의 항문 혹은 겨드랑이 체온을 감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체의 손상이

나 기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상대 습도는 증기화 액(evaporative water) 손실을 감소시키고 신생아의 

체온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적은 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주치의가 온도제어 모드, 온도 설정 및 습

도 설정 등을 처방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주치의의 지시나 신생아실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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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하여 별도의 체온계를 이용하여 신생아의 항문 또는 겨드랑이 체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체의 손상이나 기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물탱크를 최대 수위까지만 채우십시오. 더 많은 물을 채우면 물이 넘쳐 신체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용해산소 10 ppm 미만의 증류수만을 사용하십시오. 소독된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장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육기를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비스토스가 제공하는 피부 온도 프로브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프로브를 사용하면 신체적 부상 또는 장비의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피부 온도 프로브를 유아 신체 아래에 놓거나 항문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신

체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BT-500 은 낮은 피부 체온이며 높은 심부 체온(열병)과 낮은 피부 체온 및 심

부 체온(저체온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생아의 체온을 별도의 체온계를 이

용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Skin 모드에서 신생아 피부 체온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피부 온도 

프로브는 신생아의 피부에 직접 접촉되어야 합니다. Skin 모드에서 프로브가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수용실 안의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할 수 있습

니다. 주기적으로 프로브가 신생아 피부에 잘 부착되어 있는지 및 과온의 징

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용실을 통해 X 선 촬영을 하는 경우 X 선 영상에 수용실이 방사선 투과하는 

음영으로 나타나서 부정확한 진단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가연성 마취가스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신체 상해

나 기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냥이나 라이터, 기타 발화 물질을 보육기가 있는 방에서 제거하십시오. 섬

유, 기름 혹은 다른 연소성의 재질 등은 높은 밀도의 산소가 포함된 공기 속

에서 쉽게 발화되고 연소됩니다.  

• 에틸이나 알코올 같은 발화성의 물질은 적은 양이라도 보육기에 남아 있으면 

산소에 접촉될 시 발화 가능하여 인체의 손상이나 장비에 해를 끼칠 수 있습

니다. 

•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의 청소나 유지보수 시에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청소 시에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음을 확인하고 산소 호스를 연

결해제 하십시오. 이에 실패할 경우 인체의 손상이나 장비에 해를 끼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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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상황에서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즉각 통지하여야 합

니다. 이에 실패할 경우 인체의 손상이나 장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산소 공급의 부적절한 사용은 시력 손실, 뇌 손상, 사망을 포함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각 신생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

을 갖춘 주치의가 공급 방법, 농도, 산소 공급 시간 등을 지시하여야 합니다. 

• 산소 공급은 수용실 내의 신생아에 대한 잡음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에게 산소를 공급할 때는 별도로 산소 분석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처방 받은 농도의 산소가 공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소 농도를 측정하십시

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손상이나 장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만약 산소제어 설정을 최대로 했을 때 환자의 동맥 산소 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는 농도 유지를 위한 다른 방법을 처방하여야 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인체 손상이나 장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신생아가 흡인한 산소 농도가 혈액의 산소 분압(pO2)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임상적으로 승인되는 다른 방법으로 pO2 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손상이나 장비에 해를 끼칠 수 있습

니다. 

• 산소가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보육기를 병원의 산소 공급에서 연결해제 하십

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손상이나 기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산소의 사용이 위험이나 화재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불꽃을 만드는 기기

를 보육기 내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손상이나 기기 손상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마취제의 사용은 산소 분석기의 정확도에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스나 산소 공급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규칙적인 서비스 간격으로 노후 또는 

손상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손상이나 기기 손상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오염된 공기 흡입 극세 필터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산화탄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지의 환경에 맞게 필터를 점검하십시오. 특별히 

기기가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더 자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손상이나 기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산소 공급 농도를 변경한 이후에는 새로운 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약 30 분의 

시간이 소요되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손상이나 기기 손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산소 실린더 같은 압축된 가스 실린더는 충격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급

속히 가스가 배출될 때는 위험한 발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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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소 실린더 또는 연결부위를 적절한 공구를 이용하여 반드시 조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손상이나 기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육기 내의 산소 레벨은 도어를 통해 접근하거나 패널이 열렸을 경우에 영

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후드 도어의 가스켓과 tubing port 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후드의 어떤 열린 틈은 보육기 내의 산소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체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모든 후드 도어의 가스켓과 tubing port 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후드의 어떤 열린 틈이라도 보육기 내의 상대 습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

니다. 인체 손상이나 기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육기의 공기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생아 시트나 다른 액세서리의 사

용은 온도의 균등과 온도의 변화, 중앙 매트리스와 신생아 피부 온도의 상관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체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를 보육기에 너무 가깝게 위치시키면 수용실 벽 

온도, 보육기 온도 및 신생아 피부 온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체 손상이나 

기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육기 상단에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의 램프를 위치시키면 높이 조절

용 스탠드를 위로 올릴 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탠드 높이를 조절하기 전에 항상 램프를 치워야 합니다. 

• 만약 병실에서의 사용 시 공기 흐름의 경로에 담요나 인형 등의 장애물이 있

으면 환자의 안전과 보육기의 성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직사광선에 의한 신생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기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이나 기타 방사열원이 있는 곳에 위치하지 마십시오. 

• 수술용 드레이프나 담요를 신생아와 에어커튼 또는 측면 환기부와 동시에 

덮지 마십시오. 열에 의한 상해 또는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의도하지 않은 연결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환자 연결 도선과 주입선 및 

인공호흡기튜브 등을 매트리스 최대 높이 조절에 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하고 매트리스에 확실히 고정하십시오. 

• 관련 IEC 규격에 적합한 기기만을 직렬포트에 연결하십시오. 또한 플라스틱 

커넥터를 가진 데이터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신생아가 보육기에 있는 경우에는 후드를 들어올리지 마십시오. Access panel 

및 access door 를 통해 신생아에 접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손상 

또는 기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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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면의 access panel 이 열려 있을 경우 표시 온도가 보육기 온도를 정확

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후면의 access panel 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열어 두지 마십시오. 인체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access panel latch 를 확실히 잠가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체의 손상 혹은 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

다. 

• 신생아의 안전을 위하여 access panel 이 열려있을 경우 신생아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인체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보육기를 이동시킬 때에는 항상 2 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층으로 보육기를 이

동하는 경우에 보육기 내에 환자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만약 신

생아가 보육기 내에 있을 경우 이동은 불가합니다. 또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느슨하거나 늘어진 구성품들을 확인하십시오. 엘리베이터나 경사를 이용

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에 불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거하고 VHA 와 IV 

pole, shelf 를 최대한 낮추고, 모든 서랍은 잠겨있어야 하며, 전면, 후면의 모

든 액세서리를 제거하십시오. 

• 절대로 바퀴보다 높은 물체를 보육기의 아래에 위치시키지 마십시오. 이는 

VHA 의 안전성을 방해할 수 있으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발생 가능한 넘어짐이나 IV pole, shelf 등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VHA 경계

를 적어도 30cm 는 비워두십시오. 

• 최적의 보육기 안전성을 위하여 항상 모든 스탠드 바퀴를 잠가 두십시오. 경

사에 세워두었을 때 동반자 없이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체의 

손상 혹은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보육기를 높이거나 낮출 때 조작자는 장비 및 부속물들이 이동 경로에 없도

록 해야 합니다. 보육기 높이를 조절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와 보육기의 연결

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랍 구조물 위에는 절대로 어떠한 물건도 

올려 놓지 말아야 하며, 높이를 낮추기 전에는 보육기와 스탠드 구조물 사이

에 적절한 간격이 확보되었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탱크 부착부에 의료

용 가스탱크를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중에는 보육기를 높이거나 낮추지 마십

시오. 인체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UART 포트는 디버깅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다른 장비의 연결이 허용되지 않

습니다. 

• 보육기에 신생아를 배치하기 전에 전문의에 의해 처방된, 또는 강호 프로토콜

에 따른 온도로 pre-warm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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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기 당 하나의 IV plate 만 이용해야 합니다. IV plate 를 이용하는 경우 항

상 모니터를 선반의 중간에 위치하고 모니터가 선반 가장자리에 맞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모니터를 겹쳐 쌓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체 손상 또는 기기 손

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볼트를 이용해서 보육기를 스탠드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

으며 보육기를 기울이는 경우, 특히 후드가 열린 경우 보육기가 스탠드에서 

분리되어 인체 손상 또는 기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부속품과 옵션들을 포함하여 유효성이 확

인되었으며, 장비에 해당하는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이 앞서 기술한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확신하기 위하여, 인가 받지 

않고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승인 받지 않은 사항을 제품에 부착하는 것

은 해당 인원 또는 조직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무호흡 감시기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맥박수 측정은 말초혈관맥박에 대한 광학적 검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특정 

부정맥을 검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ECG 기반 부정맥 

분석 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초기 경고용 장비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완전하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용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사용하십시오. 

• MS 보드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가연성 마취 가스나 공기나 산소과잉환경 또

는 아산화 질소와 결합되어 있는 기타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교체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외장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조작자는 이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는 유지보수 절차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마시모에 문의하십

시오. 

• 누설전류는 0.1mA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렬 포트에 외부 장비를 연결

할 때는 측정하여야 합니다. 

• 화재의 가능성이 있으니 MRI 를 촬영하는 동안에는 마시모 산소포화도 측정

기 센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옳지 못한 적용 또는 사용은 부정확한 측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부정 헤모글로빈(HbCO 또는 MetHb)이 상당한 수준으로 있으면 부정확한 측

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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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시아닌 그린이나 메틸렌 블루와 같은 혈관내 염료에 의해 부정확한 측정

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불빛에 의해 부정확한 측정 또는 펄스 신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과도한 환자 움직임에 의해 부정확한 측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정맥 맥박에 의해 부정확한 측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센서를 혈압 커프나 동맥 카테타 또는 혈관 내 삽입 라인이 있는 팔의 말단

에 착용하는 경우 부정확한 측정 또는 펄스 신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MS 보드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제세동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잠깐 동안 

측정값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 센서를 너무 단단하게 장착하면 펄스 신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저혈압이나 과도한 혈관 수축, 중증 빈혈 또는 저체온일 경우 펄스 신

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센서 부근에 동맥 폐쇄가 있는 경우 펄스 신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자에게 심장정지 또는 쇼크가 있는 경우 펄스 신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SpO2 측정에는 Masimo 센서만 사용하십시오. 

