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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
만약 Camino ICP Monitor가 명시한 대로 실행되지 않고, 또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사용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Natus Neuro에 기술 지원을 문의하십시오.
국내
Natus Neurology 주식회사
3150 Pleasant View Road
Middleton, WI USA 53562
1-800-356-0007
madison.helpdesk@natus.com
국제
Natus Europe GmbH
전화: 0049 (0) 89 83942533
팩스: 0049 (0) 89 83942777
service.europe@natus.com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와 수리를 받으려면 그 지역에 있는 승인된 Natus Neuro 대리인에게
연락하십시오.

4

목차
책임 부인 ..................................................................................................................................................................................................3
상표 사사 ..................................................................................................................................................................................................3
저작권 정보 ..............................................................................................................................................................................................3
연락처 정보 ..............................................................................................................................................................................................4
작동 수명이 끝난 후의 폐기 ..............................................................................................................................................................17
1 장 – 시스템 개요 ...............................................................................................................................................................................18
사용 지침/사용 목적.............................................................................................................................................................................19
금기사항 .................................................................................................................................................................................................19
대상 사용자 ............................................................................................................................................................................................19
대상 환자 인구 ......................................................................................................................................................................................19
Camino ICP Monitor 설명.......................................................................................................................................................................19
임상적 이점 ............................................................................................................................................................................................20
모니터의 중요 기능..............................................................................................................................................................................20
사용자 설명서 검토..............................................................................................................................................................................21
모니터 사용에 관한 경고 목록 ..........................................................................................................................................................21
모니터 부품 ............................................................................................................................................................................................24
2 장 – 시스템의 첫 번째 설정 .............................................................................................................................................................29
초기 설정 절차 ......................................................................................................................................................................................29
3 장 – 임상 사용을 위한 시스템의 설정 ..........................................................................................................................................31
Natus Neuro 카테터의 소개 .................................................................................................................................................................38
Camino 광섬유 카테터(110-4 시리즈)의 연결 .................................................................................................................................39
Camino Flex 카테터 연결하기.............................................................................................................................................................43
이식 중의 일시적 압력 변화 또는 카테터 제거로 인한 경보 유발 .................................................................................46
환자 병상 모니터에 연결하기(해당하는 경우) .............................................................................................................................47
시스템 보관 ............................................................................................................................................................................................52
케이블 줄을 사용하여 AC 전원 어댑터 싸기.........................................................................................................................52
4 장 – 환자의 ICP 및 온도 모니터링..................................................................................................................................................53
터치 스크린 정보 ..................................................................................................................................................................................53
경보 소개 ................................................................................................................................................................................................55
환자의 ICP 및 온도 모니터링 .............................................................................................................................................................56
평균 ICP 값의 수적 디스플레이에 관하여 .............................................................................................................................57
ICP 파형 범위의 비율 ..................................................................................................................................................................57
추이 데이터 모니터링 .........................................................................................................................................................................58
추이 데이터의 시간 범위 지정 .................................................................................................................................................59
추이 데이터를 위한 ICP 범위 지정 ..........................................................................................................................................59

5

경보 소개 ................................................................................................................................................................................................55
환자의 ICP 및 온도 모니터링 .............................................................................................................................................................56
평균 ICP 값의 수적 디스플레이에 관하여 .............................................................................................................................57
ICP 파형 범위의 비율 ..................................................................................................................................................................57
추이 데이터 모니터링 .........................................................................................................................................................................58
추이 데이터의 시간 범위 지정 .................................................................................................................................................59
추이 데이터를 위한 ICP 범위 지정 ..........................................................................................................................................59
ICP 경보 상한을 설정하기 ..................................................................................................................................................................60
ICP 경보 상한 산출 소개 .............................................................................................................................................................61
터치 스크린 레이블 ICP 경보 상한 표기 ................................................................................................................................63
사용자 설정 사용자 지정 ....................................................................................................................................................................65
5 장 – 생리학적 및 기술적 경보에 대처하기..................................................................................................................................70
두 가지 유형의 경보 소개 ...................................................................................................................................................................70
기술적 메시지 소개..............................................................................................................................................................................70
경보 기호 이해 ......................................................................................................................................................................................71
모니터의 경보 우선순위 결정 방법 .................................................................................................................................................72
생리학적 경보에 대처하기(ICP 가 경보 한도를 초과함) .............................................................................................................75
기술적 경보에 대처하기 .....................................................................................................................................................................76
임시로 카테터 장애 경보 소거하기 ........................................................................................................................................76
임시로 카테터 장애 경보 소거하기 ........................................................................................................................................77
배터리 전원이 5 분 이하로 남음 ..............................................................................................................................................78
임시로 낮은 배터리 전원 경보 소거하기...............................................................................................................................78
임시로 냉각 팬 경보 소거하기 .................................................................................................................................................79
냉각 팬 경보를 임시로 소거합니다 ........................................................................................................................................79
임시로 ICP 와 온도 정확성 범위 경보 소거 ...........................................................................................................................80
6 장 – 원격 평가를 위해 추이 데이터 추출하기 ............................................................................................................................82
데이터 추출 정보 ..................................................................................................................................................................................82
USB 드라이브로 데이터 추출하기 ...................................................................................................................................................83
디지털 스트리밍을 통해 데이터 추출 .............................................................................................................................................85
기록 중 추이 데이터를 재설정하는 조건 .......................................................................................................................................86
7 장 – 시스템 세척 및 살균 .................................................................................................................................................................87
시스템 및 부품 세척하기 ....................................................................................................................................................................87
Camino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살균 처리 .......................................................................................................................................92
살균 이후 .......................................................................................................................................................................................93

6

Camino Flex 연장 케이블 살균 처리 ..................................................................................................................................................93
증기 사전 진공 살균 매개변수 .................................................................................................................................................94
방지 및 살균 케이블 운반 ..........................................................................................................................................................94
살균 케이블 저장 .........................................................................................................................................................................94
일회용 카테터 소개..............................................................................................................................................................................95
8 장 – 시스템 문제 해결 .......................................................................................................................................................................97
문제 해결 과정 소개.............................................................................................................................................................................97
시스템 상태 메시지에 대처하기.......................................................................................................................................................97
사용 중 문제에 대처하기 ..................................................................................................................................................................100
시스템 장애 메시지에 대처하기.....................................................................................................................................................105
9 장 – 테스트 및 예방적 정비 ...........................................................................................................................................................107
절차 정보 ..............................................................................................................................................................................................107
압력 입력 테스트 ................................................................................................................................................................................108
압력 출력 테스트 ................................................................................................................................................................................114
온도 입력 테스트 ................................................................................................................................................................................115
온도 출력 테스트 ................................................................................................................................................................................117
ICP 경보 상한 테스트 .........................................................................................................................................................................120
AC 전원 및 배터리 충전 테스트 ......................................................................................................................................................122
새 배터리 삽입하기............................................................................................................................................................................125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126
환자 병상 모니터와의 동기화 테스트 ...........................................................................................................................................126
10 장 – Natus Neuro 에 기술 지원 및 연간 정비 문의하기 ..........................................................................................................127
기술지원 정보 .....................................................................................................................................................................................127
연간 정비 소개 ....................................................................................................................................................................................128
부록 A – 기술 사양 ..............................................................................................................................................................................129
기술 사양 목록 ....................................................................................................................................................................................129
분류 및 기준 .........................................................................................................................................................................................131
제조업체의 선언 표............................................................................................................................................................................132
색인 ........................................................................................................................................................................................................139

7

빈 페이지

8

기호와 약어 목록

포장과 레이블 기호
기호

표준 참조
ISO 15223-1
기호 5.1.1

표준 제목
의료기기 - 의료기기

기호 제목
제조업체

라벨, 라벨링 및

설명
의료기기 제조사를
나타냅니다.

제공할 정보에
이용하는 기호
ISO 15223-1
기호 5.1.3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제조일

의료기기의

라벨, 라벨링 및

제조일자를

제공할 정보에

표시합니다.

이용하는 기호
ISO 15223-1
기호 5.1.6

ISO 15223-1
기호 5.1.5

ISO 15223-1
기호 5.1.7

ISO 15223-1,
기호 5.4.4

ISO 60601-1
표 D.1 #10

의료기기 - 의료기기

카탈로그 번호

제조사 카탈로그를

라벨, 라벨링 및

표시하여 의료기기를

제공할 정보에

식별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기호

합니다.

의료기기 - 의료기기

배치 코드

제조사 배치 코드를

라벨, 라벨링 및

표시하여 배치 또는

제공할 정보에

로트를 식별할 수

이용하는 기호

있도록 합니다.

의료기기 - 의료기기

일련 번호

제조사 일련번호를

라벨, 라벨링 및

표시하여 특정

제공할 정보에

의료기기를 식별할

이용하는 기호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기기 - 의료기기

주의 사항

사용자가 여러 가지

라벨, 라벨링 및

이유로 의료기기

제공할 정보에

자체에 표시되지

이용하는 기호

않은 경고 및

의료용 전기 장비 1 부: 기본 안전성 및
필수 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

주의사항 등 중요한
주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지침을 확인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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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60601-1
표 D.2 #2

ISO 15223-1
기호 5.1.2

의료용 전기 장비 -

일반 경고 기호

환자나 운영자에게

1 부: 기본 안전성 및

발생할 수 있는

필수 성능에 관한

잠재적 상해 위험을

일반 요구 사항.

나타냅니다.

