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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기술 제공:

소개
본 사용 지침 설명서는 사용자가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의 기능과 작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포괄적인가이드입니다.장치를설정,구성,사용,문제해결또는유지관리하기전에이설명서를꼼꼼하게
읽으십시오.
용도
roBP2400은오실로메트릭기술과상박혈압측정커프를이용하여팔목둘레범위가14-52cm인소아및성인의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 맥박수, 평균 동맥압(MAP)을 측정하는 비침습성 디지털 혈압 측정기입니다.
이 장치는 측정 중에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감지하면 판독 내용과 함께 경보 신호를 보냅니다.
이 장치는 임신중독증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임신 환자의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ProBP2400는자동혈압장치와청진혈압계의장점을결합합니다.이장치는유럽고혈압학회(ESH)1,미국
심장협회(AHA)2,세계보건기구(WHO)3의가이드라인에따라편리하고정확하며신뢰성있는병원혈압측정을
제공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유일한변경사항은ProBT2400이이전의2회측정결과에관계없이3회반복측정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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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의 약 20%에서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신 중 고혈압(임신 중독증 또는 독혈증)
이 발생합니다. 임신 중독증은 임신 20주 이후 명백한 혈압 증가와 높은 뇨중 단백질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수많은 오실로메트릭 장치가 임신 중 및 임신 중독증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건 기관은 이 취약한 환자 그룹에 사용하는 혈압 모니터를 특정하게 시험하도록
요구합니다.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모니터는 유효성 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므로
임신 중 및 임신 중독증에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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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서 기호
경고:본설명서의경고표시는질병,부상또는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태나 실행을 식별합니다.

컨트롤 기호
전원 켜기/전원 끄기

주의: 본 설명서에서 주의 표시는 장비 또는 기타 재산
손상이나데이터손실을야기할수있는상태나실행을
식별합니다.



Start/Stop(시작/정지)

작동 지침/사용 지침(DFU)을 참조하십시오. DFU
사본은 이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FU의
인쇄사본은WelchAllyn에서주문할수있으며달력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메모리
측정 간격 시간 조정

유용한 참고 사항.
최대 팽창 압력 조정

배송, 보관 및 환경 기호
깨지기 쉬움, 취급 주의

Single Reading Mode(단회 판독 모드)

재생/재활용 가능

Manual Mode(수동 모드)

다른 일회용품과 분리하여 제품 재활용

ThreeReadingAverageMode(3회판독평균모드)

습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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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

일반 경고 및 주의 사항
기타 기호
유럽의료장치지침93/42/EEC의필수요구사항충족
규제 업무 담당자

경고본사용지침의정보는ProBP2400작동에대한포괄적인
가이드입니다.최상의결과를얻으려면장치를사용하기전에본
사용 지침을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경고본장치는임상의가감독하는환경에서만사용해야합니다.