• 센서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1.3  감전 위험 
• 청소, 유지관리를 하기 전에 장비의 전원을 제거하십시오. 전원을 제거하지 

않고 청소,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해당 인원 또는 장비에 손상이나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어떤 화학성 청소용재는 전도성이 있을 수 있으며 찌꺼기를 남길 수 있는데 

이는 전도성 먼지나 찌꺼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청소용재를 전기적 부품에 

닿게 하지 말고 어느 표면에도 스프레이 종류의 청소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

오. 

• 접지의 신뢰성을 위해 AC 전원 코드는 적절히 접지된 3-선 병원 등급 또는 

병원 사용 콘센트에 접속합니다. 연장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접지 

연결이 의심스러우면 장비를 동작하지 마십시오. 인체 상해나 기기 손상을 가

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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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를 물이 고일 수 있는 과도한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인체 상해가 

기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전기적 충격 때문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 인원 또는 당사로부터 적절

한 서비스 교육을 받은 인가된 인원만이 장비를 수리해야 합니다. 

• 배터리는 전기적 충격의 위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방책은 배터리

로 구동되고 있을 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계, 반지, 혹은 다른 금속성 재질

을 제거하고 장비의 절연된 손잡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전원을 사용하는 스탠드의 outlet 에 연결된 모든 장비의 전원은 반드시 스탠

드의 후면에 보이는 전기적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상해 또는 기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전원 사양이 스탠드 혹은 보육기의 전기적 사양과 호환되는지 확인하

십시오. 인체 상해 또는 기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4  환경에 대한 일반 예방조치 

기기를 다음과 같은 장소에 보관하거나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동작시키지 마십시오. 

 

물기에 노출된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젖은 

손으로 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 

두지 마십시오. 동작 

온도 범위는 20℃ ~ 

30℃, 동작 습도 범위는 

0 % ~ 95%입니다. 
 

전기 히터 옆을 

피하십시오. 

 

과도한 습도 또는 환기 

문제가 있는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과도한 충격이나 

진동이 있는 곳을 

피하십시오. 

 

화학물질이 보관된 

곳이나 가스 누출이 

있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먼지나 특히 금속 

물질이 기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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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분해하거나 

열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 ㈜비스토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기가 충분히 

동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는 

전원을 끄십시오.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1.5  기호(Symbols) 정의 

기호 정의 

 

안전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BT-500을 사용하기 전에 함께 

제공되는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면이 위험할 정도로 뜨거울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BF형 기기를 나타냅니다. 

 

사용설명서 참조를 의미합니다.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읽으십니다. 

 

피부 온도 센서 #1. 신생아 제어 모드를 위해 신생아의 복부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피부 온도 센서 #2. 신생아의 복부를 제외한 다른 곳에 부착합니다. 

IPX0 
IPX0은 방수가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기기) 

IPX1 
IPX1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에 대한 방수 수준을 의미합니다.  

(피부 온도 센서) 

IPX2 
울어 졌을 때 약간의 액체에 대한 방수 수준을 의미합니다. 

(SpO2 센서) 

IPX6 
IPX6은 강력한 제트 분사의 물에 대한 방수 수준을 의미합니다. 

(발 조작 스위치) 

 
무게 제한을 나타냅니다. 

 제조업자를 의미합니다. 

 제조업체의 기기일련번호를 나타냅니다. 

 제조업자의 유럽 역내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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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직으로 세워서 취급할 것을 의미합니다. 

 
깨지기 쉬운 장치를 조심하여 다루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용,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온도 제한을 의미합니다. 

 
사용,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습도 제한을 의미합니다. 

 
포장 자재 재사용 가능을 의미합니다. 

 
외부신호 입/출력 포트 

 
의료장치에 대한 MDD93/42/EEC 필수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 제품을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인 폐기를 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처리할 때 제품을 분리 수집 또는 재활용이 되어야 하며, 처리에 대한 

문의는 ㈜비스토스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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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이 장에서는 BT-500 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 제품 설명 

• 제품 특징 

• 제품 구성 

 

 

2.2 제품 설명 

BT-500 은 신생아용 거치형 보육기로써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도, 습도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공기 중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신생아의 혈중 산소 

포화도와 맥박수를 측정하며 외부 모니터를 통해 신생아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듈식 컨트롤러 기반 보육기입니다. 표준 기능에는 전면과 후면 후드 도어의 저소음 

래치가 있는 타원형 액세스 도어와 측면의 원형 조리개식 포트 그리고 안정적이며 

사용이 쉬운 매트리스 기울기 매커니즘이 포함됩니다. 보육기 후드 및 쉘 부는 이동이 

편리하며 안정적이며 내구성 강할 뿐만 아니라 가벼운 알루미늄 레그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신생아의 환경 및 신생아에 대한 정보는 7 inch Color TFT LCD 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또한 고성능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보다 안정적이며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속품에는 IV ringer, IV plate, Shelf, Scale(체중계), SpO2 측정모듈(Masimo), 신생아 

영상 디스플레이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2.3 사용목적 

BT-500 은 습도, 공기 온도, 피부 온도, 체중, SpO2 를 비 침습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신생아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생아 보육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2kg 이하의 조산한 혹은 조숙한 신생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비는 오직 병원에 있는 훈련된 의료 인력만이 

사용해야 하며, 병원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특수 신생아실 관리 유니트, 

스텝다운 신생아실, 신생아실 및 소아과의 모든 수준을 포함하여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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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작동 원리 

2.4.1 온도 조절 

(1) Air mode : 센서 모듈을 통해 측정된 공기온도를 통하여 설정된 신생아 환경온도 

값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Main fan 을 통해 후드 내 공기를 순환시키며 공기가 순

환되기 전 내부의 카트리지 히터의 온도를 올려 내부 라지에이터의 온도를 올린

다. 이때 내부 구조에 의해 Main fan 에서 나온 공기가 적정온도로 올라가며 라지

에이터의 온도에 따라 후드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2) Skin mode : 센서 모듈을 통해 측정된 신생아의 체온을 적정온도로 올리기 위하

여 측정된 신생아 체온을 기준으로 위의 Air mode 와 같은 방식으로 신생아의 체

온을 조절한다. 

 

2.4.2 습도 조절 

습도 모듈의 히터를 통해 증기상태로 기화된 물 입자가 내부 구조에 따라 공기와 혼

합되어 후드 내의 습도를 조절한다.  

 

2.4.3 SpO2 측정 

손가락의 말단부에 프로브를 착용하고 프로브의 센서로부터 발생한 고유파장의 빛이 

농도가 다른 물질에 조사될 때 나타나는 흡광도 또는 반사도의 차이를 이용한다. 혈액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에 따라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측정하여 산소포화도를 측

정한다. 

 

2.4.4 Pulse Rate 측정 

심장이 박동하는 동안에 광원으로부터 발생한 적외선을 손가락과 같은 세동맥 상에 

조사시켜서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수광 센서로 측정한다. 측정된 값은 심박에 따른 혈

류의 변화를 나타내며 혈류의 변화 주기를 1 분 당 횟수로 나타내면 1 분 당 평균 심

박수가 된다. 

 

2.4.5 산소농도 측정 

전해액에 담긴 두 개의 금속 전극 사이에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 전류가 흐르고 

이에 비례하여 멤브레인 내부로 산소가 유입된다. 산소는 수산화 이온으로 환원되고, 

4 개의 전자를 방출한다.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환산하여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갈바닉 방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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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필수 성능 

• 공기 온도 측정 및 보육기 공기 온도 제어 

• 피부 온도 측정 및 신생아 피부 온도 제어 

• 습도 측정 및 보육기 안의 습도 제어 

• 제어 온도와 측정 온도 사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경보 

발생 
 

경고 쇼크 상태에 있거나 고열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에는 피부 

온도 조절 모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6 제품 구성 및 액세사리 

2.6.1 기본 구성품 

그림 명칭 설명 수량 

 
Control shell 

Hood 를 지지하며 장비의 온도 및 

습도를 제어하는 부분이다.  
1EA 

 

Hood 

투명 아크릴을 사용하여 내부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중 벽 구조를 

채택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한다. 

1EA 

 

IV-ringer 
신생아에게 링거 투입 시 링거를 걸 

수 있도록 한다. 
1EA 

 

Shelf 
신생아에게 필요한 각종 기구를 놓을 

수 있는 받침이다. 
1EA 

 

Basket 
의료기구 또는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보관한다.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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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module 

Hood 내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며 

신생아의 체온을 측정한다. 
1EA 

 

Skin 

temperature 

프로브 

신생아의 피부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Sensor Module 에 연결된다. 
2EA 

 

Mattress 신생아를 안정되게 올려 둘 수 있는 

큐션 역할을 한다. 
1EA 

 

Air Filter Hood 내의 공기를 여과할 수 있는 

필터로써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1EA 

 

AC 전원코드 
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AC 전원코드 

이다. 
1EA 

 

Fixed Stand 

보육기의 설치대로 바퀴가 달려 

이동이 가능하다. 

(Lifting Stand 선택 시 제외) 

1EA 

 

2.6.2 옵션 구성품 

그림 명칭 설명 수량 

 

IV plate 
환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놓기 

위한 받침대이다. 
1EA 

 

External LCD 

Monitor 

Control 부에서 전송된 측정 

데이터와 수용실 내의 신생아 영상을 

전송 받아 디스플레이 하는 모니터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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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신생아의 체중을 측정하는 체중계로 

센서 모듈과 연결된다. 
1EA 

 

CCD Camera 

수용실 내의 신생아의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로 영상은 External 

Monitor 에 전송되어 디스플레이된다. 

1EA 

 

SpO2 

프로브 
SpO2 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이다. 1EA 

 

SpO2 

프로브 

Extension 

cable  

SpO2 프로브의 길이를 늘이기 위한 

케이블이다. 
1EA 

 

Lift Stand 
보육기의 설치대로 바퀴가 달려 이동 

가능하다. (높이 조절 가능) 
1EA 

※ 비고 

* 내장 공기 필터는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교환이 필요합니다. 유지

보수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해줄 것을 권장합니다. 

**옵션으로 산소 조절 모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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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BT-500 외형 

2.7.1 BT-500 제품 전면부 

 

그림 2-1. BT-500 제품 전면부 

① Control Shell ② Hood 

③ Sensor module ④ Lifting stand  

⑤ Basket  ⑥ IV ringer 

⑦ IV plate  ⑧ External monitor 

⑨ Shelf   

 

2.7.2 BT-500 전면부 상세 

 
그림 2-2. BT-500 전면부 상세 

① Control box(Console box) ② Water box 

③ Tilt handle ④ Hood hinge 

⑤ Hood door ⑥ X-ray tray 

⑦ Scale ⑧ Mat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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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BT-500 제품 후면부 

 
그림 2-3. BT-500 후면부 

① Hood door ② AC power cord & Connector 

 

2.7.4 BT-500 제품 측면부 

 
그림 2-4. BT-500 제품 좌측면부 

① 

Sensor Module, SpO2 

sensor & External 

Communication port 

② Main power switch 

③ Main power AC connector ④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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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BT-500 제품 우측면부 

 

2.8 각 부분에 대한 설명 

BT-500 은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ntrol shell 부는 전체 기기를 제어

합니다. 신생아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센서 모듈이 사용됩니다. 수용실은 신생아를 외

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신생아 주변 환경을 최적으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이용

됩니다. 

