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iagnostic Device

BP850
양 팔 측정을 통해 심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양팔 혈압계

미국 FDA 승인

특허
등록

www.accuniq.com

ACCUN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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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DA 승인

한국 특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

코스닥 상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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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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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 Health Center

Sports Center

Office

Hotel · Resort

School

Bank

Factory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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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항목

➊

1 양팔의 최고혈압
2 양팔의 최저혈압

➋
➌

3 양팔의 평균혈압
4 양팔의 혈압차이

➎

5 맥박

➍

결과 LCD에 QR 코드를 표시합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하면,
측정자의 혈압 데이터를 저장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추이를 확인
함으로써 혈압관리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출력지

➊

➋

➌

➍

➎

Basic

➐
➏

➑

ACCUNIQ

Product Introduction

제품특징
1 7인치 와이드 컬러 LCD 화면(터치스크린)
2 누구나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원터치 버튼(핸드스위치와 풋스위치)
3 간편한 인쇄용지 교체와 빠른 인쇄가 가능한 고속 써멀프린터
4 측정자의 편안함을 생각한 150mm 크기의 여유있는 커프가이드 링
5 정확한 측정을 위한 동일한 높이의 커프부와 인체인식센서
※BP850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양팔 혈압 측정 시 최고혈압 20mmHg 또는 최저혈압 10mmHg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순환기 계통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➋
편리한 측정을 위한 핸드스위치와
안전을 위한 풋스위치

➍

➊

➍

➎

➎
➌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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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옵션
양팔 혈압계
전용카트/의자
기본 제공

VIVIS 매니저
(옵션)

A4 결과지
(옵션)

VIVIS 매니저는
혈압측정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으로 측정
결과와 누적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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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혈압계는 양팔을
같은 위치에서, 같은 압력
으로 동시에 측정했을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양팔 혈압측정이 필요할까요?
혈압 측정 시 대부분 오른팔, 즉 한쪽 팔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팔의
수축기 혈압이 15mmHg 이상 차이가 나면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장병이나 뇌졸증 사망 위험은 70%, 일반 사망
위험은 60%나 더 컸다고 합니다. BP850은 쉽고 간편한 측정으로 양팔 혈압의
차이를 볼 수 있어 순환기 계통 질환의 초기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자동 양팔 혈압계 BP850 관련 보도자료

※양팔의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10이상
차이가 나는 그룹이 10이하의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의 차이가 10이상일 경우에는 2배
정도 사망률이 높았으며, 이완기 혈압이
10이상의 차이가 날 때는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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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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압력

최저혈압

최저혈압
최고혈압

최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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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요주의 기준치
미국 합동위원회가 정한 혈압의 분류 JNC 7, 2003 (단위: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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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측정방법

왼팔측정

양팔측정

오른팔측정

FAQ
Q. 혈압 값이 너무 많이 변해요.
A. 우리 몸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은 심장박동, 호흡
주기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1회 측정으로 정확한 혈압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24시간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활동 혈압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혈압 측정 시
주의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Q. 양팔 혈압의 차이로 무엇을 평가할 수 있나요?
A. 세계 각국의 논문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양팔 혈압의 차이는 관상동맥질환,
빗장밑 동맥 도루 증후군과 같은 말초혈관질환, 혈관질환 또는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흉부대동맥류, 다카야수 질환, 대동맥 축착, 고혈압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증, 심혈관
질환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간단한 임상적 지표가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질병들이 있는 환자에게서 양팔 혈압의 차이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Q. 한팔혈압계로 각각 측정해서 양팔의 혈압을 비교할 수 있지 않나요?
A. 양팔 측정 혈압은 그 측정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은 측정자세 등 측정 조건이나
측정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므로 언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혈압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양팔의 혈압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시에 측정되었을 때에만 그 혈압을 비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에서 측정된 혈압은 환경에 따른 차이인지, 실제
측정자의 혈압이 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ACCUNIQ BP850 제품사양
모델명

ACCUNIQ BP850

측정방법

오실로메트릭

표시방법

컬러 LCD 터치디스플레이(7인치)

측정부위

왼팔, 오른팔, 양팔

측정범위

혈압 30 ~ 300mmHg
맥박 30 ~ 200bpm

커프형식

자동가압식 이중커프

정밀도

압력 ±3mmHg 또는 ±3% 이내
맥박 ±3% 이내

최소눈금단위

1mmHg

가압방법

DC Motor에 의한 자동 가압방식

배기방법

마이크로 컨트롤에 의한 전자배기방식

가압시간

1회 가압시 약 20초

측정시간

1회 측정시 약 50초

자료전송

RS-232C, USB 케이블

전원

AC 100 ~ 240V, 50 / 60Hz
DC 12V, 5A 아답터

작동범위

온도 10~40℃, 습도 30 ~75%(non condensing)

보관범위

온도 -10~60℃, 습도 95% 이내(non condensing)

크기

530(W)×481(D)×319(H)mm

장비중량

약 12kg

프린터

고속 써멀프린터

기능

팔 감지센서 기능 왼쪽, 오른쪽 / 신장, 체중 입력 기능 비만도 표시
메모리 기능 누적데이터표시
비상정지버튼으로 안전장치 기능

결과항목

한 팔 측정 시
최고혈압, 최고혈압, 평균혈압, 맥박, 혈압평가, 맥파패턴 그래프
양 팔 측정 시
최고혈압, 최저혈압, 평균혈압, 맥박, 혈압평가, 맥파패턴 그래프, 양 팔 혈압 차

옵션

A4결과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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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mm

530mm

481mm

셀바스헬스케어는 자원메디칼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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