BF형 장착부

경고 이 장치는 임상의가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사용
지침에서의학적무작위추출검사기법을설명하더라도교육받은
임상의만 이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경고 이 장치는 환자 이송 중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고 화재 및 폭발 위험. 공기, 산소 또는 이산화질소가 포함된
가연성마취제혼합물이있는장소나산소부화환경에서는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경고3개월마다혈압커프및기타부속품을검사하여마모나기타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교체하십시오.
경고부정확한측정위험.심장/폐기계에연결된환자에게는이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감전위험.장치를분해하거나수리를시도하지마십시오.
배터리교체이외에는ProBP2400내부에사용자가서비스할수
있는부품은없습니다.본사용지침에특정하게설명된일상적인
청소 및 유지 관리 절차만 수행하십시오. 내부 부품의 검사 및
서비스는 자격 있는 서비스 직원만 수행해야 합니다.
경고이장치는전자기간섭에대해적용되는국내및국제표준을
준수하며다른장비에문제를일으키거나다른장치의영향을
받지않습니다.예방조치로,다른장비와가까운곳에서는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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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WelchAllyn은장착설치의무결성을책임지지않습니다.
WelchAllyn은장착부속품의안전성과신뢰성을위해고객이
바이오의학엔지니어링부서나유지관리서비스에문의하여
전문적 설치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고 떨어지거나 손상되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손상의징후를발견하면장치를사용하지마십시오.
장치를다시사용하기전에자격있는서비스직원이떨어지거나
손상된장치를검사하여제대로작동하는지확인해야합니다.
경고 결함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손상,누출또는균열의징후가나타나면즉시교체해야
하며장치에권장되거나장치와함께제공된배터리만사용해야
합니다.
경고 배터리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으면 폭발 또는
오염위험이발생할수있습니다.쓰레기통에배터리를버리지
마십시오.불속에배터리를버리지마십시오.항상현지규정에
따라 배터리를 재활용하십시오.
경고배터리를적절하게취급하지않으면열발생,연기,폭발또는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고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수정하거나 납땜하지 마십시오.
경고적절한환자전기절연과배터리충전을위해,제공된외부전원
공급 장치만 사용하여 장치를 충전하십시오.
경고감전위험.장치를청소하기전에전원코드를전원및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경고 물이나 다른 액체가 장치의 커넥터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커넥터에물이들어가면따뜻한공기로커넥터를
건조시키십시오.모든기능이정확하게작동하는지확인하십시오.
8

주의이장치는내열성이없습니다.고압증기멸균하지마십시오.
주의명시된작동온도범위내에서장치를사용하십시오.이러한
작동 범위 밖에서 사용할 경우 장치는 성능 사양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주의장치를새위치로이동하기전에항상외부전원을콘센트에서
분리하십시오.
주의WelchAllyn이승인한부속품만사용하십시오.승인되지
않은부속품을장치에사용하면환자와작동자의안전에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품 성능과 정확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NIBP(비침습성 혈압) 경고 및 주의 사항
경고:ProBP2400은3세이하어린이의혈압을측정하기위하여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경고혈압호스나커프를누르지마십시오.시스템오류가발생하거나
환자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부정확한 측정 위험. 경련이나 떨림이 있는 환자에게는 이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혈압커프가심장수준에있지않으면정수압효과로인해판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적절한혈압커프크기와배치는혈압결정의정확성에매우
중요합니다. 크기 정보는 혈압 커프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주의혈압을정확하게측정하고환자를안전하게보호하려면혈압
커프를적절하게배치해야합니다.커프를너무느슨하게감으면(
적절하게팽창할수없으므로)혈압판독이부정확할수있습니다.

경고안전하고정확하게혈압을측정하려면승인된부속품으로
등재된 혈압 커프와 호스만 사용하십시오.
경고환자부상위험.동일한환자의혈압을여러번측정할때는커프
부위와손발을정기적으로점검하여허혈,지반및/또는신경통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15mmHg이상팽창할때는환자에게혈압커프를5분이상
그대로두지마십시오.커프를과도하게조이면정맥울혈,말초
신경 손상, 팔다리 변색, 환자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환자 부상 위험. Welch Allyn 혈압 튜브에 Luer Lock
커넥터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이 커넥터를 혈압 커프 튜브에
사용하면이튜브를환자의정맥내라인에실수로연결하여환자의
순환계에 공기가 유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 과도한 움직임 인위구조가 있으면 NIBP 측정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혈압 판독 중에는 손발과 커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십시오.
경고 피험자의 위치와 심리 상태가 혈압 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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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부품 이름
On/Off(켜기/끄기)스위치
전원 어댑터 소켓
배터리 격실

커프 소켓
충전 표시기
디스플레이
M 버튼(메모리)
Mode(모드) 스위치
Start/Stop(시작/정지) 버튼

10

3 sec.

1x

3x

3 sec.