의료기기 - 의료기기

유럽 커뮤니티 내

유럽 커뮤니티 내

라벨, 라벨링 및

공인 대리점

공식 대리점을

제공할 정보에

나타냅니다.

이용하는 기호
2012/19/EU

전기전자기기

사용 수명 종료 시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WEEE)

처리 지침

폐기물을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과 함께
폐기해서는 안되며
별도로 수집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ISO 15223-1,
기호 5.4.3

의료기기 - 의료기기

사용 지침을

사용자가 사용

라벨, 라벨링 및

참조할 것

지침을 확인해야

ISO 60601-1

제공할 정보에

표 D.1 #11

이용하는 기호

ISO 60601-1,

의료용 전기기기 - 1

표 D.2 #10

함을 나타냅니다.

사용 지침 준수

지침 설명서/책자를

부: 기본 안전성 및

참조하십시오.

필수 성능에 관한

의료용 전기기기

일반 요구 사항

주의사항 “사용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ISO 15223-1
기호 5.1.2

의료기기 - 의료기기

유럽 커뮤니티 내

유럽 커뮤니티 내

라벨, 라벨링 및

공인 대리점

공식 대리점을

제공할 정보에
이용하는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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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냅니다.

ETL 마크는 제품이

ETL 등록 마크

Intertek Testing

북미 안전성 기준을

Service 에서 정한

준수함을

미국 및 캐나다

증명합니다. 미국 및

의료기기 표시 마크

ETL 인증서.

캐나다 Authorities
Having
Jurisdiction(AHJ,
관할 기관) 및 규정
담당관(code
official)은 ETL 등록
마크를 제품의 산업
표준 준수를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소매
구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 상의
마크를 수락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북미
시장에서 테스트한
표준 목록입니다.
-ASME
-ASTM
-ANSI
-CSA
-NFPA
-NOM
-NSF
-UL / ULC
소스:
https://www.intertek.
com/marks/etl/#:~:te
xt=The%20ETL%20
Mark%20is%20proo
f,on%20products%2
0they're%20sourcin
g.
21 CFR
801.109(b)(1)

라벨링-처방 기기

처방 전용

해당 제품을 면허를
소지한 헬스케어
전문가가 판매하거나

Rx only

그 전문가의 주문에
따라 판매하도록
승인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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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5223-1
기호 5.4.2

의료기기 -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해당 의료기기가

라벨, 라벨링 및

일회용이거나 한

제공할 정보에

번의 시술에서 한

이용하는 기호

환자에게만
사용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ISO 15223-1 에

N/A

근거함

천연 고무 라텍스

해당 의료기기에

없음

천연 고무 라텍스가

기호 5.4.5

포함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ISO 15223-1
기호 5.3.7

의료기기 - 의료기기

온도 제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라벨, 라벨링 및

노출할 수 있는 온도

제공할 정보에

한도를 나타냅니다.

이용하는 기호
Portaria 54-2016
(법령 54-2016)
소스:

SELO DE
IDENTIFICAÇÃO DA
CONFORMIDADE

Selo Compulsório
(필수 인장)

INMETRO 인증서.

(적합성 증명 인장)

http://www.inmetro.gov.br/legislacao/rtac/pdf/
RTAC002377.pdf

IEC 60417
기호 5172

장비 사용에 대한

클래스 II 장비

장비가 IEC 61140 에
따른 클래스 II 장비

그래픽 기호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나타냅니다.
IEC 60417
기호 5031

장비 사용에 대한

직류

그래픽 기호

명판에서 장비가
직류에만 적합함을
나타내 관련 단자를
식별합니다.

IEC 62680-2-1

데이터 및 전력용

장치가 USB 포트에

범용 직렬 버스

연결되었거나 USB

인터페이스 2-1 부:

포트와 호환됨을

범용 직렬 버스 사양,

표시합니다.

개정 2.0 (T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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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커넥터

IEC 60417
기호 5009

장비 사용에 대한

절전

대기 상태로 만들기
위해 장비 부품을

그래픽 기호

끄는 스위치나
스위치 위치를
표시합니다.
IEC 60417
기호 5336

장비 사용에 대한

세동제거기용 CF 형

IEC 60601-1 을

그래픽 기호

적용 부품

준수하는
세동제거기용 타입
CF 적용 부품을
나타냅니다.

-

-

-

리튬 이온 배터리
운반을 위한 안전
정보

CALIBRATION
VERIFIED.

-

-

-

연간 정비 만기일

NEXT SCHEDULED MAINTENANCE DUE

72903759 Re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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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호
-

-

-

활성 경보

-

-

-

소리 출력 일시
정지

-

-

-

비활성 경보

-

-

-

경보 꺼짐

-

-

-

ICP 경보 상한

-

-

-

AC 전원 사용 중

-

-

-

ON/OFF 전원

-

-

-

AC 전원 사용되지
않음/사용 불가

-

-

-

배터리 충전
표시기

-

-

-

배터리 연결되지
않음 또는 불량
배터리

14

-

-

-

배터리 충전 중

-

-

-

시스템 정보 패널

15

약어 목록
약어

정의
AC

교류

ºC

섭씨

CAMCABL
CSV

CSV 형식

CT

컴퓨터 단층 촬영

dB

데시벨

DC

직류

DMM

디지털 멀티미터

EtO

에틸렌 옥사이드

ºF
FLEX
FLEXEXT

화씨
Flex 카테터
Flex 연장 케이블

hPA

헥토파스칼 압력 단위

ICP

두개내압

ICT

두개내 온도

IPA

이소프로필 알코올

LED

발광 다이오드

mm

밀리미터

mmHg

수은의 밀리미터

MR

자기 공명

OR

수술실

P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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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s 광섬유 카테터와 함께 사용되는 프리앰프 케이블

환자용 모니터의 입력과 출력

TBI

외상성 뇌손상

USB

범용 직렬 버스

V

볼트

W

와트

작동 수명이 끝난 후의 폐기
Natus 에서는 EU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규정 2014 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서는 올바른 처리와 회수를 통해
WEEE 가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 및 전자 폐기물을 별도
수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Natus 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최종 사용자에게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거 및 회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tus.com 에서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기 및 전자 폐기물(EEE)에는 WEEE 를 올바르게 취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자재, 구성요소 및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사용자도 WEEE 가 안전하게 재사용 및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 및 전자 장비 사용자는 WEEE 를 기타 폐기물과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수거 체계나 제조업자/수입업자 회수 의무
또는 허가받은 폐기물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 유해 영향을 줄이고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 가능성은 증대해야 합니다.
아래 바퀴 달린 쓰레기통에 엑스 표시가 된 장비는 전기 및 전자 장비입니다. 바퀴
달린 쓰레기통에 엑스 표시된 기호는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을 미분리
폐기물과 함께 폐기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로 수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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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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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시스템 개요
사용 지침/사용 목적
Camino ICP Monitor는 두개내압과 온도 측정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신경외과 의사
또는 신경 중환자 전문 치료사에 의해 사용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Camino ICP Monitor는 승인된 사용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기사항
Camino ICP Monitor와 그 부속품은 자기공명(MR) 환경에서 사용이 금기됩니다.

대상 사용자
Camino ICP Monitor는 다음의 자격이 있는 의학 및 바이오메디칼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자격 있는 외과의사가 카테터 조작과 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 지정된 자격 있는 병원 스태프(예: 신경외과의사, 간호사, 중환자 전문치료사,
정신외상 의사 또는 의사 보조가)가 모니터 작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9장에서는 모니터 검사와 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 있는 절차는 병원의
바이오메디칼 엔지니어 스태프에 의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대상 환자 인구
두 가지 적용 아래서 이 모니터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TBI가 있거나, 심각한
신경 외과적 과정을 거쳤거나, 또는 다른 정신적 외상, 허혈, 출혈의 경우로
모니터를 통해 ICP 와 뇌 온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Camino ICP Monitor설명
Camino ICP Monitor는 소형의 휴대용 장치로, 시스템에 연결된 카테터에 의존하여
직접 두뇌 안에서 계속적으로 두개내압(ICP)과 두개내 온도(ICT)를 간별 및
관찰하는 장비입니다.
이 모니터는 다음의 카테터를 지원합니다.
• ICP와 온도측정을 위한 Camino 광섬유 카테터(110-4 시리즈)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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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P 값 측정을 위한 Camino Flex 카테터
모든 Natus Neuro 카테터는 각각의 값을 카테터 끝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압력(또한 압력파 운반)을 외부 변환기에 전달하는 액체 채우기 시스템의 필요를
배제합니다.