 

2.8.1 Control shell  

Control Shell 부는 Console box, Water box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2-6. Control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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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water box)는 1L 의 용량을 가집니다. 물탱크 용량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앞면에 있는 서랍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탱크를 서랍에 장착하고 자물쇠가 

잠기면 물탱크는 히터 모듈에 연결됩니다. 

세척하는 방법은 “6 장 청결 및 유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2-7. Water box 

 

2.8.2 후드(Hood)  

BT-500 의 Hood 는 아크릴 재질입니다. Hood 의 전면, 후면, 양쪽 측면에는 액세스 

도어가 있습니다. 

 
그림 2-8. Hood front view & Access door / side function 

 

경고 사고로 인한 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access panel 

latch 를 확실히 잠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상해 혹

은 기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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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매트리스 트레이 

(1) 멈춤쇠를 돌려 전면 access panel 을 엽

니다.  

(2) 전면 access panel 을 완전 개방합니다. 

(3) 매트리스 트레이를 완전히 앞으로 잡아 

당깁니다 (약 22cm). 

(4)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고 신생아를 견고

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트리스 트레이를 주의 깊게 눌러

봅니다. 

(5) 매트리스 트레이를 원위치합니다. 

(6) 전면 access panel 을 닫고 멈춤쇠를 돌

려 잠급니다. 

(7)  

 
최대 220mm 

무게 제한: 20kg 이하 

 

2.8.4 스탠드(Stand) 

BT-500 은 두 가지 유형의 Stand 를 제공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fixed stand(고정형)을 

보여줍니다. 

 
그림 2-9. Fixed Stand (Standard)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리프트형(lifting stand)의 경우 스탠드의 앞, 뒷면에 위치한 

위/아래 방향이 표시된 풋스위치(foot switch)로 높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VHA - Variable Height Adju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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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Lifting Stand (옵션) 

 

경고 보육기를 높이거나 낮출 때 조작자는 장비 및 부속물들이 

이동 경로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육기 높이를 조절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와 보육기의 연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랍 구조물 위에는 절대로 어떠한 물건도 

올려 놓지 말아야 하며, 높이를 낮추기 전에는 보육기와 

스탠드 구조물 사이에 적절한 간격이 확보되었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탱크 부착부에 의료용 가스탱크를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중에는 보육기를 높이거나 낮추지 

마십시오. 본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장비 손상에 의한 

인적 부상을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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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및 연결 
 

BT-500 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 주위온도 20∼30℃와 습도 0∼95％내에서 사용 하십시오.  

• 전원 코드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하십시오. 

• 충격에 파손되기 쉬우므로 주의 하십시오. 

• 전원 코드 연결 시 한개의 전기콘센트에 보육기를 한대만 연결하십시오. 

• 본체는 평평한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 연결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전기 코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 먼지나 인화성 물질에서 멀리 설치 하십시오. 

 

3.1 IV pole 조립 

IV pole 류의 조립은 다음을 참조하시고, 각 Part name 과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No. Part name 

① IV ringer pole Assembly  

② IV plate Assembly  

③ IV External monitor Assembly  

④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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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IV External monitor 조립 

   
 

No. Qty Description 

① 1ea LCD Monitor Ass’y  

② 3ea 
Machine Screw, M5x5 , stripper , stain-less steel , (Hexagon wrench 

2.5 mm)  

③ 1ea IV LCD PIPE , 25.4mm , stain-less steel  

④ 4ea Machine Screw, M3x12 , pan head , stain-less steel  

⑤ 1ea IV LCD FRAME  

⑥ 2ea Lock washer, M6 , stain-less steel  

⑦ 2ea 
Screw, M6x25 , Hex wrench , stain-less steel , (Hexagon wrench 5 

mm)  

⑧ 1ea LCD Monitor Ass’y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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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IV plate 조립 

   
 

No. Qty Description 

① 1ea IV PLATE BOLT , Hex wrench , stain-less steel  

② 1ea IV PLATE  

③ 1ea IV PLATE BUSHING 2T  

④ 1ea IV PLATE SUPPORT 6T  

⑤ 4ea Machine Screw, M3x12 , pan head , stain-less steel  

⑥ 1ea IV PLATE POLE ,25mm ,  aluminum  

⑦ 1ea IV PLATE FRAME  

⑧ 1ea Lock washer, M5 , stain-less steel  

⑨ 1ea 
Screw, M5x15 , Hexagon head bolt, stain-less steel (Hexagon wrench 

4 mm)  

⑩ 2ea Lock washer, M6 , stain-less steel  

⑪ 2ea 
Screw, M6x25 , Hexagon head bolt , stain-less steel (Hexagon wrench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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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IV ringer pole 조립 

   
 

No. Qty Description 

① 1ea Ringer Pole  

② 1ea IV Ringer pipe, 25.4mm , stain-less steel  

③ 4ea Machine Screw, M3x12 , pan head , stain-less steel  

④ 1ea IV LCD FRAME  

⑤ 2ea Lock washer, M6 , stain-less steel  

⑥ 2ea 
Screw, M6x25 , Hexagon head bolt , stain-less steel (Hexagon wrench 

5 mm) 

 

 

 

 

 

 

 

 

 

 



BT-500 사용설명서                                                                    30 

 

P/N : 500-KOR-OPM-KOR-R10 (주)비스토스 2020.05 

3.2 Air Filter 조립 

 
 

No. Qty Description 

① 1ea Total Ass’y 

② 1ea Micro Filter 

③ 1ea Filter Cover 

④ 2ea Filter Cover Bolt 

 

경고 Air filter 의 교체 주기는 3 개월에 한 번입니다. 오염 정도를 

자주,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3.3 전원 및 케이블 연결 

3.3.1 전원 연결 

AC 전원 코드를 110V 또는 220V 전원에 연결하고, 코드의 한쪽 면을 아래 그림의 

BT-500 본체 아래의 전원 입력 단자에 연결한 후 전면부 하단에 위치한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장비가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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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면 전원 LED 가 켜지가 자가 데스트 화면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림 3-1. 전원 연결 

경고 본체의 전원 입력 단자에 연결할 때 반드시 잠금 장치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고정하십시오. 항상 전원 코드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3.2 케이블 연결 

측정할 모든 프로브 및 케이블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품의 후드 내 센서부 및 

스탠드부의 좌측면과 후면에 각각 연결합니다. 

 

경고 커넥터를 포트에서 연결 또는 포트에서 제거 시 강제로 

잡아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위치, 

방향, 모양을 확인하고 케이블 끝의 잠금을 위한 금속 

부분을 부드럽게 잡아 당기십시오. 인체의 손상이나 장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림 3-2. 케이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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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센서 모듈 연결 

아래 그림과 같이 센서 모듈을 연결하십시오. 선서 모듈의 커넥터를 제거하십시오. 양 

옆의 잠금장치를 옆으로 밀면서 센서 모듈을 후드에서 제거합니다. 

 

 
그림 3-3. 센서 모듈 연결 

 

 

3.4 신생아 배치 

 

보육기 안에 신생아를 배치하기 위해 다음을 따르십시오. 

(1) 보육기를 Pre-warm 합니다. 

(2) 래치를 돌려 Hood 의 front door 를 엽니다. 

(3) 신생아를 조심스럽게 매트리스의 중앙에 배치합니다. 

(4) Front door 를 닫고 래치가 확실히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보육기에 신생아를 배치하기 전에 전문의에 의해 처방된, 

또는 간호 프로토콜에 따른 온도로 예열 하십시오. 

 

 

3.5 이동 및 설치 

 

보육기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 다음을 따르십시오. 

(1) 신생아가 보육기 내에 있는 지 확인합니다. 

(2) 스탠드에 연결된 모든 액세서리의 연결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 부속물들을 제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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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HA 의 경우, 장비의 움직임 전에는 가장 낮은 높이로 조절합니다. 

(4) 전원 코드를 장비 위로 올려 보호합니다.  

 

경고 • 신생아가 보육기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이동을 금합니다. 

• 항상 보육기를 특히, 스탠드 길이에 따른 직선 방향으로 

앞/뒤로 밀거나 당기십시오. 옆 또는 각진 움직임은 

만약 바퀴가 어떤 장애물에 맞닥뜨리면 의도하지 않은 

넘어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체 상해나 장비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보육기를 이동시킬 때에는 항상 2 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층으로 보육기를 이동 시킬 때에는 보육기 내부에 

환자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만약 신생아가 

보육기 내에 있을 경우 이등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느슨하거나 늘어진 이동에 

불한 모든 장비를 제거하고  VHA 와 IV pole, shelf 를 

최대한 낮추고, 모든 서랍은 잠겨있어야 하며, 

전면/후면의 모든 액세서리를 제거하십시오 

• 서랍은 사용하지 않을 때, 특히 보육기를 이동시킬 

때에는 항상 닫고 잠가야 합니다. 

• 최적의 안전성을 위해 이동 전에 보육기를 가장 낮은 

자세로 하여야 합니다. 모니터 선반 위에 있는 물건들을 

적절히 고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상해 

또는 기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BT-500 을 의도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 4 개의 스탠드 바퀴의 잠금 장치 중 적어도 두 

개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사용해야 합니다. 잠금 장치를 잠그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잠금 장치를 아래로 내리면 되며, 잠금을 풀기 위해서는 이를 올리십시오. 

 

  
그림 3-4. 스탠드 바퀴 잠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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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보육기를 수평인 곳에 안전하게 설치합니다. 적어도 2 개의 

바퀴를 잠가두어야 합니다. 보육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는 바퀴의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합니다. 

AC 전원 코드는 모든 전극을 동시에 전기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전원 공급을 차단하기 어려운 곳에 보육기

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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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방법 
 

4.1 시스템 시작 
 

(1) 제품의 전면 좌측 하단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림 4-1. 전원스위치 

 

(2) 메인 LCD 화면에 다음과 같은 로고가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림 4-2. 자가 시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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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체크 화면이 출력되는 지 확인하십시오. 장비의 각 부분이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 옵션과 모듈연결 유무에 따라서 연결상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제품의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에 각종 항목이 바르게 출력되는지 확인 하십시오. 

O2 제어 옵션이 추가되어 있으면 보육기 내부의 O2 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림 4-3. 메인 화면 

 

 
그림 4-4. 메인 화면(O2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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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ontrol panel 

아래의 화면은 BT-500 의 전면 제어판입니다. 