디스플레이
Power
Low Battery
Mode Selection:
Single Reading,
Manual, Three Reading Average
Unit of Measure

Maximum Inflation Pressure
Rest/Count Down
Auto Inflation
Memory

1x

mmHg kPa
34.7
260
32.0
240
29.3
220
26.7
200
24.0
180
21.3
160
18.7
140
AUTO AUTO
M1 M2 M3

M 3x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Systolic Value

3x
SYS

Diastolic Value

DIA
Mean Arterial Pressure
PAM MAP

Irregular Heart Beat (IHB)
Pulse Rate
/ MIN

Pulse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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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P 2400 구성품 및 부속품

전원 어댑터 1개
전원플러그4개(미국,유럽,영국,
호주)

ProBP 2400 1개

(입력:100-240V~50/60Hz
0.48A 출력: +7.5V 1.5A)

3 sec.
1x

3x

3 sec.

Welch Allyn
ProBPTM 2400

digital blood pressure device

Directions for use
Version 1.01
English, , Deutsch, Español, Português, Français, Italiano,
Nederlands, Dansk, Norsk, Svenska, Suomi, Русский, Polski,
Türkçe, 한국어

Microlife Corporation
9F, 431, RuiGuang Road, NeiHu,
Taipei, 11492, Taiwan, R.O.C.

2400
le ProBP ff
ReusabPressure Cu
Blood

Distributed by Welch Allyn Inc.
4341 State Street Road
Skaneateles Falls, NY 13153

Microlife AG
Espenstrasse 139
9443 Widnau, Switzerland

ADULT
m
22-32c

NOTES:
1. USE CMYK COLOR MODE AND WHITE FLOOD FOR PRINTING ONTO THE CD/DVD SURFACE.
2. THE CD SHAPE LINES ARE FOR REFERENCE ONLY AND SHOULD NOT BE PRINTED.
3. THE TITLE TEXT IS C-58, M-17, Y-0, K-46, EQUAL TO PMS 5405C DARK BLUE.
4. INFORMATION TEXT COLOR IS BLACK IN CMYK VALUES C-50, M-50, Y-50, K-100.

성인용 1개(22cm~32cm)
대형 성인용 1개(32cm~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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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TO PRODUCTION

CD 사용 지침 1개
5. WELCH ALLYN WORDMARK IS GREEN C-100, M-0, Y-91, K-6, AND BLUE C-100, M-72, Y-0, K-38.
6. UNIVERS FONTS IN BOLD AND REGULAR ARE USED. LANGUAGE FONT IS ARIAL UNICODE MS
REGULAR. FONT TYPE, ATTRIBUTES, AND COLOR SHALL BE CLEARLY LEGIBLE.

VER

DESCRIPTION OF CHANGE

D*
CHANGE NUMBER/APVD

D* SEE SAP DIR FOR CHANGE NUMBER, APPROVER NAME AND DATE OF APPROVAL

SCALE : 1:1

TITLE: AW, CD LABEL, DFU, PROBP 3400, ML 1.03
DRAWING NO:

PART NO.
408263
103701

DESCRIPTION
CD, DFU, PROBP 2400, ML 1.01
DFU, PROBP 2400

SHEET 1 OF 1
DRW BY: Microlife
DATE: 2014-12-24

초기 설정
전원 플러그를 전원 어댑터에 연결
적절한 전원 플러그를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전원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
처음으로 사용할 때는 장치의 충전 표시기가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24페이지의“배터리어댑터사용“섹션을참조하십시오.
 24페이지의“충전식배터리“섹션을참조하십시오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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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정(계속)

측정 단위 선택
1) 장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위

2) M 버튼을 길게 누른 다음 On/Off(켜기/끄기)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원을 켭니다.

MAP
또는
PAM

3) 후광이 켜지면 M 버튼을 놓습니다.

1

mmHg MAP

4) Start/Stop(시작/정지)버튼을눌러기본압력
단위(mmHg 또는 kPa)를 선택합니다.

2

mmHg PAM

5) M 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kPa

 출고 시 기본 설정

MAP

 MAP 는 평균 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의
약어입니다.