임상적 이점
Natus Camino ICP Monitor는 평가 및 환자의 ICP 및 두개내 온도 관할을 위해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터치 스크린을 포함합니다. 본 Camino ICP Monitor는 터널형 및 볼트형 고급
모니터링 기술을 포함하여 유조직 또는 심실 공간 내 ICP를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현대화된 플랫폼입니다. 휴대성이 우수하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변형계
및 광섬유 모니터링 기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대 5일간 환자 ICP 데이터 추이
및(USB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 실시간 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시스템은 Camino Flex Ventricular Catheter를 이용하여 뇌척수액을 배출하고
발생원에서 ICP를 모니터링하할 수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120시간 동안
지속적인 고정확도 파형을 생성하여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시스템은 뇌 온도 관리를 위해 연속적으로 두개내 온도를 측정합니다. Camino는
독립형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나,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환자 이송 중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모니터의 중요 기능
임상 활용 동안, Camino ICP Monitor는 관찰 과정과 환자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개의 중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환자의 ICP/ICT 데이터 평가와 환자 매개변수 설정을 위한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 환자의 평균 ICP 값이 명시된 사용자 제한보다 5초 이상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생리학적 경보
• 환자 이송 중에 모니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 환자의 ICP 추이 데이터를 최대 5일동안 보관
• 환자 데이터를 환자 병상 모니터로 이전 출력
• 환자 데이터를 USB 드라이브 또는 디지털 스트리밍을 통해 원격 미디어
타입으로 추출 출력
Natus Neuro 카테터의 사용 설명은, 각각의 카테터와 함께 제공된 사용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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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 검토
Natus Neuro 는 Camino ICP Monitor 를 사용, 작동 및 관리하는 모든 의사, 간호사와
기술자들이 시스템 사용 전에 사용자 설명서를 재검토 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명서를 읽은 후 추가 질문이 있으면 Natus Neuro 에 문의하십시오.

모니터 사용에 관한 경고 목록
다음 경고를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위험해지거나 측정값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 Camino ICP Monitor는 한 번에 한 명의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제한합니다.
• Camino ICP Monitor와 그 부속품은 자기공명(MR) 환경에서 사용이 금기됩니다.
• 치료 전에 ICP 경보 상한이 각 환자에게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 경보 패널에 있는 경보 꺼짐을 선택하면, ICP 경보 상한이 무기한으로
해제됩니다. 이 기능이 선택된 경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경보를 가능상태로
다시 만들려면, 경보 켜짐 및 수락 버튼을 누르십시오.
• Camino ICP Monitor의 변경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 Camino ICP Monitor는 민감한 전자 기기입니다.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십시오. 손상이 의심되면 Natus Neuro로 연락하십시오.
• Camino ICP Monitor를 환자 병상 모니터와 연결하기 전에, 환자 병상 모니터
제조업체의 사용자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 환자,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모니터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막으려면, 모니터가 장비 폴에 안전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 환자,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의 부상과 모니터의 손상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사람의 발에 밟히지 않는 곳에 놓으십시오.
• 만약 이 장비가 다른 장비와 인접하게 또는 쌓여져서 사용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 향후 유지될 배치 환경에서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경보 소리를 약하게 할 수 있는 물체로 경보 스피커를 가리지 마십시오.
• 전기충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Camino ICP Monitor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서비스는 Natus Neuro의 자격증 있는 서비스 종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전기 충격을 막기 위해서 Natus Neuro(REF # 025430)에서 제공하는 AC 전원
어댑터만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A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면 전기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전기 충격 위험을 방지하려면, IEC 60601 인증 병상 모니터에만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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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 인화성 마취제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공기, 산소,
또는 이산화 질소가 혼합된 가연성의 마취제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Natus Neuro에서 제공한 부속품만 Camino ICP Monitor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카테터, 카테터 케이블, 배터리, AC 전원 어댑터, 그리고 USB-to-R232 어댑터
케이블 등이 다 포함됩니다.
• Camino ICP Monitor가 환자 병상 모니터와 연결된 사이에 전원을 잃고 꺼진다면,
환자 측정을 위해서 환자 병상 모니터의 ICP 값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자 병상
모니터의 ICP 값이 무효가 됩니다.
• 배터리 부족 경보가 작동되면 모니터를 AC 전원 공급 장치에 즉시 연결하십시오.
• 배터리 사용 시:
- 80°C 이상으로 온도를 높이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열지 마십시오.
- 불 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 배터리가 점화, 폭발, 누출 또는 과열되어 개인적인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회로 단락을 하지 마십시오.
- 같은 부품 번호(REF # 026950)의 배터리로만 교체 하십시오.
- 다른 배터리 사용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환자, 사용자, 다른 사람의 부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가 사용되는 동안 배터리
덮개가 안전하게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Camino 광섬유 카테터와 Camino Flex 카테터를 동시에 모니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Camino ICP Monitor는 Flex 카테터 또는 광섬유 카테터로 모니터에 연결해 ICP 측정을
보고 하도록 설계 되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부정확한 ICP 측정의 결과로 인한 가능한 환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Camino 광섬유 카테터를 환자에게 이식하기 전에 3장에 실린 단계를 항상
실행하십시오. 특별히 이식 전에 새 광섬유 카테터의 ICP 값이 카테터가 빈
공간에 있을 때 제로로 조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테터가 환자의 몸
속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다시 제로로 맞추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 Camino 광섬유 카테터가 Camino ICP Monitor에 제로로 표시되면, 환자 측정에
사용된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교체하지 마십시오. 카테터가 제로가 된 후에
다른 케이블로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교체하면 부정확한 환자 측정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Camino 광섬유 카테터가 Camino ICP Monitor에 제로로 표시되면, 제로가 된
카테터를 다른 모니터로 옮기지 마십시오. 제로가된 카테터를 다른 모니터로
옮기는 것은 ICP 측정을 부정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부정확한 ICP 측정의 결과로 인한 가능한 환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Camino Flex 카테터를 환자에게 이식하기 전에 3장에 실린 각 단계를 항상
실행하십시오. 특별히 Flex 카테터를 모니터가 오토제로(예: 초기화) 절차를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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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공중에 걸어 보관하십시오.

• Camino Flex 카테터가 Camino ICP Monitor에 의해 초기화(자동제로화)가 되었으면,
환자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Camino Flex의 연장 케이블을 교체하지 마십시오.
Flex 카테터가 초기화 된 후에 연장 케이블을 다른 케이블로 교체하는 것은,
부정확한 ICP 측정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Camino Flex 카테터가 Camino ICP Monitor에 의해 초기화(즉, 자동제로화)가 된 후에는,
초기화된 카테터를 다른 모니터로 옮기지 마십시오. 초기화된 카테터를 다른
모니터로 옮기는 것은 ICP 측정을 부정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Camino ICP Monitor는 가장 최근의 5일부터 평균 ICP 데이터만을 저장합니다. 5일
이상 저장된 모든 추이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만약 관찰이 5일 이상 지속된다면,
새 카테터를 권장되는 살균 상태 아래서 새 카테터로 교체하십시오. 카테터를
교체하면 추이 데이터가 재설정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카테터를 교체하기
전에 보유하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십시오.
• Camino ICP Monitor를 가압 살균 처리하거나 액체에 담그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액체에 노출되었으면 유닛을 끄고 AC 전원 어댑터를 제거한 후 유닛을
건조시키십시오. 다시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바이오메드 스태프에게 점검을
위해 보내십시오.
• Camino ICP Monitor시스템을 세척 및 살균할 때 7장에 기록된 세척 세제만
사용하십시오.
• 7장에 기록되지 않은 용액 또는 세척 세제를 사용하면 Camino ICP Monitor의
플래스틱 외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휴대용 RF 통신 장비(안테나 케이블 및 외부 안테나 등의 주변 기기 포함)는 Natus
Neuro가 지정한 케이블 등 모든 Camino ICP Monitor부품으로부터 30cm(12인치)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장비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Camino ICP Monitor의 전원을 켜기 전에 케이블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 사용자/시설에서 의무화된 전기 안전 정기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 Camino ICP Monitor를 비의료기기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접지된 구성 요소와 환자를 동시에 만지지 마십시오.
• Camino ICP Monitor를 켜고 사용하기 전에 적절히 접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Camino ICP Monitor는 공인된 전문 의료인이 본 Camino ICP 사용자 설명서를 읽고
이해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amino ICP Monitor시스템에는 Natus가 선정한 퓨즈만 사용하십시오.
• Camino ICP Monitor는 주 전원 공급 장치와의 분리 수단으로 메인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모니터를 메인 플러그를 연결하기 힘든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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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부품
Camino ICP Monitor는 특별히 환자의 ICP 및 온도를 모니터 할 수 있는 명시된 Natus
Neuro 카테터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전기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밖의 모니터 부품에 대해 설명합니다.

앞면 패널
앞면 패널 구성:

번호

항목

설명

1

핸들

모니터를 운반할 때 사용되는 핸들.
환자의 ICP 및 ICT 레벨을 모니터하는 데이터 및

2

터치 스크린

제어 매개변수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공합니다.
모니터의 녹색 발광 다이오드 버튼은 AC 전원

3

전원 상태

어댑터에 의해 전원이 사용됨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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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버튼

모니터를 켜고 끕니다.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뒷면 패널
뒷면 패널 구성:

번호

항목

1

USB 포트

2

AC 전원 어댑터 포트

설명
USB 전송 또는 디지털 스트리밍을 통한 추이
데이터 추출을 위한 연결 포트입니다.
AC 전원 코드를 위한 연결 포트.
PMIO 케이블을 위한 연결 포트. 이 케이블은

3

PMIO 포트

Camino ICP Monitor 를 환자 병상 모니터로
연결하는데 사용됩니다.

4

폴 고정쇠

5

공기 구멍

6

케이블 줄

모니터를 장비 폴에 잠그는 고정쇠 시스템.
냉각팬에 의하여 순환된 공기가 모니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격자무늬의 구멍.
수송 중 AC 전원 어댑터를 잠그기 위해서
고무줄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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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패널
오른쪽 패널 구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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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온도 포트

2

압력 포트

3

압력 포트

설명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커넥터 온도를 위한 연결
포트.
Natus Camino Flex 연장 케이블(오직 압력만)의 ICP
커넥터를 위한 연결 포트.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의 ICP 커넥터를 위한 연결
포트.