 
그림 4-5. Control panel 

 

4.3 LED 

다음은 전면 제어판에서의 LED 의 기능과 설명에 대한 표입니다. 

기호 이름 설명 

 

Mute 

Key & LED 

경보 상황인 경우 소리를 일정 시간 동안 끌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LED 가 꺼집니다. 

 

Keylock 

Key & LED 

키를 잠그거나 잠금을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잠겨 있

을 시 LED 가 켜집니다. 

 

Override 

mode LED 
Override 모드에서 LED 가 켜집니다. 

 

AC power 

LED 

AC 전원 코드가 사고로 인해 연결되지 않았을 때 

LED 가 깜박입니다. 

표 4-1. LED 기능과 설명 

 

Key 비프(beep)가 켜져 있다면 어떤 Key 를 누르더라도 비프음(beep sound)이 

발생합니다. Control panel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key 잠금 기능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오용 또는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막기 위함입니다. [keylock] 버튼 을 

사용하여 key 잠금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keylock] 버튼을 누르면 LED 가 

꺼지면서 모드 설정과 제어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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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키와 노브의 작동 

4.4.1 키(key) 

기호 이름 설명 

 

Parameter Key 
파라미터 설정 시 사용합니다. 

온도, 습도 선택 시 사용합니다.(옵션 : 산소농도 선택) 

 

Mode Key 제어 모드 선택 시 사용합니다. 

 

Up Key 파라미터 값을 증가시킬 때 사용합니다. 

 

Down Key 파라미터 값을 감소시킬 때 사용합니다. 

 

Enter Key 파라미터 값을 제어모드에 반영할 때 사용합니다.. 

 

Menu Key 노브의 사용을 메뉴 선택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Mute Key 
경보 상황 시 발생하는 소리를 일정 시간 동아 끌 수 

있습니다. 

 

Keylock Key Key 잠금을 해제 할 때 사용합니다. 

표 4-2. 키의 기능과 설명 

 

4.4.2 노브(Knob) 

Knob(노브)는 설정 값을 변경하거나 Menu 항목 이동/변경에 사용됩니다. 설정 값의 

설정이 완료되면 Knob 를 눌러서 설정 값을 제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Menu 항목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Key 잠금이 해제된 상태에서 [Menu key] 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경우에 따른 노브 조작 방법을 나타냅니다.  

표시 창 동작 설명 

설정값 조절 

누르기 설정 값의 반영 

오른쪽으로 회전 +0.1℃ 또는 +1 % 

왼쪽으로 회전 -0.1℃ 또는 - 1 % 

메뉴 
누르기 옵션 선택 / 옵션 선택 종료 

회전(오른쪽/왼쪽) 옵션 이동 및 설정 값 변경 

표 4-3. 노브의 기능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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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디스플레이 화면 구성 

BT-500 은 1 개의 디스플레이 화면과 Dynamic Menu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림 4-6 은 BT00 의 기본 화면 구성을 보여 줍니다. 

 
그림 4-6. 기본 화면 디스플레이 

 

 
그림 4-7. 기본 화면 디스플레이(O2 제어 가능) 

 

(1) 공기 온도(Air temperature) 영역 

이 영역은 측정한 후드 내의 공기온도를 표시합니다. 설정에 따라 섭씨(℃) 또는 

화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센서 모듈 고장 및 연결 오류, 측정 센서의 

고장의 경우 “--.-”로 표시됩니다. 

※ 비고 : 이 영역은 현재 히터파워 전력이 게이지로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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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 온도(Skin temperature) 영역 

후드 내 환자의 피부 온도를 측정하여 피부 온도를 표시합니다. 설정에 따라 

섭씨(℃) 또는 화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센서 모듈 고장 및 연결오류, 측정 

센서의 고장의 경우 “--.-”로 표시됩니다.  

 

(3) 습도(Humidity) 영역 

이 영역은 측정한 후드 내 상대습도를 표시합니다. 정확한 단위는 %RH 이며 % 

만 표시합니다. 

※ 비고 : 이 영역은 현재 물 높이가 게이지로 표시됩니다.  &  

 

(4) 설정(Setting) region 영역 

이 영역은 제어 모드에 따라 Air 모드 일 경우 사용자가 설정하고 싶은 후드 내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kin 모드의 경우 후드 내 환자의 피부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정 온도 값이 장비 외부 온도보다 낮을 경우 별도의 

온도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Humidity 설정 값은 수용실 내의 상대 습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산소포화도(SpO2) 영역 

이 영역에 SpO2 관련 항목들이 표시됩니다. SpO2 값, SpO2 파형에서 추출한 

PR(pulse rate)가 단위(%, bpm)와 함께 표시됩니다. 신호가 측정되지 않을 시 측정 

값이 표시되는 부분에 “---”가 표시됩니다.  

 
 

(6) 산소 농도(O2) 영역 

이 영역은 수용실 내부의 측정된 O2 농도를 (%) 단위로 표시합니다. O2 센서 

고장 또는 연결되지 않았을 시 “--”가 표시 됩니다. O2 센서가 포화농도(100%)에 

도달하였을 경우”**”이 표시됩니다. 

SpO2 Setting Value Pulse rate 
Value 

Temperature 
Setting Value 
Humidity 
Sett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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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중(Scale) 영역 

이 영역에 측정된 신생아의 체중을 표시합니다. Scale 모듈 고장 또는 연결되지 

않았을 시 “-.---”가 표시 됩니다. 

 

(8) 상태(Status) 영역 

Status 영역에 Date/Time, 환자 ID, 제어 모드 icon, override 모드 icon, Key lock 

icon, Sound icon 이 표시됩니다. 제어 모드에는 Air 모드, Skin 모드가 있으며 

모드에 따라 화면의 구성 색이 변경 됩니다. Override 모드는 Air 모드일 때, 

설정온도가 37.1 ℃ 이상일 경우, Skin 모드일 때, 설정온도가 37.6 ℃ 이상일 경우 

[Keylock] 버튼을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Sound icon 의 경우 [Mute key]을 사용하여 경보 상황 시 발생하는 경보 

소리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Status 영역에서 사용되는 아이콘(icon)의 기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콘 이름 설명 

 

Air mode icon  제어 모드 상태 : Air 모드 

 

Skin mode icon  제어 모드 상태 : Skin 모드 

 

Humidity mode icon 제어 모드 상태 : Humidity 모드 

 

Trend icon Trend 표시 

 

O2 icon 산소 표시 

 

SpO2 icon SpO2 표시 

 

PR icon 맥박수(PR) 표시 

 

Weight icon 체중 표시 

 

Air/Skin temperature 

Override mode icon 

Air temperature Override mode 

켜짐 

 

Key lock icon 키(key)가 잠겨 있음 

 

Key unlock icon 키(key)가 입력 가능 

 

Alarm on icon 경보 사운짐 

 

Alarm off icon 경보 사운드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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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온도(Temperature) 측정 및 조절 

4.6.1 측정 

Air temperature 와 Skin temperature 는 제품의 시작과 동시에 측정을 시작합니다. 단, 

Skin temperature 의 경우 Skin temperature 센서 프로브의 금속부를 환자의 복부에 

장착해야 측정할 수 있습니다. 

 

4.6.2 설정 및 조절 

(1) Air 모드 : 측정값은 디스플레이 좌측 상단 Air Temperature 영역에, 설정값은 

우측 상단 설정 영역에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 [keylock] 버튼 을 눌러 잠금을 해제합니다. (설정값에 빨간색 밑줄 생성) 

- [up key]  를 누르거나 knob 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23.0℃ 에서 37.0℃ 

사이의 원하는 온도로 설정값을 0.1℃ 단위로 변경합니다. Override 모드에서

는 37.1℃에서 39.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own key] 를 누르거나 knob 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온도를 39.0℃에서 

23.0℃까지 0.1℃ 단위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keylock] 버튼을 누르면 설정값이 입력되고 키버튼이 잠깁니다. 

- 후드 내의 온도가 설정값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그림 4-8. 온도의 측정 및 조절(Air mode) 

 

※ 비고 : 잠금 해제 시 LED 가 off 되며, key lock icon 이 사라집니다. 또한 10 초간 

버튼 누름이나 Knob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버튼이 잠깁니다. 

 

(2) Skin mode : 측정값은 디스플레이 가운데 상단 Skin Temperature 영역에, 

설정값은 우측 상단 설정 영역에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 [keylock] 버튼 을 눌러 잠금을 해제합니다. (설정값에 빨간색 밑줄 생성) 

[air/skin]  버튼을 눌러 제어 모드 상태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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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key]  를 누르거나 knob 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35.0℃ 에서 37.5℃ 

사이의 원하는 온도로 설정값을 0.1℃ 단위로 변경합니다. Override 모드에서

는 37.6℃에서 39.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own key] 를 누르거나 knob 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온도를 39.0℃에서 

35.0℃까지 0.1℃ 단위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keylock] 버튼을 누르면 설정값이 입력되고 키버튼이 잠깁니다. 

- 신생아의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 후드 내의 온도가 설정값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 Skin Temperature sensor 를 2 개 사용할 경우 그림 4-9 와 같이 표시됩니다. 

Skin mode 로 제어모드를 변경하면 Skin temperature sensor 2 을 탈거하여야 

합니다. 

         
그림 4-9. 온도의 측정 및 조절(Skin mode) 

 

 

4.7 습도(Humidity) 측정 및 조절 

4.7.1 측정 

습도 측정은 BT-500 의 전원이 켜지면서 동시에 시작합니다. 

  

4.7.2 설정 및 조절 

측정값은 가운데 상단 Humidity 영역에, 설정값은 우측 상단 설정 영역에 하늘색으로 

표시됩니다. 

- [keylock] 버튼 을 눌러 잠금을 해제합니다. (설정값에 빨간색 밑줄 생성) 

[parameter]  버튼을 눌러 설정 모드를 변경합니다. 

- [up key] 을 누르거나 [down key] 를 눌러 또는 knob 를 돌려 원하는 

습도의 값을 40%에서 95%까지 1%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Enter] 버튼 을 눌러 설정을 반영하고 [keylock] 버튼 을 눌러 버튼을 

잠급니다. 