 PAM또는MAP는언어기본설정에따라선택됩니다.
14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정확한 커프 선택

어린이용
Reusable ProBP 2400
Blood Pressure Cuff

다양한 커프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 및
대형 성인용이 장치와 함께 제공됩니다. 커프 마커를
사용하여 환자의 위팔 둘레에 가장 잘 맞는 커프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커프 크기

둘레(cm)

둘레(inch)

어린이용

14 - 22

5.5 - 8.7

성인용

22 - 32

8.7 - 12.6

CHILD
14-22cm

LATEX

!

www.welchallyn.com

성인용

Reusable ProBP 2400
Blood Pressure Cuff
ADULT
22-32cm

LATEX

!

www.welchallyn.com
LATEX

PVC

DEHP

대형 성인용

Reusable ProBP 2400
Blood Pressure Cuff
LARGE ADULT
32-42cm

LATEX

!

www.welchallyn.com

대형 성인용

32 - 42

12.6 - 16.5

대형성인용장형 32 - 52

12.6 - 20.5

LATEX

Reusable ProBP 2400
Blood Pressure Cuff
LARGE ADULT LONG
32-52cm

LATEX

PVC

DEHP

대형 성인용
장형

!

www.welchallyn.com

 각 커프는 130cm 공기 펌프와 함께 제공됩니다.
 Welch Allyn에서 제공하는 커프만 사용하십시오.
 커프를구입하려면WelchAllyn또는해당공인대리점에  성인용및대형성인용커프는표준부속품으로포함됩니다.
문의하십시오.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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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사용하기 전에(계속)

커프를 적절하게 고정

3) 커프를 팔 둘레에 감고 조입니다.

1) 공기튜브와동맥표시화살표가아래팔을향하게
하여커프를위팔위에배치합니다.커프의동맥
표시가 상완 동맥 위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4) 환자의 필과 커프 사이에 두 손가락 크기의 빈
공간을남겨둡니다.과도하게조이면정맥울혈과
팔다리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프가 너무
느슨하게감기면제대로팽창할수없으며측정된
값이부정확할수있습니다.측정하려는팔을덮거나
조이고 있는 옷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옷은 측정
정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커프를 팔 위에 놓습니다. 커프의 아래쪽
가장자리가팔꿈치위약2~3cm(¾~1인치)에
놓여야 합니다.

(3/4 ~ 1인치)

AD

22

2-3cm
m

m

-3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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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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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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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5) 커프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판독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커프 끝 부분의 범위 지표가 범위
스트라이프에 지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크기의 커프를 사용하십시오.

 커프의범위지표가이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Reusable ProBP 2400
Blood Pressure Cuff
ADULT
22-32cm

LATEX

!

www.welchallyn.com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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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 수동 및

모드에서 측정

전원 켜기

최대 팽창 압력 설정

장치 뒷면의 On/Off(켜기/끄기) 버튼을 ON 위치로
눌러 장치를 켭니다 .

원하는 최대 팽창 압력 또는 "자동"을 선택합니다.

커프를 장치에 연결

22페이지의“최대팽창압력설정“섹션을참조하십시오.

커프 커넥터를 커프 커넥터 소켓에 삽입하여 커프를
장치에 연결합니다 .
3 sec.

1x

3x

1x

1x

3x

3 sec.

3x

1x

3x

작동 모드 선택
세 가지 측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밀어 1x(표준 단회 측정), Manual(수동) 또는
모드(자동 3회 판독 평균)을 선택합니다.
18

«1x» 모드(표준 단회 측정)
«1x»모드를선택한다음«시작/정지»버튼을눌러
단회 혈압 측정을 수행합니다. 측정 후에 측정 판독이
표시되고 저장됩니다.

1x

3x

1x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3x

1x

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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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 Manual(수동) 및

모드에서 측정(계속)

«수동» 모드

팽창 시작 -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커프의
팽창을 시작합니다.
최대 팽창 압력에 도달하면 ProBP 2400는 3mmHg/
초의 속도로 선형 수축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AD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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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메트릭방법사용보다청진혈압측정을선호하는
경우«수동»모드를선택합니다.«수동»모드에서
장치는압력게이지역할만수행합니다.오실로메트릭
측정은수행되지않습니다.사용자는상완동맥위에놓인
청진기를통해수축기및확장기코로트코프음을들을수
있습니다.