바닥 패널
바닥 패널 구성:

번호

항목

1

배터리 문 덮개

2

공기 구멍

설명
14.4 V 리튬 이온 배터리 접속/교체를 위한
이동성 덮개.
냉각팬에 의하여 순환된 공기가 모니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격자무늬의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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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패널
왼쪽 패널에는 사용 가능한 커넥터 포트나 버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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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 시스템의 첫 번째 설정
초기 설정 절차
1단계: 시스템(REF # CAM02) 꺼내기
Camino ICP Monitor운송박스에서 내용물을 꺼내고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Natus Neuro에서 제공한 부속품만 Camino ICP Monitor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카테터, 카테터 케이블, 배터리, AC 전원 어댑터, 그리고 USB-to-R232
어댑터 케이블 등이 다 포함됩니다.
내용물

설명

Camino ICP Monitor
수량 = 1

AC 전원 어댑터(18V DC
REF # 025430
수량 = 1

, 1.67A, 3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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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V 리튬 이온 배터리
REF # 026950
수량 = 1

Natus PMIO 환자 병상 모니터 케이블
REF # 025420
수량 = 1

Camino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REF # CAMCABL
수량 = 1

Camino Flex 연장 케이블
REF # FLEXEXT
수량 = 1

USB-RS232 어댑터 케이블
REF # 025440
수량 = 1

사용자 매뉴얼
REF # 025870
수량 = 1
내용물을 다 꺼내고 나서, 배송과정에서 손상되거나 분실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손상이 발견되면, 운반자와 제공자에게 알리고 모든 배송
상자를 검사를 위해 보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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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배터리 설치
필립스 드라이버와 Natus Neuro에서 제공한 14.4V 리튬 이온 배터리로 다음 단계를
실행하십시오.
1.

모니터의 플러그가 빠져있고 또 꺼져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2.

핸들이 밑을 향하도록 모니터를 위에서 아래로 돌리십시오.

3.

배터리 덮개를 빼기 위해 2 개의 나사를 제거하십시오.

4.

배터리의 Natus Neuro 로고가 있는 쪽이 위로 향했는지를 확인하고 배터리를
삽입하십시오.
A.

배터리 앞쪽의 배터리 커넥터를 모니터 위의 커넥터 구멍과 나란히
맞추십시오.

B.

배터리가 완전히 그 자리에 삽입될 때까지 배터리 커넥터를 모니터
커넥터 구멍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5.

2 개의 작은 나사를 다시 삽입하여 배터리 덮개를 모니터에 잠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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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해당 지역 사정에 맞는 AC 전원 어댑터 플러그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1.

AC 전원 어댑터를 상자에서 꺼내고, 해당 지역 사정에 맞는 어댑터 플러그를
AC 전원 어댑터의 뒤쪽에 끼우십시오.

AC 전원 어댑터의 뒤쪽

영국

유럽

호주

A.

어댑터 플러그의 두 구멍을 AC 전원 어댑터의 두 갈래 위에 나란히 놓으십시오.

B.

어댑터 플러그를 플러그 바닥 전체가 AC 전원 어댑터에 잘 들어갈 때까지 두
갈래에서 밑으로 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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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 어댑터 플러그가 자기 자리에서 딱 소리를 낼 때까지 부드럽게 앞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2.

어댑터 플러그를 옮기려면 AC 전원 어댑터 위의 해제 버튼을 누르고
플러그를 어댑터로부터 잡아 당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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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모니터를 AC 전원에 끼우기
Natus Neuro에서 제공한 AC 전원 어댑터로 다음의 단계를 실행하십시오.
1.

모니터를 편평한 표면에 놓으십시오.

2.

AC 전원 어댑터를 Camino ICP Monitor 에 연결하십시오.
A.

모니터 뒤에 AC 전원 어댑터의 커넥터 끝을 Input: 18V

라는 레이블이

부착된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B.
3.

AC 전원 어댑터 플러그 끝을 접지된 벽면 AC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모니터를 켜십시오. 모니터 앞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모니터에
설정 과정이 개시 되기 전에 Camino ICP Monitor 에 Natus Neuro 로고가 나타날
것입니다.

4.

초기 설정 과정이 완료되면, Camino ICP Monitor 에서 1 초간 시작 신호음이
울리고 터치 스크린에 메인 패널이 나타납니다.
시작 신호음의 목적은 오디오 경보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시작 과정 중에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Natus
Neuro로 서비스를 위해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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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시간 및 날짜 설정
1.

터치 스크린에서 설정탭을 누르고 시간 및 날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원하는 필드(시간, 분, 날짜, 월, 또는 년도)를 누르고
화살표를 사용해 적절한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다음 단계에서 이러한 각
설정을 승인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승인을 누르십시오. Camino ICP Monitor 가 터치 스크린에 선택된 시간 및
날짜를 표시할 것입니다.

6단계: 언어 지정
1.

터치 스크린에서 설정 탭(왼쪽에서 네 번째 탭)을 누르십시오.

2.

언어 설정을 누르십시오.

3.

표시된 언어: 메뉴에서 화살표를 사용하여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4.

승인을 누르십시오. 터치 스크린에 나타나는 모든 글들이 선택된 언어로
Camino ICP Monitor 에 나타날 것입니다.

1

설정 탭

2

언어 설정 버튼

3

언어 선택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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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AC 전원을 사용하여 배터리를 최대 용량으로 충전하십시오.
1.

모니터를 끄십시오. 모니터 앞의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2.

Camino ICP Monitor 의 AC 전원을 켜놓고 모니터를 5 시간 동안 끄십시오.
그러면 배터리가 최대 용량으로 재충전됩니다.

3.

5 시간 후에, 전원 버튼을 눌러 모니터를 켜십시오.

4.

터치 스크린의 배터리 파워 상태 바에 4 개의 녹색 기둥이
표시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4 개 모두 있으면 배터리가 최대
용량으로 충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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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 임상 사용을 위한 시스템의 설정
임상 사용을 위한 시스템의 설정
다음 섹션은 모니터 위치 잡기, 모니터 전원 올리기, 그리고 임상 사용 전
모니터에 카테터 연결하기의 지침을 포함합니다.

모니터 위치 정하기
Natus Camino ICP Monitor 는 딱딱하고 편평한 지면에 놓거나 장비 폴에 안전하게
고정 또는 환자 옆 베드 서포트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환자 및 모니터
사이의 거리는 Natus 카테터 케이블의 길이에 의해 제한됩니다. Natus 카테터
케이블을 Natus 연장 케이블이 아닌 다른 케이블과 연결하여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니터의 과열을 막으려면:
• 뒤와 밑에 있는 공기 구멍을 막지 마십시오.
모니터를 푹신하거나 고르지 않은 지면에 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니터의 공기
구멍을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 이동 중에 모니터를 침대 위에
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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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폴에 고정(해당하는 경우)
Camino ICP Monitor에는 모니터를 장비 폴에 붙이는 고정쇠가 포함됩니다.
고정하기:
1.

모니터 뒤에서, 폴 고정쇠를 장비 폴에 맞추십시오.

2.

모니터가 장비 폴에 안전하게 고정되도록 폴 고정쇠의 손잡이를 조이십시오.

1

클램프

2

폴

폴 고정쇠는 지름이 0.5인치(12.7mm)와 1.2인치(30.5mm) 사이인 장비 폴을
지탱합니다.
환자,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주거나 모니터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막으려면, 모니터가 장비 폴에 안전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액체가 모니터 안으로 떨어져 일어나는 내부 부품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I.V. 백 또는 경관 밑에 모니터를 두지 마십시오. 만약 액체가 모니터로 떨어지면,
빨리 모니터를 말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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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ON/OFF 전원
시스템 켜기
전기 충격을 막기 위해서 Natus Neuro(REF # 025430)에서 제공하는 AC 전원
어댑터만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A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면 전기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모니터를 AC 전원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A.

모니터 뒤에 AC 전원 어댑터의 커넥터 끝을 Input: 18V

라는 레이블이

부착된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2.

1

AC 전원 어댑터

2 AC 전원 어댑터 커넥터

B.

AC 전원 어댑터 플러그 끝을 접지된 벽면 AC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모니터를 켜십시오.
A.

모니터 앞의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B.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 설정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몇 초간 Natus Neuro
로고가 터치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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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 과정이 완료되면, 모니터에서 일 초 동안 설정 톤 소리가 나고 메인
패널이 나타납니다.
시작 신호음의 목적은 오디오 경보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시작 과정 중에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Natus
Neuro 로 서비스를 위해 연락하십시오.
환자,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의 부상과 모니터의 손상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사람의 발에 밟히지 않는 곳에 놓으십시오.

시스템 끄기
모니터 앞의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모니터가 정지되어 꺼지지 않으면 몇 초
동안 전원 버튼을 눌러 시스템을 강제로 종료하십시오.

전원 배터리 사용
Camino ICP Monitor는 완전히 충전 되었을 때에 적어도 1.5 시간 동안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재충전용 14.4V 리튬 이온 배터리를 포함합니다. 배터리는 환자
이송 때에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배터리를 최대 용량으로 충전하기 위해, 모니터를 끄고 AC 콘센트에 적어도
5시간 이상 사용 전에 꽂아두십시오.

•

환자 사용중의 배터리 충전 관리를 확실히 하려면, 가능한 항상 AC 콘센트에
모니터를 꽂아주십시오.