- 후드 내 상대습도가 설정값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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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습도의 측정 및 조절 

 

경고 30 주 이하의 조산아는 장기간 동안 80% 이상의 습도가 필

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습도 환경 아래에서 후드 내

부 표면에 수증기 응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된 응결은 

강수 또는 매트리스 아래에 물기가 많은 표면이 생길 수 있

습니다. 온도 및 습도의 조절을 통해 수증기 응결을 방지하

고 잠재적인 박테리아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수증기를 닦아

낼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4.8 산소농도(O2) 측정 및 조절 

4.8.1 측정 

후드 내 산소 농도(O2)는 제품의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값은 디스플레이 하단 O2 영역에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4.8.2 설정 및 조절 

측정값은 디스플레이 하단 O2 영역에, 설정값은 우측 상단 설정 영역에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4-11. O2 의 측정 

- [keylock] 버튼 을 눌러 잠금을 해제합니다. (설정값에 빨간색 밑줄 

생성)[parameter]  버튼을 눌러 설정 모드를 변경합니다. 

- 설정 모드는 Temperature, Humidity, Oxygen 순서로 변경됩니다. 

- [up key]  [down key] 버튼 또는 Knob 를 돌려 원하는 산소농도의 

설정값을 1%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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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 버튼 을 눌러 설정을 반영하고 [keylock] 버튼 을 눌러 

버튼을 잠급니다. 

- 후드 내 산소농도가 설정값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그림 4-12. 산소농도의 측정 및 조절 

 

경고 • 산소 유량이 보육기 안에서의 산소 농도의 정확도를 담

보하지 않습니다. 

• 산소 농도는 교정된 산소 분석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측

정하여야 합니다. 

• 산소의 투입은 보육기 안에 있는 신생아에게 잡음의 크

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신생아에게 산소가 공급될 때는 별도의 산소 분석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취가스의 사용은 산소 분석기의 정확도와 간섭을 일

으킬 수 있습니다. 

• 산소의 사용은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보육기 안

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보조 장비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인체 상해 또는 기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산소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육기를 병원의 산소 가스 

공급 시스템으로부터 분리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

체 상해 또는 기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9 체중(Weighting Scale) 측정 

BT-500 전원이 켜지면서 측정이 시작됩니다. 측정값은 디스플레이 하단 Scale 영역에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4-13. 체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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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산소포화도(SpO2) and맥박(pulse rate) 측정 

SpO2 센서 프로브를 환자의 검지 또는 기타 부위(발가락, 귓불 등)에 장착하면 바로 

측정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부착 위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당한 곳을 선택합니다. 
측정값은 디스플레이 하단 SpO2 영역에 흰색(SpO2)과 파란색(PR)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4-14. 산소포화도 및 맥박 측정 

 

 

4.11 메뉴 기능 

디스플레이 우측의 Menu 기능을 이용하여 system, Alarm, trend, module, SpO2, Help, 

Scale 의 기능을 설정 또는 변경 가능합니다. 

[keylock] 버튼을 눌러 잠금을 해제한 후, [Menu] 버튼을 누르면 메뉴기능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4-15. 메뉴 기능 

 
메뉴 기능에서의 설정은 knob 를 사용합니다. Knob 를 좌/우측으로 돌려서 메뉴 항목 

간의 이동을 하는데 사용하며, 설정값을 반영하기 위해 knob 를 누르십시오. 또한 

우측의 화살표(위/아래)는 메뉴 탭 간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며, 우측방향 화살표는 

본래의 화면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4.11.1 시스템 

온도 단위, 무게 단위의 변경이 가능하며 언어 및 시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warm-up 방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Silent: Warm-up 시 소음은 45 dB 이하이고, 총 warm-up 시간은 약 1 시간 

소요됩니다. 

- Normal: Warm-up 시 소음은 55 dB 이하이고 총 warm-up 시간은 약 45 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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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 Warm-up 시 소음은 66 dB 이하이고 총 warm-up 시간은 약 30 분 소요

됩니다. 

 
그림 4-16. 시스템 메뉴 

 

4.11.2 경보 

음향경보 일시정지 시간을 5, 10, 20, 30, 60 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향경보 일

시 정지 시간에 청각 경보는 무음이 되며 무음 시간이 아래 화면에서처럼 메인 동작 

화면에 표시됩니다. 

SpO2 경보 지연은 경보 조건이 발생하고 나서 경보가 발생될 때까지의 지연시간을 

의미합니다. 경보 지연을 0, 5, 10, 15 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PR 비프음의 크기를 총 5 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7. Alarm 메뉴 및 무음 시간 

 

4.11.3 Trend 

Trend 를 보여주는 기간을 9, 18, 36, 72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Trend 는 메인 동

작 화면 상에 표시됩니다. 또한 각각의 Trend 데이터, 즉 공기 온도, 피부 온도, 습도 

산소 농도는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Trend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설

정된 기간과 함께 메인 동작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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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8. Trend 메뉴 

 
그림 4-19. Trend 데이터 

 

4.11.4 Modules 

O2(21%, 100%), weight 기능의 교정이 가능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의 O2 제어모드 

또는 측정 모드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Monitor mode 기능에서 외부 모니터의 

Cam 모드, Graph 모드, Masimo 모드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영된 각 

Monitor 모드의 설명은 4.13 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Cam, Hor, Mirror 를 On/Off 

하여 Cam 촬영화면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4-20. Module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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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SpO2 

다음은 SpO2 메뉴에서의 항목 별 내용 설명입니다. 해당 설명을 참조하여 

설정하십시오. 이에 대한 설정은 외부 모니터에 반영되면 이에 대한 설명은 4.13 절을 

참조하십시오. 

항목 설명 

Algorithm 

mode 

Normal  

sensitivity 

이 모드는 감도와 프로브-OFF 검출 성능의 최적

의 조합을 제공합니다. 이 모드는 대부분 환자들

에게 권장합니다. 

Maximum 

sensitivity 

이 모드는 읽기가 가장 힘든 가장 심각한 환자

에게 사용되며, Maximum sensitivity 는 신호가 

가장 약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표시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이 모드는 임상의와 환자가 지속적

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요구됩니다. 

APOD 

이 모드는 낮은 관류의 환자에게서 읽어내기가 

가장 민감하지만 프로브 OFF 상태에서 가장 검

출이 좋습니다. 이 모드는 센서가 떨어질 특정 

위험을 가진 환자에게 유용합니다.(pediatric, 

combative 등) 

FastSat 
ON 

이 모드는 2-4 및 4-6 평균 모드에 대해 항상 

ON 상태입니다. 

OFF - 

SpO2 

averaging 

2 seconds 

SpO2 평균 시간 

 

4 seconds 

8 seconds 

10 seconds 

12 seconds 

14 seconds 

16 seconds 

SpO2 

alarm limit 
Low 

만약 SpO2 값이 이 값보다 낮으면 경보가 발생

합니다. 

PR Alarm 

limit 

High 
만약 SpO2 값이 이 값보다 높으면 경보가 발생

합니다. 

Low 
만약 PR 이 이 값보다 낮으면 경보가 발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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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SpO2 항목 

 

4.11.6 Help : 

BT-500 은 아래와 같은 간단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parts of full set BT-500 

• main control panel and main display 

• how to use and change mode and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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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22. Help 항목 

 

4.11.7 Scale 

Scale 모듈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weight 기능의 교정이 가능하도록 메뉴가 

나타납니다. [keylock] 버튼 을 눌러 잠금울 해제한 상태에서 [Menu key] 를 

2 초 이상 누르면 교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4.12 펄스 옥시미터 

 

경고 • BT-500 의 펄스옥시미터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작동하

여야 합니다. 

 

펄스 옥시미터는 혈액의 동맥 산소 포화도 수준을 지속적이고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측정은 보통 성인 환자의 손가락 그리고 신생아의 손 또는 발에 센서를 

장착하여 이루어집니다. 센서는 환자 케이블을 통해 펄스 옥시미터에 연결됩니다. 센

서는 환자로부터 신호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기로 전송합니다. 기기는 계산된 데이터를 

2 가지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1) 동맥 혈중 산소 포화도 백분율(SpO2), 2)맥박수(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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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동작 원리 

BT-500 MS board 펄스 옥시미터는 3 가지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 산화헤모글로빈과 탈산소혈색소는 적색 및 적외선 빛의 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광광도법). 

2. 조직에서의 동맥 혈액 및 혈액에 의해 흡수되는 빛의 양은 맥박 과정에서 달라집니

다 (용적맥파계). 

3. 동정맥단락은 상당히 가변적이며 정맥 혈류에 의한 흡수량의 변화는 맥박 과정에서 

잡음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BT-500 의 펄스 옥시미터는 전통적인 다른 장비를 처럼 모세혈관에 적색 및 적외선 

빛을 쏘이고 맥박 사이클 동안 흡수되는 빛의 차이를 측정하여 SpO2 를 결정합니다. 

센서에 있는 적색 및 적외선 LED 가 광원이고 포토다이오드가 광검출기로 동작합니다. 

 

전통적인 펄스 옥시미터는 모든 빛 흡수 신호의 진동은 동맥 혈액량의 진동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센서 영역에서의 혈류는 동정맥단락보다는 전체

적으로 모세혈관을 통한다고 가정한다. 전통적인 펄스 옥시미터는 660nm 와 905nm 

두 개의 파장에서 진동하는 흡수율(AC)과 평균 흡수율(DC) 사이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S(660) = AC(660) / DC(660) 

 S(905) = AC(905) / DC(905) 

 

그런 이후 옥시미터는 이 두 동맥 흡수율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R = S(660) / S(905) 

 

이 R 값은 옥시미터 소프트웨어 안에 내장된 검색 테이블에서 SpO2 값을 찾는데 사

용됩니다. 검색 테이블 안의 값은 유도된 저산소증을 가진 건강한 성인 지원자에 대한 

실험실 일산화탄소측정기로 측정한 인간 혈액 연구 값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마시모 SET MS 보드 펄스 옥시미터는 동정맥 단락이 상당히 가치가 높으며 정맥 혈

액에 의한 흡수율 변동이 맥박 동안의 잡음의 주요 요소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MS 보드 펄스 옥시미터는 S(660)과 S(905) 값을 동맥 신호와 잡음이 섞인 것으로 구

분하며 잡음이 없는 동맥 신호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S(660) = S1 + N1 

 S(905) = S2 + N2 

 R = S1 /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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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은 두 흡수율의 비율이며 그 값이 옥시미터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경험적으

로 유도된 공식 안에서 SpO2 값을 찾는데 이용됩니다. 경험적으로 유도된 공식 안의 

값은 유도된 저산소증을 가진 건강한 성인 지원자에 대한 실험실 일산화탄소 측정기

로 측정한 인간 혈액 연구 값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위 공식을 조합하면 잡음 신호(N)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N’ = S(660) – S(905) x R 

 

만약 잡음이 없다면 N’=0 이고 그때 S(660)=S(905) X R 이 되어 전통적인 펄스 옥시미

터와 같은 공식이 됩니다. 