다시 팽창 – 수축 중에 M 버튼을 길게 누르면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최대 299mmHg까지 다시
팽창합니다. 버튼을 놓으면 수축이 계속됩니다.
299mmHg를 초과하는 경우, 커프 압력이 즉시
해제되고 ‘HI’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수축 주기 중에 압력이 20mmHg에 도달하면 남은 « » 모드(자동 3회 판독 평균)
압력이 빠지고 ProBP 2400가 Stand by(대기) 모드로 « » 모드를 선택한 다음 «Start/Stop(시작/정지)»
바뀝니다.
버튼을 눌러 자동 3회 혈압 측정을 수행하여 3회 판독
언제든지 «Start/Stop(시작/정지)»를 눌러 빠른 평균을 결정합니다.
수축을 시작하고 ProBP 2400를 Stand by(대기) 첫 번째 측정 전의 카운트다운 시간은 60초로 설정되어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록–혈압계측정에서수행하는것과동일한방식으로 측정 간의 간격 시간은 15, 30, 45 또는 60초로 사용자가
수축기 및 확장기 값을 기록합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이 완료된 후 평균 측정 판독이
‘Standby(대기)’로설정–전원을끄지않고«Start/ 표시되고 저장됩니다.
1
2
3
Stop(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장치를 "Stand
by(대기)”모드로설정할수있습니다.1분동안작동이
없으면 장치가 ‘Stand by(대기)’ 모드로 자동으로
60 sec.
15, 30, 45,
15, 30, 45,
초로
1x
3x
1x
3x
1x
3x
초로
전환됩니다.
or 60 sec.
or 60 sec.
초로


Stand by
(대기)

모드에서는사용자가15,30,45또는60초의측정간격
시간을수동으로설정할수있습니다.(21페이지의“측정
간격 시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첫번째측정전의60초대기기간은조정할수없지만Start/
Stop(시작/정지)버튼을두번째로눌러우회할수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판독이 즉시 시작됩니다.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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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기능
MAP(평균 동맥압)

«1x»모드에서불규칙한심장박동감지

장치는 실제 평균 동맥압(MAP)을 측정합니다. 각
측정에는단일MAP값이포함됩니다.MAP값은항상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과 함께 표시됩니다.

«1x» 모드에서 이 장치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감지합니다. 혈압 측정 중에 심장 박동이 25% 이상
변화한경우불규칙한심장박동기호가나타납니다.
불규칙한심장박동의경우혈압측정이영향을받을
수있습니다.측정을반복하거나«Manual(수동)»
모드를 선택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동맥압인MAP는오실로메트릭엔벨로프
곡선의 최대 피크에서 결정됩니다.
22

최대 팽창 압력 설정
1) 압력값이있는열이깜박일때까지M버튼을3초동안
길게 누릅니다.
2)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기본 압력
값을선택합니다(값‘260’에도달한후에는다음선택
옵션이 목록 하단의 “자동”이 됩니다).
3) M 버튼을 눌러 선택한 값을 확인합니다.
3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3 sec.

선택한최대팽창압력(또는AUTO(자동)모드에
있는 동안 결정되는 최대 팽창 압력)이 수축기
혈압을결정하기에적합하지않은경우장치는이전
팽창 압력보다 30mmHg 더 높은 압력으로 다시
팽창하여 다른 주기를 시도합니다. 최대 팽창을
매번 30mmHg씩 증가하여 이 단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팽창 압력 280mmHg에 도달한
후에도 ProBP 2400에서 혈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수동 모드로 전환하고 전통적인
코로트코프3방법을
sec. 사용하여 청진기로 혈압을
결정하는것이좋습니다.(«Manual(수동)»모드
참조)

1x,

또는Manual(수동)모드에서팽창압력(mmHg/kPa)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AUTO(자동)”입니다.

AUTO(자동)으로설정하면ProBP2400에서커프가팽창할때
최대 평창 압력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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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기능(계속)

« » 모드에서 3회 미만 측정

« » 모드에서 카운트다운 시간 건너뛰기

Start/Stop(시작/정지)버튼을눌러언제든지측정
시퀀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장치는 ‘Stand by(
대기)’모드로전환되고나머지측정은취소됩니다.M
버튼을누르면측정된혈압데이터를볼수있습니다.