만약 배터리가 1.5시간 동안 모니터에 전원 공급하는 데에 문제를 보이면,
배터리가 제대로 기능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터리 충전" 테스트(9장)를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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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원 표시기
터치 스크린의 상태 바에는 사용 가능한 배터리 충전량을
표시하는 배터리 전원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

배터리 충전 수준이 15분 이하로 떨어지면, 모니터는 영상 경보를 작동합니다.

•

만약 배터리 충전 수준이 5분 이하로 떨어지면, 모니터는 음향 경보를
작동합니다.

배터리 부족 경보에 대처하는 자세한 내용은 5장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검사/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9장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사용시:
• 80°C 이상으로 온도를 높이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열지 마십시오.
• 불 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 배터리가 점화, 폭발, 누출 또는 과열되어 개인적인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회로 단락을 하지 마십시오.
• 같은 부품 번호(REF # 026950)의 배터리로만 교체 하십시오.
• 다른 배터리 사용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 사용자, 다른 사람의 부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가 사용되는 동안
배터리 덮개가 안전하게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작 신호음의 목적은 오디오 경보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시작 과정 중에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Natus Neuro 로 서비스를
위해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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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no ICP Monitor 의 적절한 배터리 전원 사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배터리는 Natus Neuro(REF # 026950)에서 제공한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교체
배터리를 주문하려면 Natus Neuro 에 연락하십시오.

알림
Camino ICP Monitor는 배터리가 유닛 내(배터리가 전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에
설치 되어있는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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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보관
만약 Camino ICP Monitor 를 몇 개월 또는 그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니터를
보관하기 전에 배터리를 모니터에서 꺼내십시오. 시원하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배터리를 보관하십시오.

알림
만약 Camino ICP Monitor가 오래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배터리 충전이
상실됩니다. 항상 사용 전에 배터리가 최대 용량으로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Camino ICP Monitor는, 모니터가 AC 전원에 꽂혀있는 동안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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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s Neuro 카테터의 소개
Camino ICP Monitor 는 다음의 Natus Neuro 카테터를 지원합니다.
카테터

측정

설명

Camino 광섬유

ICP/온도

광섬유 압력/온도 카테터 및 압력

(110-4 시리즈)
Camino Flex

변환기 끝 카테터.
ICP

실리콘 변형계 압력 변환기 끝 9/10
FR 카테터.

카테터 사용설명을 완료하기 위해, Natus Neuro에서 개별 카테터에 제공하는
사용지침을 보십시오.
광섬유 카테터 및 Flex 카테터를 동시에 모니터와 연결하지 마십시오.
Camino ICP Monitor는 Flex 카테터 또는 광섬유 카테터로 모니터에 연결해 ICP
측정을 보고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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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no 광섬유 카테터(110-4 시리즈)의 연결
광섬유 카테터(110-4 시리즈)를 Camino ICP Monitor에 연결하려면 Camino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REF#CAMCABL)이 필요합니다.
부정확한 ICP 측정의 결과로 인한 가능한 환자 부상의 막기 위해, 광섬유
카테터를 환자에게 이식하기 전에 다음의 각 단계를 항상 실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식 전에 새 광섬유 카테터의 ICP 값이 카테터가 빈 공간에 있을 때
제로로 조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테터가 환자 몸 속에 있을 때 제로로
맞추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알림
카테터를 환자에게 이식하기 전에, 온도가 타당한 값(실온)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하기:
1.

모니터의 오른쪽으로,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ICP 및 온도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2

카테터 케이블의
온도 커넥터

3

카테터 케이블의
압력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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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케이블의 ICP 커넥터(P)를 ICP(CAMCABL) 표시된 포트에 붙이십시오.

고정하기:
•

케이블 커넥터 위에 있는 빨간 점을 모니터 포트에 있는 빨간
삼각형과 나란히 놓고 단단히 미십시오.

•
B.

계속하기 전에 케이블이 모니터에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환자를 위해 온도를 감시하면, 케이블의 온도 커넥터(T)를 표시된
포트 ICT(CAMCABL) 안으로 넣어서 붙이십시오.

고정하기:
•

케이블 커넥터 위에 있는 빨간 점을 모니터 포트에 있는 빨간
삼각형과 나란히 놓고 단단히 미십시오.

•
2.

계속하기 전에 케이블이 모니터에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술이 살균장소에서 이루어지면, 원하는 Camino Pressure Monitoring Kit(모델
110-4 시리즈)를 선택하십시오. 키트의 사용 설명은, 각 키트와 함께 제공된
사용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3.

카테터를 살균 상자에서 꺼내어 ICP 및 온도 커넥션을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에 단단하게 부착하십시오.
A.

카테터로부터 ICP 변환기를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의 ICP 커넥터에
부착하십시오.

B.

해당하는 경우, 카테터로부터 온도 서미스터를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의
온도 커넥터에 부착하십시오.

40

1

카테터의 온도 서미스터

2

카테터 케이블의 온도 커넥터

3

카테터의 ICP 변환기

4

카테터 케이블의 ICP 커넥터

4.

온도 카테터가 처음 열린 공간(실온)에서 연결 되었을때, Camino ICP Monitor 는
•

경보를 울리고

•

상태 바에 “정확성 범위 밖에서의 온도”를 표시합니다.

카테터가 여전히 빈 공간에 있는 동안 경보를 임시로(3초) 조용하게 만들려면,
노란 경보 버튼을 누르십시오.
5.

ICP 값이 모니터에서 0mmHg 로 읽혀지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기 위해,
터치 스크린에 있는 기본 탭을 누르고 ICP 값을 보십시오. 만약 ICP 값이
0mmHg 로 읽혀지지 않으면
A.

기본 탭에 있는 단위 버튼을 누르고 파형 범위를 -10~20mmHg 로
선택하십시오. 단위 버튼을 한번씩 누를 때 마다 그 다음 범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B.

카테터 키트에서 검은색의 제로 조절 도구를 꺼내십시오.

C. ICP 값을 증가/감소시키는 카테터 변환기 밑에 위치한 나사를 이 도구로
조절하십시오.

1

카테터의 변환기

2

제로 조절 도구

D. ICP 값을 0mmHg 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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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에게 카테터를 이식하기 전에, 광섬유 카테터를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로부터 연결을 끊으십시오.

7.

환자에게 카테터를 이식하고나서,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카테터에 다시
연결하십시오.
광섬유 카테터가 Camino ICP Monitor 에 제로가 되었으면, 환자 측정에

사용된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교체하지 마십시오. ICP 카테터가 제로가 된 후에
다른 케이블로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교체하면, 부정확한 환자 측정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광섬유 카테터가 Camino ICP Monitor 에 제로로 표시되면, 제로가 된
카테터를 다른 모니터로 옮기지 마십시오. 제로가된 카테터를 다른 모니터로
옮기는 것은 ICP 측정을 부정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림
만약 환자가 ICP 카테터만을 요구하면, 터치 스크린 위의 온도 값은 두 개의
대쉬 기호 선과 함께 백지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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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no Flex 카테터 연결하기
Camino Flex 카테터를 Camino ICP Monitor에 연결하려면, Camino Flex 연장 케이블(REF
# FLEXEXT)이 요구됩니다.
부정확한 ICP 측정의 결과로 인한 가능한 환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Camino Flex 카테터를 환자에게 이식하기 전에 다음의 각 단계를 항상
실행하십시오. 특별히 Flex 카테터를 모니터가 오토제로(예: 초기화) 절차를 마칠
때까지 공중에 걸어 보관하십시오.
연결하기:
1.

모니터의 오른쪽에서 검은 배럴에서 가장 가까운 Flex 연장 케이블의 끝을
ICP(FLEXEXT) 표시된 포트에 부착하십시오.

Flex 연장 케이블

2.

검은 배럴

포장 상자에서 Flex 카테터를 꺼내십시오. 이 카테터의 사용을 위한 설명을
끝내기 위해, Flex 카테터 포장상자에 함께 제공된 사용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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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작업이 살균 장소에서 이루어 질 때, Flex 카테터 커넥터의 남자 끝 부분을
Flex 연장 케이블 커넥터의 여자 끝 부분에 연결하십시오(정렬 화살이 각 끝에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Flex 케이블의 메일 끝 Flex 연장 케이블의피 메일 끝
4.

부착이 정확하게 되면, Camino ICP Monitor 는 상태 바에 “카테터 초기화 중”을
표시합니다.

5.

초기화(즉 자동제로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모니터 상태 바에 “카테터 장애” 메시지가 보고되면, 새로운 카테터로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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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인을 누르십시오. 제로가 아닌 ICP 값이 기본 패널에 나타날 것입니다.

기본 패널의 ICP 값

알림
ICP 값이 제로가 아님이 나타날 때 이 값은 카테터가 공기 중에 있을 때의 수화
작용 차감을 반영하는 것 임을 기억하십시오. 카테터가 환자에게 주입되면 이
값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7.

환자에게 카테터를 이식하기 전에, Flex 카테터를 Flex 연장 케이블로부터
연결을 끊으십시오. 이것은 갑작스런 압력 변화로 인한 경보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카테터의 움직임 동안 모니터가 IPC 를 측정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8.