 

잡음 신호에 대한 공식은 SpO2 를 결정하기 위해 검색에 사용되는 R 값을 근거로 합

니다. MS 보드 소프트웨어는 SpO2 값에 대응하는 가능한 R 값을 1%에서 100% 사이

에서 찾으며 각 R 값에 대한 N’ 값을 생성합니다. S(660) 및 S(905) 값은 각각의 잠재

적인 N’ 잡음 신호에 대해서, 각 잠재적인 R 값에 대한 출력 값(즉, 1%에서 100%까지 

각 잠재적인 SpO2 값)을 제공하는 적응 상관관계 캔슬러(ACC)를 통해서 처리된다. 결

과는 잠재적인 SpO2 값에 대한 상대적인 출력 값을 그린 이산 포화도 변화(DST) 도

표가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그 예로써 R 값은 SpO2 97%에 해당됩니다. 

 

 
 

DST 도표는 2 개의 최고점을 가지는데 높은 포화도에 해당하는 값이 SpO2 값으로 선

택됩니다. 이 전체적인 순서는 가장 최근 4 초 동안의 원시 데이터에 대해 매 2 초에 

1 회씩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MS 보드 SpO2 는 2 초에 한번씩 업데이트되는 동맥 헤

모글로빈 포화도의 이동 평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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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접지 

옥시미터는 접지된, 병원용 3 선 리셉터클에만 연결합니다. 3 극 플러그를 3 선 리셉터

클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3 선 리셉터클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자격을 갖춘 전

기기사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고 • 어떤 경우라도 플러그에서 접지 도선을 제거하지 마십

시오. 

• 어떤 형태의 연장 케이블이나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전원 코드와 플러그는 완전하고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보호 접지 도선의 완전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AC 전원 보호 도선이 완전히 동작

하기 전까지는 내부 배터리로 기기를 동작시키십시오. 

 

4.12.3 환자 절연 

환자 전기 절연을 보장하기 위해 기기를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에만 연결하십시오. 

 

비고: 전기 스위치 또는 조광기로 조절되는 전기 아울렛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4.12.4 케이블 얽힘/목조름 

다른 모든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환자 얽힘이나 목조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 케이블은 조심스럽게 배치합니다. 

 

경고 • 모니터나 외부 전원 장치를 환자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모니터를 전원 케이블이나 환

자 케이블로 들지 마십시오. 모니터의 손잡이를 사용하

십시오. 

 

4.12.5 RS-232 & 경보 

RS-232 시스템 연결. 의료기기 시스템 연결에 대한 지침은 IEC 60601-1 을 참조하십시

오. 시스템 연결을 위한 특별한 요구사항은 MS 보드 펄스 옥시미터에 연결되는 기기, 

환자로부터 각 기기의 상대적 위치 및 MS 보드 옥시미터가 놓여 있는 병실에 대한 

연결된 기기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경우 MS 보드 옥시미터는 접지된 

AC 전원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BT-500 사용설명서                                                                    55 

 

P/N : 500-KOR-OPM-KOR-R10 (주)비스토스 2020.05 

경보 한계가 환자에 적절한 것인지 보장하기 위해 MS 보드 옥시미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경보 한계를 점검하십시오. 

 

 

4.13 외부 모니터 

BT-500 은 비디오로부터 측정된 데이터와 수용실내의 신생아의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외부 7” Color TFT LCD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캠 모드, 그래프 모드, 마시모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캠 모드 : 공기 온도, 피부 온도, 습도, 산소 농도, 체중이 신생아의 실시간 영상과 

함께 외부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그림 4-23. 외부 모니터 화면의 캠 모드 

 

Masimo 보드에 대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보가 울리면 “Check alarm 

on Masimo mode”.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그래프 모드 : 공기 온도, 피부 온도, 습도, 산소농도, 체중, SpO2, PR 이 신생아의 

실시간 영상과 함께 표시됩니다. 각 파라미터들의 그래프도 표시됩니다. 

 
그림 4-24. 외부 모니터 화면의 그래프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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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imo 보드에 대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본 파라미터(SpO2, PR, 

Plethysmograph and SIQ)등의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만약 경보가 울리면 “Check 

alarm on Masimo mode”.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마시모 모드 : 공기 온도, 피부 온도, 습도, 산소농도, 체중이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주로 SpO2 과 PR 이 주로 표시됩니다. 

 
그림 4-24. 외부 모니터 화면의 마시모 모드 

 

- 파라미터 영역 

 
 

- 정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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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G and SIQ 영역 

 

 
 

- 경보 영역에서의 경보 메시지 

Messages display Messages display 

 RED  RED 

 RED  YELLOW 

 RED  RED 

 RED  RED 

 RED  RED 

 RED  RED 

 RED  RED 

 

 

 

 

- Board failure & Diagnostic Failure code Region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표시합니다. 고장이 아닐 경우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각의 오류 코드에 대한 설명은 “본 설명서 8. 문제해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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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시스템 종료 

BT-500 동작의 안전한 종료를 위하여 다음에 따르십시오. 

- BT-500 의 전원을 끄기 위해 전원 스위치를 끄십시오. 

- 주 전원을 끄십시오. 

 

 

4.15 O2 모듈 교정 

BT-500의 보육기 내 O2 농도의 측정 및 제어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정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4.15.1 O2 농도 21% 교정 : 대기중의 산소 농도를 기준으로 교정 

(1) 센서 모듈의 위치를 O2 교정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이 때 경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교정을 마친 후 센서모듈을 정상 위치로 이동시키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2) [keylock] 버튼 을 눌러 잠금을 해제합니다. (설정값에 빨간색 밑줄 생성) 

(3) [Menu]  버튼을 눌러 메뉴 항목으로 진입합니다. Modules 항목에 진입하여 

O2 Calibration 항목을 선택합니다. 

(4) Knob 를 돌려 원하는 21% Calibration 항목을 선택합니다. Knob 를 눌러 교정을 

완료합니다. 

(5) “Done”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교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Fail”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산소 센서 및 대기 중 산소가 정상농도인지 확인하세요. 

(6) 센서 모듈을 정상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4.15.2 O2 농도 100% 교정 : 100%의 산소 농도를 기준으로 교정. O2 농도 100% 

교정은 O2 농도 21% 교정이 선행된 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센서 모듈의 위치를 O2 교정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O2 교정 키트”와 밀착이 

가능하도록 위치 시킵니다. 이 때 경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교정을 마친 후 

센서모듈을 정상 위치로 이동시키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2) “O2 교정 키트”에 100% 농도의 산소를 주입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산소의 

유량은 0 LPM 으로 설정합니다. 이 때 주입하는 산소의 압력은 40PSI(275kPa) – 

50PIS(344kPa) 사이여야 합니다.  

(3) “Sealing valve”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센서 모듈과 “O2 교정 키트”와 

밀착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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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2 교정 키트”의 “O2 배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O2 교정 키트”에 산소를 주입합니다. 이 때 유량은 5 LPM – 7 LPM(Liter Per 

Minute) 사이의 값으로 조정합니다. 

(6) O2 센서가 산소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5 분에서 6 분정도 산소를 

주입합니다. 

(7) [keylock] 버튼 을 눌러 잠금을 해제합니다. (설정값에 빨간색 밑줄 생성) 

(8) [Menu]  버튼을 눌러 메뉴 항목으로 진입합니다. Modules 항목에 진입하여 

O2 Calibration 항목을 선택합니다. 

(9) Knob 를 돌려 원하는 100% Calibration 항목을 선택합니다. Knob 를 눌러 교정을 

완료합니다. 

(10) “Done”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교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Fail”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산소 센서 및 대기 중 산소가 정상농도인지 확인하세요. 

(11) 센서 모듈을 정상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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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보 
 

BT-500 에서의 경보는 장비의 오동작 또는 오류 상태를 나타냅니다.  

각 경보 상황시에는 경보 메시지가 전면 LCD 에 표시되는 동시에 경보 소리를 

발생시키며 센서 모듈의 LED 가 깜박입니다. 또한 경보조건에 대한 모든 설정 값들은 

전원이 꺼져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경보 메시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 상황의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 화면 중앙에 Alarm 팝업 창이 활성화 

됩니다. 
 

 

그림 5-1. 경보 팝업창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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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스템 경보 

장비의 동작 중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정확한 경보 조건을 결정하

기 확인하기 위해 약 1 초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경보 

메시지 화면 소리 LED 표시 설명 

 O O O 모터 문제 

 O O O 히터 문제 

 O O O Water heater 문제 

 O O O 
키가 1 분이상 눌려 

있을 경우 

 O O O 
후드 내의 공기 습도 

측정 센서의 문제 

 O O O 
후드 내의 공기 온도 

측정 센서의 문제 

 O O O 
임펠라 모터 전원 

고장 문제 

 O O O 
임펠라 작동 불량 

또는 오작동 문제 

 O O O 
피부 온도 프로브 

문제 

 O O O 

스킨모드 제어 중 

스킨온도센서 2 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탈거해야 함 

 O O O 
센서 모듈이 빠졌을 

때 

 O O O 
센서 모듈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음 

표 5-1. 시스템 경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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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500 은 Hood door 가 열리고 닫힐 때 경보 소리 대신에 아이콘을 통해 상태를 

보여줍니다. 

 

Door 열림/닫힘 

아이콘 

Front 와 rear door 모두 열림. 

 

Front 와 rear door 모두 닫힘 

 

Front door 만 열림 

 

Rear door 만 열림 

표 5-2. 문 열림/닫힘 아이콘 

 

5.2 온도 경보 

수용실 내의 온도 이상 이나 체온의 이상이 발생 하였을 경우 또는 설정한 온도 

범위에 일정 수치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 발생합니다. 

온도 경보 

메시지 화면 소리 LED 표시 설명 

 O O O 

설정 온도 보다 측정된 

온도가 2.5℃이상 낮을 

경우 

 O O O 

설정 온도 보다 측정된 

온도가 1.5℃이상 높을 

경우 

 O O O 

설정 온도 보다 측정된 

온도가 2.5℃이상 낮을 

경우 

 O O O 

설정 온도 보다 측정된 

온도가 1.5℃이상 높을 

경우 

 O O O 

① 37.0℃ 이하의 

설정에서 측정된 

온도가 38℃ 이상으로 

도달 하였을 경우  

② 37.0℃ 초과의 

설정에서 측정된 

온도가 39℃ 이상으로 

도달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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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① 37.0℃ 이하의 

설정에서 측정된 

온도가 38℃ 이상으로 

도달 하였을 경우  

② 37.0℃ 초과의 

설정에서 측정된 

온도가 39℃ 이상으로 

도달 하였을 경우 

 O O O 

① 37.0℃ 이하의 

설정에서 측정된 

온도가 37.5℃ ±0.5℃ 

에 도달 하였을 경우 

② 37.0℃ 초과의 

설정에서 측정된 

온도가 39.5℃ ±0.5℃ 

이상으로 도달 하였을 

경우 

표 5-3. 온도 경보 메시지 
 
 

5.3 습도 경보 

수용실 내의 습도가 설정값보다 낮거나 내장되어 있는 물 탱그에 물이 없을 경우 

발생합니다. 