Start/Stop(시작/정지)버튼을눌러« »모드에서
측정 전 및 측정 간 카운트다운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Start/Stop(시작/정지)버튼을누르면장치에서다음
측정이 즉시 시작됩니다.

카운트다운시간을건너뛰고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 시퀀스 중에
언제든지 나머지
측정을 취소합니다.

 측정이완료된후Start/Stop(시작/정지)버튼을눌러‘

장치를Standby(대기’)모드로설정할수있습니다.1
분동안그대로두면장치가‘Standby(대기)’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대기

24

« » 모드에서 측정 간격 시간 설정
기본측정간격시간은60초입니다.15,30,45또는60
초로 간격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2) M버튼을눌러측정간격시간을조정한다음Start/
Stop(시작/정지)버튼을눌러확인합니다.장치가
‘Stand by(대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3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3 sec.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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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값 보기
저장된 값 보기
이 장치에는 «1x» 및 « » 모드에서 마지막
측정 절차의 혈압 값만 저장됩니다. 장치가 'Stand
by(대기)'모드에있을때M버튼을눌러저장된판독을
검토합니다.

2) « » 모드에서 –
M 버튼을 눌러 3회 측정의 평균을 표시합니다. M
버튼을 계속 눌러 개별 측정을 검토합니다.

1) «1x» 모드에서 –

 장치에는«1x»모드에서완료된마지막측정과«

»모드에서완료된마지막3회측정만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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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배터리 및 전원 어댑터
충전식 배터리

전원 어댑터 사용

ProBP 2400는 완전 충전 상태에서 최대 600~700
측정주기를제공하는기본제공충전식Ni-MH배터리
팩을갖추고있습니다.제공된전원어댑터로사용중간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빈
배터리 표시기가 표시됩니다.

장치를 충전하려면 ProBP 2400와 함께 제공된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처음으로 사용할 때는

충전 표시기가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1) 어댑터케이블을장치의전원플러그에연결합니다.
2) 어댑터 플러그를 벽면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장치를 AC 전원에 연결한 동안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충전이
중단됩니다.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배터리
전력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ProBP 2400이 AC
전원을이용하더라도배터리를장착해두어야합니다.
3) 배터리용량이떨어지기시작하면지역대리점에
교체용배터리를문의하십시오.배터리는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 충전 표시기는
충전이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녹색충전표시기는충전이
완료되었음을의미합니다.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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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제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전원없음(LCD디스플레이) 전원 공급 장치가 제대로 전원 공급 장치를 벽면 소켓에 연결합니다.
연결되지 않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됨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여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커프가제대로팽창하지않음 튜브의 느슨한 연결
튜브/블래더 누출
측정 후 표시되는 결과 없음 장치가 Manual(수동)
모드에 있음

28

커프의 튜브가 장치에 단단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튜브나블래더에균열이있는지확인합니다.필요한
경우 혈압 커프를 교체합니다.
«1x» 또는 « » 모드로 전환하고 측정을
반복합니다.

오류 메시지
측정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측정이 중단되고
«Err»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류가지속되면해당지역
Welch Allyn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결과가 이상하다고

오류

설명

가능한원인및해결방법

«Err1» 신호가 너무
약함

커프의 맥박 신호가
너무 약합니다. 커프를
다시 배치하고 측정을
반복합니다.

«Err2» 오류 신호

측정 중에 예를
들어 움직임이나
근육 긴장으로 인해
커프에서 오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환자의 팔을 정지
상태로유지하고측정을
반복합니다.

생각하면이지침설명서를
처음부터끝까지주의깊게
읽으십시오.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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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3» 커프에 압력
없음

커프에서적합한압력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누출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혈압커프를교체합니다.
측정을 반복합니다.

