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iagnostic Device

BP800
사람의 움직임 상태와 혈압을
동시에 감지하는 24시간 활동혈압계

www.accuni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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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ntroduction

+ACCUNIQ

HUMAN HEALTH&
Longevity

아큐닉은 의료진단기기 전문 브랜드로서
정확하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몸의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객 만족을 우선으로 하며 첨단 기술과
꾸준한 연구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Crazy Fit, Incredible Life
오직 한 가지 열망, 완벽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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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및 대표 수상실적
2016 (주)셀바스헬스케어로 사명 변경, KOSDAQ 상장
2015 세계 최초 양팔혈압계 미국 FDA 승인
2014 제1회 국민행복 IT융합 명품 국산의료기기 대상, 독일 피트니스 잡지
‘헬스&뷰티’가 뽑은 2014년 분석·진단 시스템 분야 인기상
2010 첨단벤처기업 대상
2006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청장상
2005 제13회 대한민국기술대전 동상, 벤처디자인상 은상,
제35회 정밀기술진흥대회 동탑산업훈장 수훈
2004 세계일류상품 선정-체지방측정기(산업자원부)
2003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청장상
2001 무역의 날 국무총리상, KGMP(우수 품질 제조 인증) 취득
2000 리더스벤처 최우수상,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분 당사 방문
1999 전국벤처기업대상 대통령상, 세계일류기업 선정

셀바스헬스케어가 획득한 국제인증 마크, 특허 및 수상내역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세계일류상품
선정

GoodDesign
선정

전국벤처기업대상
대통령 표창

동탑산업훈장
정밀기술진흥대회

미국 특허

CE 획득

유럽 특허

독일 산업 시험 인증기관
TUV Rheinland 선정

중국 특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

한국 특허

코스닥 상장 기업

아큐닉의 혈압계는 23년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더욱 쉽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국내
약 10만여대, 해외 약 5만여대를
대학·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
요양원, 보건소, 스포츠센터,
호텔·리조트, 골프장 및 관공서,
학교, 은행, 지하철, 휴게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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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800은 24시간 동안 지속적인 혈압을 측정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활동혈압과 맥박수 측정뿐만 아니라
움직임 센서 기능으로 개인 고유의 혈압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고혈압의 정밀한 진단과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155g 소형·경량 본체

●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용한 측정

●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

최대 576개의 혈압 데이터 저장

●

USB 케이블을 이용한 편리한 통신방식

●

움직임 감지 센서로 활동상태 체크

●

전용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한 데이터관리

●

혈압 측정시간 및 주기, 모드 설정가능

BP800 Manager
USB 통신케이블을 이용한 편리한 통신방식으로
전용 윈도우 프로그램 BP800 Manager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기능 지원으로 병원 내 여러 PC에서
보다 편리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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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움직임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움직임 감지 센서 /Motion Detection Sensor
활동혈압측정에서는 환자가 어떤 움직임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4시간 활동혈압계 BP800은 본체에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어 혈압 측정과 동시에
환자의 움직임 상태를 감지하여 혈압 데이터와 함께 저장합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는
눕기, 수면 중 몸부림, 서기 또는 앉기, 걷기, 빠르게 걷기, 뛰기, 팔 움직임 상태를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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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닉의 배기 측정방식
아큐닉은 120여 년 동안 이어온 혈압계의 역사에 따라 일정한 압까지 가압하여
커프의 압을 하강시키면서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점과 기본에 충실한 혈압측정법, 측정시간이 짧은 점, 정확도와 재현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향 가압 측정방식은 측정시 모터가압에 의해
노이즈 발생 빈도가 있어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음이나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에러 발생율이 많아 정확성과 재현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아큐닉의 배기 측정방식

상향 가압 측정방식
VS

노이즈 없는 깨끗한 맥파

가압중 펌프모니터 노이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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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요주의 기준치
미국 합동위원회가 정한 혈압의 분류 JNC 7, 2003 (단위: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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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NIQ BP800 제품사양
모델명

ACCUNIQ BP800

측정방법

오실로메트릭

표시방법

TN LCD Display

측정부위

왼팔 또는 오른팔

측정범위

혈압 30 ~ 300mmHg
맥박 30 ~ 240bpm

커프형식

벨트식 커프

정밀도

압력 ±3mmHg 또는 ±3% 이내
맥박 ±3% 이내

최소눈금단위

1mmHg

가압방법

DC Motor에 의한 자동 가압방식

배기방법

마이크로 컨트롤에 의한 전자배기방식

측정시간

약 1분

데이터 저장

최대 576회

자료전송

USB 케이블

전원

DC 6V (AAA type 1.5V×4)

작동범위

온도 10~40℃, 습도 30~75%(non condensing)

보관범위

온도 -20~60℃, 습도 95% 이내(non condensing)

크기

72 (W)×28 (D)×101(H)mm

장비중량

약 155g(배터리 포함)

커프사양

성인 사이즈(표준)
140mm×611mm(±2mm), 범위 200~310mm, 에어백 사이즈 120×240mm
성인 사이즈(소)
135mm×535mm(±2mm), 범위 150~220mm, 에어백 사이즈 110×210mm
성인 사이즈(대)
160mm×795mm(±2mm), 범위 450mm, 에어백 사이즈 140×350mm

결과항목

수축기·이완기 혈압, 평균혈압, 맥압, 맥박, 움직임 상태

옵션

측정자세 감지 센서 센서를 이용한 움직임의 강도 측정 가능, 센서를 이용한 자세 측정 가능

※ 외관과 사양은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의료진단기기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가용 횟수가 많거나, 사용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구입 후 3년이 지난 제품은 2년에 한 번씩 캘리브레이션 받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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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바스헬스케어는 자원메디칼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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