환자에게 카테터를 이식한 후에, Flex 카테터를 Flex 연장 케이블로 다시
연결하십시오.
Flex 카테터가 Camino ICP Monitor 에 의해 초기화(즉, 자동 제로화)가 된
후에는, 초기화된 카테터를 다른 모니터로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초기화된
카테터를 다른 모니터로 옮기는 것은 ICP 측정을 부정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Flex 카테터가 Camino ICP Monitor 에 의해 초기화(자동제로화)가
되었으면, 환자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Camino Flex 의 연장 케이블을
교체하지 마십시오. Flex 카테터가 초기화 된후에 Flex 연장 케이블을 다른
케이블로 교체하는 것은, 부정확한 ICP 측정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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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중의 일시적 압력 변화 또는 카테터 제거로 인한 경보 유발
만약 Flex 카테터가 이식 중 또는 카테터 제거 중에 모니터와 연결되어 있으면,
카테터가 움직이는 동안 갑작스런 ICP 측정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압력변화의 수준에 따라서, ICP 측정이 임시적으로 모니터에 있는 ICP 정확성
범위(-10 mmHg 및 125 mmHg사이)를 초과하여 다음의 경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ICP가 정확성 범위를 벗어남”

또는
•

“ICP 카테터 장애”

만약 이 경보가 이식 중 또는 카테터 제거 중에 유발되었으면, Flex 카테터 및 Flex
연장 케이블을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46

환자 병상 모니터에 연결하기(해당하는 경우)
Camino ICP Monitor는 환자 병상 모니터로 연결을 위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이
연결에는 두 개의 Natus Neuro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케이블
PMIO

REF #
025420

설명
Natus 모니터로를 환자 병상 모니터에
연결하기 위한 기본 케이블.

모니터 어댑터 케이블 ICPXX 및 ICTXX

PMIO 케이블과 공급업체별 환자 병상
모니터를 연결하는 어댑터

어떤 모니터 어댑터 케이블이 특정 환자 병상 모니터에 요구되는지를 결정하려면,
Natus Neuro로 연락하십시오.
Camino ICP Monitor를 환자 병상 모니터와 연결하기 전에, 환자 병상 모니터
제조업체의 사용자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전기 충격 위험을 방지하려면, IEC 60601 인증 병상 모니터에만
연결하십시오.

47

두 개의 모니터 동기화 과정
Camino ICP Monitor와 환자 병상 모니터가 똑같은 ICP 값, ± 1 mmHg 또는 1% 모니터
판독으로(더 큰 것) 보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실행하십시오.
이러한 단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각각 수행해야 합니다.
•

처음 Camino ICP Monitor를 환자 병상 모니터로 연결할 때.

•

만약 Camino ICP Monitor가 환자 병상 모니터와 연결이 끊어졌다면(예를 들면,
환자가 CT 또는 OR 을 위해 이송), 재연결이 필요합니다.

•

사용 중에 Camino ICP Monitor및 환자 병상 모니터 사이의 ICP 값(더 큰 것)이
모니터 판독으로 ± 1 mmHg 또는 1% 보다 더 큰 ICP 값의 차이가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만약 ICP 값이 100mmHg 이상이면, 두 모니터 사이의 차이는 2mmHg입니다.
1 단계: 두 개의 모니터 연결
알림
다음 단계를 수행하는 동안 동기화 과정을 취소하려면 완료를 누르십시오.
Camino ICP Monitor를 환자 병상 모니터로 연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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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tus Neuro 모니터의 뒤 패널에서 PMIO 레이블 포트에 PMIO 케이블의
커넥터 끝을 연결하십시오.
•

PMIO 케이블 커넥터 위에 있는 빨간색 점을 모니터 포트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과 나란히 놓고 세게 누르십시오.

•

계속하기 전에 케이블이 모니터에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 AC 전원 어댑터 케이블
B.

2

PMIO 케이블

PMIO 케이블의 반대쪽 끝부분을 압력용(및 온도용, 해당되는 경우)
모니터 어댑터 케이블에 연결하십시오.

C. PMIO 케이블과 어댑터 케이블을 환자 병상 모니터 위의 온도/압력 모듈에
연결하십시오.

알림
Camino ICP Monitor는 Cerebral Perfusion Pressure(CPP) 범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PMIO 케이블 위에 CPP 커넥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단계: “모니터와 동기화” 버튼 누르기
Camino ICP Monitor터치 스크린에서 모니터와 동기화 버튼을 누르십시오. Natus
Neuro 모니터는 0mmHg의 ICP 값을 1분 동안 전송합니다. 환자 병상 모니터가 0이
될 남은 시간의 양을 보여주는 초읽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3 단계: Natus Neuro 모니터로 환자 병상 모니터 제로화
환자 병상 모니터에서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모니터를 제로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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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동기화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값 확인

알림
25mmHg, 50mmHg 및 100mmHg에서는 다음 동기화 확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Natus
Neuro에서는 권장합니다.
Camino ICP 터치 스크린에서 추가 값 확인 버튼을 눌러 추가 ICP 값을 환자 병상
모니터로 범위 입증을 위해 전송하십시오.
•

25mmHg

•

50mmHg

•

100mmHg

추가 값 확인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 마다 그 다음 ICP 값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추가 값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3장의 마지막 단계 “동기화 과정
완료”로 진행하십시오.
A.

Camino ICP Monitor 의 터치 스크린에서, 추가 값 확인 버튼을 눌러
25mmHg 의 ICP 값을 최대 1 분 동안 환자 병상 모니터에 전송하십시오.

환자 병상 모니터에 표시된 추가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표시되어
카운트 다운됩니다.
B.

환자 병상 모니터의 ICP 값이 안정되면, 환자 병상 모니터가 Camino ICP
Monitor 와 같은 값을 읽는지 확인하십시오.

25mmHg, ±1mmHg
C. 확인하려 하는 각 추가 값에 대해 이 섹션의 A~B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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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동기화 과정 완료
동기화 과정을 완료한 후 완료를 누르십시오. 환자 병상 모니터의 ICP 값이
안정되면, 환자 병상 모니터가 Camino ICP Monitor와 같은 ICP 값을 읽는지 확인
하십시오(모니터 판독으로 ± 1mmH 또는 1%, 더 큰 것).
환자 치료 중에, Natus Neuro는 임상 스태프가 다음과 같이 하는 동안 두 모니터
사이에서 ICP 값을 비교할 것을 권장합니다.
•

ICP 리코딩

•

ICP 취급

•

각 병원의 유닛 정책을 따름.
Camino ICP Monitor가 환자 병상 모니터와 연결된 사이에 전원을 잃고

꺼진다면, 환자 측정을 위해서 환자 병상 모니터의 ICP 값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자 병상 모니터의 ICP 값이 무효가 됩니다.

알림
동기화 과정이 완료된 후에는, 항상 환자 병상 모니터의 측정 대신 Camino ICP
Monitor 의 측정을 사용하십시오. 두 모니터 사이에 이동이 발생하면, Camino ICP
Monitor 의 ICP 값을 환자 측정을 위해 사용하시고 두 모니터의 동기화 절차를
반복하십시오(4 장 참조).

환자 병상 모니터 위의 온도 및 압력 측정에 대하여
Camino ICP Monitor는 -10mmHg~125mmHg 범위의 조직 압력과 30°C~42°C 범위의
조직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압력 또는 온도 값이 환자 병상에
연결된 Camino ICP Monitor에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Natus Neuro 모니터가 ICP
또는 온도 정확도 범위 경보 조건을 위해 낮은 우선순위 경보를 활성화합니다.
경보 상태의 타입에 따라서, Natus Neuro 모니터는 Natus Neuro 모니터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음을 지시하기 위해 -15mmHg의 압력 값 또는 15°C의 온도 값을
환자 병상 모니터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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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관
만약 Camino ICP Monitor를 몇 개월 또는 그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니터를
보관하기 전에 배터리를 모니터에서 꺼내십시오. 보관하는 동안 모니터를 다음의
환경 상태에 맞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온도: -20°C ~ 50°C

•

습도: 25%에서 80% RH, 비 응축

또한 액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 액체가 모니터 내부로 떨어져 내부
구성 요소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케이블 줄을 사용하여 AC 전원 어댑터 싸기
Camino ICP Monitor에는 환자 이송과 저장 동안에 AC 전원 어댑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조절 가능한 줄이 또한 포함됩니다. 이 케이블 줄을 사용하려면 원하는
구멍에 둥근 플라스틱 조임쇠를 넣어 고무줄로 어댑터 코드를 묶고 고정하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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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줄

2

AC 전원 어댑터 코드

4장 – 환자의 ICP 및 온도 모니터링
터치 스크린 정보
Camino ICP Monitor는 평가 및 환자의 ICP 및 온도 관할을 위해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터치 스크린을 포함합니다. 이 터치 스크린은 다른 매개변수로의 접근과 작동을
위한 다음의 탭들을 제공합니다.

탭
기본

추이

경보

설명
환자의 평균 ICP(mmHg) 및 온도(°C) 평가를 위한 장비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을 참조하십시오.
환자의 두개내압 값 기록을 5일 동안 관찰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을 참조하십시오.
고 ICP 경보 제한 명시 장비를 제공하여 경보 소리 전에 모니터가
용납하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을 참조하십시오.
언어, 날짜 그리고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설정

패널은 기본 패널에 나타나는 생동감 있는 파형 그래프를 명시하는
설정을 또한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3분 이상 사용자와 터치 스크린의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다른 모든 탭이
표시될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기본 탭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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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와 동기화 버튼 소개
Camino ICP Monitor로부터 환자 데이터를 환자 병상 모니터로
표시되게 할 경우, 두 개의 모니터 동기화 과정을 시작하려면
모니터와 동기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과정은 환자를 위한 ICP
값이 두 개의 모니터에 똑같이 나타나도록 보장합니다. 이 기능은
동기화 점검을 0mmHg, 25mmHg, 50mmHg 및 100mmHg에
제공합니다. 추가 값 확인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다음의 측정으로
이동합니다. 모니터 동기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을 참조하십시오.