«Err 5»

측정신호가부정확하며
따라서 결과가 표시될
수 없습니다. Manual(
수동) 모드로 전환하고
전통적인 코로트코프
방법을 사용하여
청진기로 혈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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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결과
없음

«HI»

맥박수 또는
커프 압력이
너무 높음

커프압력이너무높거나
(300mmHg초과)또는
맥박이 너무 높습니다
(분당 박동수 200회
초과). 환자를 5분 동안
편히 쉬게 하고 측정을
반복합니다.

«LO»

맥박이 너무
낮음

맥박이 너무 낮습니다(
분당 박동수 40 미만).
측정을 반복합니다.

안전성, 관리, 정확성 테스트 및 폐기
안전성 및 보호
이장치는본사용지침설명서에설명된용도로만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민감한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주의깊게취급해야합니다.제조업체는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손상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본사용지침설명서의“기술사양”섹션에설명된보관
및 작동 조건을 준수하십시오.

물과 습기로부터 장치 보호

•

커프가 장치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펌프를
활성화하십시오.

직사 광선으로부터 장치 보호

•

극한의 열 및 냉기로부터 장치 보호

•

휴대폰에서생성되는것과같은전자기장에대한근접
방지

장치가손상되었거나이상한점이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침설명서의각섹션에서추가안전성지침을
읽으십시오.

장치 분해 금지
충격 및 낙하로부터 장치 보호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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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관리

커프 청소

다음권장청소용제중하나와부드러운천을사용하여
장치 외부를 닦습니다.

블래더를제거합니다.커프덮개를접어세탁주머니안에
넣습니다.세탁기에서따뜻한물(43°C,110°F)과중성
세제로 커프 덮개를 세탁합니다.

1) 중성 비누와 물
2) 과산화수소수 용액(물로 3% 희석)
3)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가정용염소계표백제를
물에 1:10으로 희석)

저온살균:75°C(167°F)의뜨거운물에서30분동안
커프 덮개를 세탁합니다.
커프를 공기 건조합니다. 커프 덮개를 다림질하지
마십시오.

Reusable ProBP 2400
Blood Pressure Cuff
ADULT
22-32cm

LATEX

!

www.welchallyn.com

커프 다림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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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듀서 정확성 테스트
(보정 확인)

T-p ie ce s

2년에한번또는물리적충격을받은후(예:떨어뜨린
후) 장치를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확성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2)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켠다음“Start/Stop(시작/정지)”버튼을
놓습니다.““CA0”다음에“00“이표시될때까지
기다립니다.

3 5 0 ~500 ml

C a lib ra te d
re fe re n ce
manom e te r

Ve sse l

Air release
va lve

Squeeze bulb
(or Pressure source)
ProBP 2400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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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력을 약 100mmHg로 올립니다. 장치 화면에
표시된압력과참조압력계를비교합니다.예를들어,
장치에표시된“100.9”는“100.9mmHg”를
나타냅니다.
4) 압력을 약 200mmHg로 올립니다. 장치 화면에
표시된압력과참조압력계를비교합니다.예를들어,
장치에표시된“201.0”은“201.0mmHg”를
나타냅니다.
5) 압력을 약 300mmHg로 올립니다. 장치 화면에
표시된압력과참조압력계를비교합니다.예를들어,
장치에표시된“301.2”는“301.2mmHg”를
나타냅니다.
6) 특정 보정 포인트에서 장치와 참조 압력계 간의
차이가±3mmHg더하기참조압력계에명시된
정확성을초과하는경우WelchAllyn에문의하여
보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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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배터리와전자계기는해당지역에적용되는
규정에따라폐기해야하며가정용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ProBP 2400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기술 사양

# 2400
ProBP 2400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901096

PROBP 2400 DIGITAL DEVICE

# 2400

표준에 대한 참조:

작동 온도/습도:

10 ~ 40°C(50 ~ 104°F)

보관 온도/습도:

-20 ~ 55°C(-4 ~ 131°F)

PROBP 2400 DIGITAL DEVICE

무게:

800g(충전식 배터리 팩 포함)

규격:

200 x 125 x 90mm
ONLY

측정 방법:

LATEX

수축기 혈압 = K1
확장기 혈압 = K5
측정 범위:
커프 압력 표시:

Rx

LATEX

(01)00732094211078
의료 장치 클래스 IIa에 대한 EU 지침(21)41140001
93/42/

30 - 280mmHg – 혈압

EEC의 규정이 준수되었습니다.