습도 경보 

메시지 화면 소리 LED 표시 설명 

 O O O 
설정 값보다 측정값이 

5% 이상 낮을 경우 

 O O O 
내부 물 탱그에 물이 

없을 경우 

표 5-4. 습도 경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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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산소 경보 

수용실 내의 산소농도가 설정한 산소농도 범위와 일정 수치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 

발생합니다. 산소 제어 모듈의 이상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소 경보 

메시지 화면 소리 LED 표시 설명 

 O O O 
O2 제어 모듈의 전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O O O 
O2 제어 모듈의 연결이 

끊어진 경우 

 O O O 

두 개의 O2 센서의 

측정값이 일정농도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O O O 

설정 산소농도보다 

측정된 산소농도가 

5%이상 낮을경우 

 O O O 

설정 산소농도보다 

측정된 산소농도가 

5%이상 높을 경우 

표 5-5. O2 경보 메시지 

 

 

5.5 체중 경보 

수용실 내의 신생아의 체중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측정가능 무게를 벗어났을 경우 및 

매트리스 위에 신생아 이외에 다른 물체가 올려져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체중 경보 
메시지 화면 소리 LED 표시 설명 

 O X X 
10Kg 이상의 무게가 

측정 될 경우. 

표 5-6. 체중 경보 메시지 

 

 

 



BT-500 사용설명서                                                                    65 

 

P/N : 500-KOR-OPM-KOR-R10 (주)비스토스 2020.05 

5.6 경보 자가 시험 

시간에 따라 시각 및 청각 경보의 성능이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보 

시스템에 대한 자가 시험이 필요합니다. 

 

5.6.1 시스템 경보 

후드 상단에서 센서 모듈을 분리한 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시각 경보와 함께 

라는 메시지가 LCD 에 표시됩니다. 또한 센서모듈 커넥터에 있는 

적색 LED 가 깜박입니다. 

 

5.6.2 전원 차단 경보 

전원 스위치가 켜 있는 상태에서 전원 케이블 연결이 해제되면 LCD 화면이 꺼지면서 

적색 LED 가 깜박이며 지속적인 청각 경보가 발생합니다. 

 

비고: 완전 충전된 배터리는 전원 차단 경보를 약 30 분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경보를 10 분 동안 시험했다면 BT-500 을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적어도 3 시간 정도 

동작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총 충전 시간은 전원 스위치가 켜진 후 약 

5 시간입니다. 

 

 

경고 • 장비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경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

작하는지 경보 자가 시험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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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척 및 유지보수 
 

BT-500 은 일관된 동작 및 높은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 및 사전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6.1 일반적인 세척 방법 및 주의사항 

6.1.1 세척 방법  

• BT-500 은 다양한 방법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상이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천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 따뜻한 물과 세제로 닦으십시오. 

• 각 아기가 퇴원하고 다시 사용하기 전에 보육기를 완전히 청소하여 주십시오. 

•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허가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증기간 동안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육기의 모든 부품은 스팀 청소를 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습기로 인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 케이블은 먼지와 오물이 문지 안게 유지하십시오, 젖은 천으로 케이블을 

청소하십시오(수온 약 40˚C / 104℉). 1 주일에 1 번 임상용 알코올을 이용하여 

닦아 주십시오. 

• 장비나 프로브를 액체나 세제 등에 담그지 마십시오. 또한 모든 액체가 

장비나 센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청소 중 물기가 모터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물기는 마른 헝겊이나 

종이 타올 등으로 닦아 건조시킵니다. 

• 센서 모듈, 후드의 외벽과 내벽을 청소할 때는 아크릴의 흠집을 유발하는 

알코올의 사용을 피하십시오. 

경고 • 센서를 물, 솔벤트 또는 세제에 담그지 마십시오. 방사

선, 증기 또는 산화 에틸렌으로 멸균하지 마십시오. 

• 환자 케이블을 물이나, 세척용 솔벤트에 담그지 마십시

오(환자 케이블은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방사나 스팀 

또는 EO 등으로 멸균하지 마십시오. 

• 각 신생아가 퇴원하고 새로운 신생아에게 사용하기 전

에 보육기를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만약 

기기를 세척이나 소독하지 않고 7 일 이상 사용한다면 

환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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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유지보수 방법 

•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알코올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 문질러 닦아 주십시오, 

희석제, 래커, 에틸렌 또는 산화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 후에는 -20 ~ 60˚C 온도와 0 ~ 95% 습도의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의사와 간호사만 사용하도록 장비를 제한해야 합니다. 

 

6.2 후드 

외부 표면을 먼지, 오물, 잔여 액체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고 순한 비누와 믈, 

병원에서 승인한 비 마모성 소독제를 사용하여 젖은 천으로 닦으십시오. 

경고 • BT-500 의 전원을 끄고 AC 전원을 분리합니다. 장비를 

물에 담그거나 케이스에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청소를 위해 알코올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알코올은 

아크릴 후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3 Shell, 센서 모듈, 체중 모듈, Basket   

외부 표면을 먼지, 오물, 잔여 액체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고 순한 비누와 믈, 

병원에서 승인한 비 마모성 소독제를 사용하여 젖은 천으로 닦으십시오. 

 

경고 • BT-500 의 전원을 끄고 AC 전원을 분리합니다. 장비를 

물에 담그거나 케이스에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Console box 를 청소할 때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체 손상이나 장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Shell 의 라디에이터를 청소할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청소 전에 라디에이터의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주의 • 거친 취급에 민감한 디스플레이 표면을 청소할 때는 

조금 더 주의 하십시오.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렌즈 

덮개를 문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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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물 탱크 

물 탱크의 내부를 먼지, 오물, 잔여 액체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순한 비누와 

물, 병원에서 승인한 비 마모성 소독제를 사용하여 젖은 천으로 닦으십시오. 또한, 

고압멸균기를 사용하여 물 탱크를 소독할 수 있습니다. 

 

경고 • 작동 중 습도 모듈을 제거하거나 청소하지 마십시오. 가

습기 저장소(물 탱크)를 청소하고 매일 물(증류수)를 교

체해야 합니다.  

• 여기서 언급한 물탱크 이외의 다른 부품은 고압멸균기

로 멸균하면 안됩니다. 

 

6.5 피부온도 센서 & 산소포화도 센서 

외부 표면을 먼지, 오물 및 잔여 액체가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순한 

비누와 물, 병원에서 승인한 비 마모성 소독제를 사용하여 젖은 천으로 닦으십시오. 

 

경고 •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시모 센서 및 액세서리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6.6 잔여 증류수 제거  

가습 모듈에 있는 잔여 증류수는 박테리아 증식을 유발하거나 얼었을 경우 장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퇴원한 이후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습 모듈에 있는 잔여 증류수를 제거하십시오. 

 

(1) Humidity module 을 식히기 위해, BT-500 의 전원을 종료하고 물 탱크를 제거한 

후 60 이상 기다려 주십시오. 

(2) Basket 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거합니다. 배수 밸브 아래에 1L 이상의 증류수를 

담을 수 있는 물 탱그를 놓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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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패너를 사용하여 Shell 아래에 위치한 Drain valve 를 제거해 주십시오. 

(4) 증류수가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BT-500 의 전원을 켜 주십시오. 

(5) 부팅 화면에서  [parameter Key]  를 5 초 이상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0,0,1,1] 을 입력 하면 4 분 40 초 동안 Humidity module 을 

가열하여 잔여 증류수를 제거하고, 이 때 Shell Bottom 에서 가열된 증기가 

분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6) BT-500 이 재 부팅되면 장비의 전원을 끄고 배수 밸브를 다시 조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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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습도 모듈이 뜨거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배수 밸브에서 뜨거운 불이 나올 수 있습니다. 

 

6.7 정기검사 
대부분의 의료장비와 마찬가지로 BT-500 은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스토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정기적인 검사는 회사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운영자는 장비를 

분해하거나 개조해서는 안됩니다. 

 

경고 • 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각 부분의 동작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3 개월에 한번 전체 기능의 동작을 확인하십

시오. 

• 검사 도중에 결함이 발견되면 장비에 고장이라고 표시

를 하고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지역 대리점에 연락하십

시오. 

 

6.8 배터리 교체 및 폐기  
배터리 동작 시간 감소가 감지되면 배터리를 교환하여야 합니다. 

 
배터리는 전용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를 온도가 60℃ 이상 되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만약 옷이나 피부가 배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액체와 접촉한 경우 

깨끗한 물로 즉시 씻어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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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내부 배터리는 ㈜비스토스의 기술자만이 다루어야 합니

다. BT-500 외장을 열지 마십시오. 

 

내부 배터리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므로 배터리에 의한 동작 시간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작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배터리를 

교환해야 합니다. 만약 내부 배터리로 충분한 시간 동안 동작하지 못하면 내부 배터리 

용량 때문에 갑자기 장비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측정 및 감시 기능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9 제품 폐기 

BT-500 은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BT-500 을 처리할 수 없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스토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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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사양 
 

BT-500 거치형 보육기 사양 

* W : 가로, D : 세로, H : 높이 

 

7.1 물리적 특성 

7.1.1 기본 구성 

- 치수 : 1024 ㎜(W) x 690 ㎜(D) x 1354 ㎜(H) 

- 무게 : 약 99.3 ㎏ 

 

7.1.2 제품 전체 옵션 구성 

구성품 : IV ringer, IV plate, External LCD monitor, Shelf, Scale, Camera, Lifting stand 

- 치수 : 1441 ㎜(W) x 797 ㎜(D) x 1500 ㎜(H) 

- 무게 : 약 117.5 ㎏ 

- 안전 사용의 중량 : 약 156.5 ㎏ 

 

7.1.3 본체(Shell + Hood) 

- 치수 : 1024 ㎜(W) x 604 ㎜(D) x 773 ㎜(H) 

- 무게 : 약 52.7 ㎏ 

 

7.1.4 스탠드(Stand) 

(1) 기본 스탠드 

- 치수 : 1009.5 ㎜(W) x 815 ㎜(D) x 645 ㎜(H) 

- 무게 : 36 ㎏ 

(2) 이동형 스탠드 

- 치수 : 1009.5 ㎜(W) x 815 ㎜(D) x 651 ㎜(H) ~ 851 ㎜ (H : MIN ~ MAX) 

- 무게 : 약 40.5 ㎏ 

 