상태 바 재검토
Camino ICP Monitor를 사용할 때, 터치 스크린 밑에 있는 상태 바는 현재 경보 상태,
카테터 및 A/C배터리 전원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상태 바

배터리와 AC 전원의 상태 확인
Camino ICP Monitor는 AC 전원 또는 배터리 충전으로 작동이 됩니다. 모니터의 전원
상태를 확인하려면 터치 스크린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는 배터리 및 플러그
기호를 확인하십시오.
기호

및

AC 전원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AC 전원이 사용되지 않고/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모니터 작동을 위해 배터리 전원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녹색 막대는 남아있는 배터리 충전
레이블을 나타냅니다(다음 섹션 참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AC 전원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배터리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배터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니터 전원 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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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배터리 양 확인
Camino ICP Monitor는 배터리 충전 레이블을 지적을 위해 다음의 기호들을
상태막대에 나타냅니다.
기호

색

충전 가능

녹색

75% ~ 100%

녹색

50% ~ 75%

녹색

25% ~ 50%

녹색

25% 미만

노란색 불이
번쩍임

5분 미만

만약 배터리 충전 수준이 15 분 미만으로 떨어지면, 모니터는 상태 바에 오류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배터리 충전 수준이 5 분 미만으로 떨어지면,
모니터는 기술경보를 작동합니다. 추가 정보는 5 장을 참조하십시오.

경보 소개
Camino ICP Monitor 는 고 ICP 경보한계 초과를 위해 하나의 생리학적 경보를,
장비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적 경보를 작동합니다. 최대
ICP 경보한계 설정을 위한 설명은 4 장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각 경보 유형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 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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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ICP 및 온도 모니터링
환자의 평균 ICP 및 온도 값을 숫자 데이터로 보려면 기본 탭을 누르십시오. ICP는
생동감 있는 파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개변수
1

설명
시간과 대조한 ICPmmHg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생동감 있는
파형(고형 또는 선)처럼 나타납니다. 파형 타입을 지정하려면,
설정 탭을 누르십시오. 지침은 4장을 참조하십시오.

2

평균 ICP mmHg 안에서 숫자 값으로 나타납니다.

3

환자를 위한 ICP 경보 상한을 나타냅니다. 만약 환자의 평균
ICP 가 5초 이상 이 한도를 초과하면, 경보가 울립니다. 이
한도를 지정하려면 4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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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온도는 섭씨(°C)로 나타납니다.

5

ICP 파형을 위한 압력 범위의 눈금을 명시하십시오.

평균 ICP 값의 수적 디스플레이에 관하여
터치 스크린에 나타나는 ICP 숫자 값은 ICP의 지속적 측정을 시간평균으로 나타낸
환자의 평균 ICP 값입니다. 나타내어진 값은 가장 가까운 1mmHg로 올림 된
것입니다.

ICP 파형 범위의 비율
만약 기본 패널의 ICP 파형이 명확성을 위해 치수조절을 요구하면, 범위 버튼을
눌러 다른 파형 범위를 명시하십시오. 범위에 포함되는 것:

범위(mmHg)

증가(mmHg)

0 ~ 30

5

0 ~ 50

10

0 ~ 100

10

0 ~ 150

25

-10 ~ 20

5

범위 버튼을 한번씩 누를 때마다 그 다음 범위로 올라갑니다. -10~20mmHg까지
범위를 설정한 목적은 광섬유 카테터가 제로화 되었을 때 적합한 범위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광섬유 카테터의 제로화 설명은 10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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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 데이터 모니터링
1분 간격으로 녹음된 mmHg의 ICP 추이 데이터의 추이를 보려면 추이 탭을
누르십시오. Camino ICP Monitor는 구체적인 시간의 범위를 볼 수 있는 추이
데이터를 5일 동안 보관합니다. 이 데이터는 USB 전송 또는 디지털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모니터에서 다른 미디어 종류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추출에
관한 지침은 6장을 참조하십시오.

이 패널에 포함된 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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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데이터 추출
환자의 추이 데이터는 모니터 뒤에 있는 USB 포트에 연결된 USB
드라이버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스트리밍
환자 추이 데이터 스트리밍을 위한 기능이 다른 미디어 종류로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USB-RS232 어댑터
케이블을 사용하는 데 필요합니다(6장 참조).

3

ICP 범위
추이 그래프 위에 나타난 ICP 값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4

시간 범위
추이 그래프 위에 나타난 시간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5

환자의 ICP 추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6

평균 ICP(mmHg)에서 숫자 값으로 디스플레이 합니다.

7

ICP 경보 상한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환자의 평균 ICP 값이 이 제한을 5초
이상 초과하면, 경보가 울립니다. 이 한도를 지정하려면 5장을
참조하십시오.

8

조직 온도는 섭씨(°C)로 나타납니다.

추이 데이터의 시간 범위 지정
추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 다른 시간 범위를 명시하려면 시간 범위

버튼을

누르십시오. 시간 범위에 포함되는 것:

•

3시간

•

12시간

•

24시간

•

48시간

•

120시간

시간 범위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다음 시간 범위로 올라갑니다.

추이 데이터를 위한 ICP 범위 지정
만약 추이 패널 위의 ICP 파형이 최적의 조망을 위해 치수 조절을 요구하면, 다른
파형 범위를 명시하기 위해 ICP 범위

버튼을 누르십시오. 범위에

포함되는 것:

범위(mmHg)

증가(mmHg)

0 ~ 30

5

0 ~ 50

10

0 ~ 100

10

0 ~ 150

25

-10 ~ 20

5

ICP 범위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다음 파형 범위로 올라갑니다.

추이 데이터가 재설정되는 경우
카테터 타입에 따라서, 어떤 컨디션은 리코딩 과정 중에 추이 데이터 분실의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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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 경보 상한을 설정하기
생리학적 경보 조정을 위한 설정을 지정하려면 경보 탭을 누르십시오. 이 패널은
최고 ICP 경보 제한 값 명시, 경보 켜짐 및 꺼짐 및 ICP 경보 제한을 개인 설정에서
공장 기본값(20mmHg) 설정으로 복원시키는 화살표를 포함합니다.
이 패널에 포함된 정보:

항목
1

설명
경보 켜짐
생리학적 경보 설정을 활성화합니다. 만약 이 옵션이 선택되면,
환자의 평균 ICP가 명시된 최고 ICP 경보 제한을 5초이상 초과했을 때
모니터는 경보를 울립니다. 기본값으로, 이 옵션이 선택되면
20mmHg으로 설정됩니다.

2

경보 꺼짐
생리학적 경보 설정을 비활성화합니다. 만약 이 옵션이 선택되면,
모니터는 최고 ICP 경보를 해제하고 최고 ICP 경보 울림을
방지합니다. 이 모드에서, 모니터는 상태 막대에 ICP 경보 꺼짐을
나타냅니다. 기술적 경보는 이 옵션에서 해제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3

ICP 경보 상한
모니터가 경보를 활성화하기 전까지 용인할 수 있는 최대 ICP 값을
지정합니다. 이 한도를 명시하려면, 1mmHg 증가 안의 -10mmHg 및
+125mmHg 사이 값을 화살표로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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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4

설명
기본값 복원
개별 설정된 최고 ICP 경보 상한을 공장 기본값 설정(20mmHg)으로
복원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경보 켜짐 버튼이 또한 활성화됩니다.

5

ICP
평균 ICP(mmHg)를 숫자 값으로 나타냅니다.

6

온도
조직 온도를 섭씨(°C)로 나타냅니다.

ICP 경보 상한 산출 소개
Camino ICP Monitor는 터치 스크린에 나타난 숫자 ICP 값으로 표현되는 환자의 평균
ICP 값을 경보 상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디스플레이 된 환자의 평균 ICP
값이 5초 동안 ICP 경보 상한 초과를 계속하여 유지할 때 최대 ICP 경보가
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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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ICP 경보 상한을 명시하기
치료 전에 ICP 경보 상한이 각 환자에게 적절하게 설정 되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1.

터치 스크린에서 경보 탭을 누르십시오.

2.

경보 켜짐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경보 설정을 활성화합니다.

3.

ICP 경보 상한 필드 내에서, 화살표를 이용하여 환자를 위한 ICP 경보 상한을
지정하십시오. 이 범위의 한도는 1mmHg 증가 시 -10mmHg~+125mmHg 임을
기억하십시오.

4.