GTIN
분당 맥박수 40
- 200회 – 맥박
범위: 0 - 299mmHg

(01)00732094211078

해상도: 1mmHg
정적 정확성: ± 3mmHg 이내의 압력
전원:

장치는비침습성혈압모니터표준의요구사항에
적합합니다.
7d
DIGITAL BLOOD
PRESSURE DEVICE,
ML
ONLY
IEC 60601-1:
2005+A1:2012
welchallyn.com
IEC 60601-1-2:2014
ANSI/AAMI/ISO 81060-2
AAMI /7dANSI / IEC 80601-2-30
welchallyn.com
전자기
장치는 표준 IEC 60601-1-2의 규정을
GTIN
준수합니다.
호환성:

901096

15 - 90% 상대 최대 습도

Rx
오실로메트릭,

DIGITAL BLOOD PRESSURE DEVICE, ML

(21)41140001

Distributed by Welch Allyn Inc.
4341 State Street Road
Skaeateles Falls, NY 13153

맥박 정확성: 판독값의 ±5%
Distributed by Welch Allyn Inc.
충전식 배터리 팩;
4341 State옵션)
Street Road
4.8V 2400mAh(4.8V 3500mAh
Skaeateles Falls, NY 13153
Microlife Corporation
주 전원 공급 장치 DC 7.5V, 1.5A

9F, 431, RuiGuang Road, NeiHu,
Taipei, 11492, Taiwan, R.O.C.

Microlife Corporation
9F, 431, RuiGuang Road, NeiHu,
Taipei, 11492, Taiwan, R.O.C.

ETL CLASSIFIED

BF형 장착부

Microlife AG
Espenstrasse 139
9443 Widnau, Switzerland

Microlife AG
Espenstrasse 139
9443 Widnau, Switzerland

5000497

CONFORMS TO AAMI STD ES 606011, IEC STD. 60601-1-6, IEC STD.
80601-2-30
CERTIFIED TO CSA STD C22.2 NO.
60601-1, NO. 60601-1-6, NO. 80601-2-30

Welch Allyn은 서전 서면 통지 없이 기술 사양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Welch Allyn ProBP 2400 디지털 혈압 장치

www.welchally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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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WelchAllyn은WelchAllyn또는해당공인대리점이나대행사에서구입한날짜로부터2년동안ProBP
2400장치에재료및기술상의결함이없으며제조업체사양에따른성능을나타낼것을보증합니다.부속품은
Welch Allyn 또는 해당 공인 대리점이나 대행사에서 구입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보증됩니다.
보증기간은구입날짜에시작합니다.구입날짜는다음중하나입니다.1)WelchAllyn에서장치를직접
구입한경우송장에기록된배송날짜,2)제품등록중에지정된날짜,3)대리점의영수증에기록된Welch
Allyn 공인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입한 날짜.
이보증은다음원인으로인한손상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1)배송중취급,2)라벨지침과반대되는사용
또는 유지 관리, 3) Welch Allyn에서 허가하지 않은 사람의 변경 또는 수리, 4) 사고.
제품 보증에는 다음 조건 및 제한 사항도 적용됩니다.
Welch Allyn 서비스 센터에 장치를 반환하기 위한 배송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리를위해WelchAllyn의지정서비스센터에제품이나부속품을반환하기전에WelchAllyn에서서비스
통지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통지 번호를 받으려면 Welch Allyn 기술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이보증은상품성및특정목적의적합성에대한암시적보증을제한없이포함하여명시적이든암시적이든
다른모든보증을대신합니다.이보증에따른WelchAllyn의의무는결함이포함된제품의수리나교체로
제한됩니다.WelchAllyn은보증이적용되는제품결함으로인해발생하는간접적또는결과적손해에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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