7.1.5. 액세서리 

(1) IV PLATE 

- 치수 : 479 ㎜(W) x 402 ㎜(D) x 756.4 ㎜(H) 

- 무게 제한 : 약 4.5 ㎏ 

(2)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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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 : 402 ㎜(W) x 302 ㎜(D) 

- 무게 제한 : 약 11 ㎏ 

 

(3) IV riger 

- 치수 : 300 ㎜(W) x 310 ㎜(D) x 718 ㎜ ~ 1068 ㎜ (H : MIN ~ MAX) 

- 무게 : 약 2.5 ㎏ 

 

(4) External 7” Color TFT LCD 

- 치수 : 364.7 ㎜(W) x 35 ㎜(D) x 839 ㎜(H) 

- 무게 : 약 3 ㎏ 

- Tilt 각도 : +30˚, -56˚ / Swivel 각도 : +180˚, -140˚ 

 

(5) SHELF 

- 치수 : 219 ㎜(W) x 334 ㎜(D) x 36 ㎜(H) 

- 무게 : 약 2.7 ㎏ 

- 무게 제한 : 약 3 ㎏ 

 

(6) BASKET 

- 치수 : 464.2 ㎜(W) x 490.5 ㎜(D) x 241.3 ㎜(H) 

- 무게 : 약 4.3 ㎏ 

- 무게 제한 : 약 10 ㎏ 

 

(7) SCALE 

- 치수 : 810 ㎜(W) x 400 ㎜(D) x 46.6 ㎜(H) 

- 무게 : 약 5.8 ㎏ 

- 측정 : 0.00~9.00kg, ±50g 

 

(8) CCD CAMERA (NTSC or PAL) 

- 치수 : 69.1 ㎜(W) x 46 ㎜(D) x 38 ㎜(H) 

- 무게 : 약 40g 

 

(9) SENSOR MODULE 

- 치수 : 157 ㎜(W) x 119.2 ㎜(D) x 64.5 ㎜(H) 

- 무게 : 약 2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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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ENSOR MODULE & CCD CAMERA ASS’Y 

- 치수 : 194 ㎜(W) x 119.2 ㎜(D) x 81 ㎜(H) 

- 무게 : 약 310g 

 

(11) SpO2 프로브 

- 길이 : 1000 ㎜ 

- 무게 : 약 30g 

 

(12) SpO2 프로브 Extension cable 

- 길이 : 3080 ㎜ 

- 무게 : 약 30g 

 

(13) MATTRESS 

- 치수 : 727 ㎜(W) x 377 ㎜(D) x 27 ㎜(H) 

- 무게 : 약 30g 

- Tilt 각도 : ±12° 

 

(14) O2 Control Module 

- 치수 : 300 ㎜(W) x 170 ㎜(D) x 180 ㎜(H) 

- 무게 : 약 760g 

 

 

7.2 안전 

7.2.1 제품 분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본 기기는 3 등급입니다 

분류 기준 분류 

보호 형식 1급기기 

보호 정도 BF형 장착부 

폭발에 대한 보호 정도 일반 기기, 폭발에 대한 보호 없음 

액체 침입에 대한 보호 정도 Skin temperature Probe : IPX1 

SpO2 Probe : IPX2  

Foot Switch : IPX6 

동작 모드 연속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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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전원 

전원 Total Power Rating : 100-240 Vac 50/60Hz 950VA 

배터리 사양 : Li-ion, 충전지(3.7V 1 cell. 2600mAh) 

배터리 충전시간 : 메인 전원스위치 켜진 상태에서 5 시간 

작동 : 전원 공급 없이 장비 동작 없을 시 30 분간 경고음만 발생 

 

7.2.3 환경 

동작 온도 20 ~ 30°C (68 ~ 86°F) 

동작 습도 0 ~ 95%, non-condensing 

보관 / 운송 온도 –20 ~ 60°C (–4 ~ 140°F) 

보관 / 운송 습도 0 ~ 95%, non-condensing 

압력 

고도 

70 ~ 106kPa 

0 - 2000m (0 -6,561.68 ft) 

최대 이산화탄소(CO2) 농도 < 0.5% at a point 15cm above from the center 

of the mattress 

매트리스 위 공기속도 < 0.3m/s 

준비시간(warm-up) 일반모드 55dB 이하, 45 분 

무음모드 45dB 이하, 60 분 

빠른모드 66dB 이하, 30 분 

후드 내 음압 레벨 환경소음 45dB 이하에서 소음 : ≤ 40 dB 

 

7.3 성능 

7.3.1 공기 온도 : 후드 내 공기 온도의 조절 및 측정 

항목 값 

조절범위 Normal mode : 23.0 ~ 37.0℃, Override mode : 37.1 ~ 39.0℃ 

측정범위 20.0 ~ 45.0℃ 

정확도 ± 0.5℃ 

 

7.3.2 피부 온도 : 신생아의 피부 온도의 조절 및 측정 

항목 값 

조절범위 Normal mode : 35.0 ~ 37.5℃, Override mode : 37.6 ~ 39.0℃ 

측정범위 25.0 ~ 45.0℃, 정확도 : ± 0.5℃ 

피부 온도 센서의 

정확도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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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습도 : 후드 내 공기의 상대습도의 조절 및 측정  

항목 값 

조절범위 40 ~ 95% RH 

측정범위 15 ~ 99% RH 

정확도 ± 5% 

 

7.3.4 습도 : 물 탱크 Autoclavable   

 

7.3.5 산소(O2) : 후드 내 산소량 측정 

항목 값 

측정범위 18 ~ 100% 

정확도 ± 5% 

 

7.3.6 산소(O2) : 후드 내 산소 농도 제어 

항목 값 

조절범위 21 ~ 65% 

정확도 ± 5% 

최대 입력 압력 120PSI 

호스 직경 8 ㎜, 9.5 ㎜, 11 ㎜, 13 ㎜ (반드시 산소 호스만) 

 

7.3.7 체중 : 신생아의 체중 측정 

항목 값 

측정범위 0.000 ~ 9.00 ㎏ 

허용오차 ± 50g 

 

7.3.8 심박 : 1 분당 평균 심박수 측정 

항목 값 

측정범위 30 ~ 240bpm 

허용오차 ± 3bpm 

표시단위 1bpm 

 

 

 

7.3.8 산소포화도 : 신생아의 산소포화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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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측정범위 1% ~ 100% 

허용오차 움직임이 없을 때 : 

성인, 소아, 신생아 : 70 ~ 100% , ± 3digit 

표시단위 1% 

 

7.3.9 경보 신호 소리 크기 

우선순위 Measured sound pressure level A-weighted background level 

High(All) 73dB 48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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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해결 
 

8.1 일반적인 확인사항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시 본사로 연락하시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1 장비의 전원이 켜지지 않을 때 

- 장비의 AC 전원 코드가 콘센트에 적절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장비의 전면의 전원 상태 LED 가 녹색 또는 노란색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8.1.2 화면상에 측정 값이 나타나지 않을 때 

- 장비의 센서 커넥터에 센서 또는 확장 케이블이 적절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장비에 센서를 연결한 후 센서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8.1.3 측정값이 적절한 범위에 있지 않을 때 

- 후드가 잘 닫혔는지 확인하십시오. 

- 프로브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체중 측정의 경우 영점 조정 시 또는 측정 시 물체가 올려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위의 순서대로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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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보 메시지 확인 

BT-500 의 작동에 문제가 있을 시 다음과 같은 경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8.2.1 메인 화면에서의 경보 메시지 

경보 메시지 원인 해결 

Motor Failed 모터 드라이버 오동작 메인보드 교체(BD-500-MAIN). 

Overburned 

Heater 

메인 히터 과열은 메인 모터의 

임펠러 고장 혹은 thermostat 

의 고장 

BT-500 동작을 중지하고 BISTOS 

로 연락. 

Humidity 

Heater failed 

Humidity module 의 Water 

heater 오동작 

메인보드(BD-500-MAIN)의 fuse 

F1 체크 

fuse F1 이 고장이라면 교체  

그렇지 않다면 Humidity module 

교체 필요.. 

Heater system 

failed 
Shell 의 Main heater 오동작 

메인보드(BD-500-MAIN)의 fuse 

F1 체크 

fuse F1 이 고장이라면 교체 

그렇지 않다면 Cartridge Heater 

교체 필요. 

Stuck key 
키 또는 노브가 눌려있음 

(멈춤).  

키와 노브가 멈춰있는지 확인 

BD-500-CPU CTRL 의 U3 교체 

Air sensors 

failure 
Air temperature sensor 오동작 

BD-500-sensor sub 또는 BD-

500-sensor 교체 

Sensor mod 

disconnected 
sensor module 이 연결 안됨 Sensor module 을 shell 에 연결 

Sensor 

module not in 

position 

Sensor module 이 Hood 의 

정위치에 있지 않음 
Sensor module.의 위치 확인 

Skin Probe 

Disconnect 
피부 온도 프로브가 고장 

Skin sensor 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control 

mode 를 air 모드로 전환한다. 

Fan power 

failure 
Fan power system 오동작 메인보드 교체(BD-500-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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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ternal Monitor 의 경보 영역에서의 경보 메시지 

경보 메시지 해결 

Bad Sensor ID offset 

센서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면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Open LEDs 

Short detector 

Interference detected 

Shorted LEDs 

No adhesive sensor 

No cable 

No sensor connected 

Sensor off patient 

Too much ambient light 

Unrecognized sensor 

Low SpO2 

환자 상태 확인 High pulse rate 

Low pulse rate 

 

8.2.3 External Monitor 의 오류 코드 

External monitor 가 아래와 같이 보드 오류 코드와 진단 실패 코드와 같은 경보 오류 

코드를 표시합니다. 이 경우, 즉시 서비스 인원에게 연락하십시오.  

보드 오류 코드 의미 

32 DSP: Checksum failure 

33 DSP: Program memory test failure 

34 DSP: Data Memory test failure 

35 DSP: Detector ADC Interrupt Test Failure 

36 DSP: MCU Interrupt failure 

37 DSP : Diag queue Overrun 

38 DSP : Hardware Status Failure 

39 DSP : Raw Queue Overrun 

40 DSP: MCU Watch Dog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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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실패 코드 의미 

0001 LED Ground 

0002 Reference Voltage 

0004 Digital Voltage 

0008 DSP Voltage 

0010 Positive LED Voltage 

0020 Red current level 

0040 IR Current level 

0080 Digital ground 

0100 Positive Preamp voltage 

0200 Preamp 

0400 Positive Detector voltage 

0800 Negative Detector voltage 

1000 LED current 

2000 Analog ground 

4000 LED drive voltage 

8000 Sensor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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