승인을 누르십시오. 만약 환자의 평균 ICP 값이 명시된 제한을 5 초 이상
초과하면, 모니터는 생리학적 경보를 활성화합니다. 취소를 누르면 모든
변경 사항이 이전의 값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이
경보에 대한 대처방법은 4 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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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스크린 레이블 ICP 경보 상한 표기
3단계에 명시된 경보 한계가 다음의 표기 레이블로 기본 및 추이 스크린에
나타난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

명시된 ICP 경보 상한에 해당하는 그래프 내 수평선

•

경보 상한 기호 옆의 숫자 값

1

ICP 경보 상한

2

ICP 경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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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 경보 상한을 해제하기
최대 ICP 경보를 끄고 Camino ICP Monitor의 생리학적 경보 울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보 꺼짐을 누르고 나서 승인을 누르십시오.
만약 이 옵션이 선택되면, 모니터는 ICP 경보 꺼짐을 상태 바에 나타냅니다.
모니터는 기본 및 추이 스크린으로부터 동일한 ICP 경보 상한 지적 레이블을
제거할수 있습니다. 최대 ICP 경보를 켜려면, 경보 켜짐을 누르고 나서 승인을
누르십시오.
경보 패널에 있는 경보 꺼짐을 선택하면, ICP 경보 상한이 무기한으로
해제됩니다. 이 기능이 선택된 경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경보를 가능상태로
다시 만들려면, 경보 켜짐 및 수락 버튼을 누르십시오.

임시로 최대 ICP 경보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기
일시적으로 생리학적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하려면 상태 바에서 활성
경보 기호를 누르십시오. 이 경보는 3분 동안 또는 환자의 평균 ICP
값이 명시된 한도 내로 떨어질 때까지 침묵합니다. 경보가 꺼진 상태에서 상태
바에 소리 출력 일시 정지가 표시되고 경보 기호가 활성화 상태에서 소리 출력
일시 정지로 변화됩니다(5장의 경보 기호 이해 섹션 참조). 환자의 평균 ICP 값이
명시된 경보 한도 내로 떨어지지 않으면, 경보소리는 다시 시작됩니다.

ICP 경보 상한 값을 기본 값으로 복원하기
경보 탭에서 ICP 경보 상한 값을 명시한 후에, Camino ICP Monitor는
현재 값을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만약 모니터가 한동안 꺼져있다가
다시 켜지면, 마지막에 저장된 ICP 경보 상한은 복원됩니다. ICP 경보 상한을 개인
설정에서 공장 기본값(20mmHg) 설정으로 복원시키려면, 기본값 복원을 누르고
나서 승인을 누릅니다. 기본값 복원 버튼을 누르면 경보 켜짐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됨을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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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정 사용자 지정
터치 스크린에 보여지는 지정된 그래픽과 문자 정보 형태를 조절하기 위해 설정
탭을 누르십시오. 또한 이 패널에는 소프트웨어와 펌웨어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패널에 포함된 정보:

번호
1

설명
기본 패널에 디스플레이 되는 ICP 파형(줄 또는 채우기)의 타입을
명시합니다.

2

시간 및 날짜 설정
모니터에 표시되는 시간과 날짜를 지정합니다. 시간/날짜
디스플레이의 목적은 데이터 추출 기능을 위함입니다.

3

언어 설정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언어를 지정합니다.

4

시스템 정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합니다.
서비스 모드
오류 진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모드는 시스템 정보 패널에
나타납니다. 이 모드는 패스워드로 보호되고 Natus 스태프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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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타입 명시하기
Camino ICP Monitor는 ICP 파형을 선이나 채워진 그래프로 표시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1

파형이 채우기 모드로 설정되었습니다.

1.

터치 스크린에서 설정 탭을 누르십시오.

2.

파형 설정을 누르십시오.

3.

선 또는 채우기를 선택하여 파형 타입을 지정하십시오.

4.

승인을 누르십시오.

선택한 파형 타입이 기본 패널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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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날짜 지정
Camino ICP Monitor는 터치 스크린에 나타나는 현재 시간 및 날짜 설정을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설정하려면,
1.

터치 스크린에서 설정 탭을 누르십시오.

2.

시간 및 날짜 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원하는 필드(시간, 분, 날짜, 월, 또는 년도)를 누르고
화살표를 사용해 적절한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다음 단계에서 이러한 각
설정을 승인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승인을 누르십시오. Camino ICP Monitor 가 터치 스크린에 선택된 시간 및
날짜를 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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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지정하기
Camino ICP Monitor는 다른 언어의 원문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언어 목록
• 영어

• 네덜란드어

• 한국어

• 프랑스어

• 일본어

• 중국어(간자체)

• 이탈리아어

• 러시아어

• 포르투갈어(브라질)

• 독일어

• 덴마크어

• 스페인어

• 폴란드어

언어를 변경하려면,
1.

터치 스크린에서 설정 탭을 누르십시오.

2.

패널의 왼쪽에서, 언어 설정을 누르십시오.

3.

표시된 언어: 메뉴에서 화살표를 사용하여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4.

승인을 누르십시오. Camino ICP Monitor 가 선택된 언어로 화면에 모든 원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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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확인하기
Camino ICP Monitor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버전과 관련된 정보를 Natus Neuro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려면 정보 기호를 누르십시오.

로그 추출과 서비스 모드 버튼 정보
만약 USB 드라이브가 Natus Camino ICP Monitor와 연결되었다면, 로그 추출 버튼은
시스템 정보 패널에만 나타납니다. USB 드라이브를 연결하면 몇 초 후에 이
버튼이 표시됩니다. 로그 추출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에서 USB

드라이브로 로그 정보 시스템이 복사됩니다. Natus 기술 스태프는 문제 해결 세션
중에 이 로그 파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모드

버튼은 문제해결 오류에 대해 Integra 스태프에게 진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버튼은 Natus 스태프만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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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 생리학적 및 기술적 경보에 대처하기
두 가지 유형의 경보 소개
Natus Camino ICP Monitor는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두 종류의
오디오/비주얼 경보를 활성화합니다.
경보 종류
생리학적

설명
간호사/의사에게 관찰되고 있는 환자의 평균 ICP 값이 명시된
한계보다 5초 이상 초과되었음을 알립니다.
간호사/의사에게 모니터의 배터리, 전기 구성요소, 소프트웨어
버전 또는 카테터 커넥션에 문제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러한
기술적 경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 되돌릴 수 없는 시스템 장애

• 냉각팬 장애

• ICP 카테터 장애

• 평균 ICP가 정확성 범위를

• 온도 센서 장애

벗어남

• 낮은 배터리 전원 레벨(5분 이하)

• 온도 범위가 정확성 범위를

• 모니터 과열

벗어남
• 배터리 장애

경보 소리를 약하게 할 수 있는 물체로 경보 스피커를 가리지 마십시오.

기술적 메시지 소개
기술적 경보 외에도 Camino ICP Monitor는 문제를 알리기 위해 기술적 메시지를
상태 바에 표시합니다.
• 낮은 배터리 전원 레이블(15 분 이하)

• 카테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

• 다중 카테터가 연결되었습니다.

• 초기화 중 카테터 장애

• 카테터 초기화 중

• 로그 파일을 작성할 수 없음

이 메시지에 대한 대처 정보는 5 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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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기호 이해
Camino ICP Monitor는 세 가지의 다른 경보 상태를 알리기 위해 상태 막대에 다양한
종류의 경보 벨 기호를 표시합니다. 활성, 소리 출력 일시 정지 및 비활성:
기호

상태

설명

활성

생리학적 또는 기술적 경보의 활성화
상태 표시. 이 상태에서는 상태 바에
경보를 활성화한 오류에 대한 설명이

(노란색 테두리)

표시됩니다.
소리 출력

활성 경보 기호를 눌러 일시적으로

일시 정지

경보가 울리지 않게 된 활성 생리학적

(줄을 그어 지운

또는 기술적 경보를 나타냅니다. 이

노란색 테두리)

상태에서 상태 바에 소리 출력 일시
정지가 나타납니다. 경보 소거 3 분
후에 소리 출력 일시 정지 메시지가
사라지며 경보가 자동으로 다시
활성화합니다.
비활성

생리학적 및 기술적 경보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회색으로 표시)
경보 꺼짐

모니터는 최고 ICP 경보를 해제하고
최고 ICP 경보 울림을 방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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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의 경보 우선순위 결정 방법
Camino ICP Monitor는 생리학적 또는 기술적 경보 종류를 임상적 우선 순위를
중간에서 낮음의 범위 안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각 오류 컨디션을 지정합니다. 이
우선 순위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환자에게 위험이 생길 가능성

•

사용자가 경보에 즉각 대처하지 않을 경우 야기되는 잠재적 피해의 발생 시점
임상 우선 순위

경보가 무시되는 경우

잠재적 위험이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시간

중간

되돌릴 수 있는 부상

즉시

낮음

되돌릴 수 있는 부상

지연

중간 및 낮은 우선 순위 경보에 대한 음향 및 영상 표시기
경보를 일으키는 오류 컨디션의 임상 우선 순위에 따라 Camino ICP Monitor는
사용자에게 컨디션을 알리기 위해 오디오 및 비주얼 표시기를 활성화 시킵니다.
임상 우선 순위

중간

배터리

음향 표시기

영상 표시기

• 세 번의
펄스(180밀리세컨드의
펄스 간격, 3초
간격으로 울림)를
포함한 경보가
울립니다.
• 각 경보 펄스의 볼륨의
음압은 70dB입니다.

• 상태 바에 오류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시스템 장애가 일어날 경우,
오류 코드와 실패 이유를
설명하는 독립적인 메시지 창을
나타냅니다.
• 터치 스크린의 지정 기호를
둘러싼 테두리가(예: 경보,
배터리) 노란색으로
깜박거립니다.
• 일부 오류 조건의 경우 환자
값이 노란색으로 깜박거립니다.

• 경보 소리는 한 번의
펄스와 16초 간격의
반복이 있습니다.
• 한 번 경보 펄스 볼륨의
음압은 69dB입니다.

• 상태 바에 오류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환자 값은 노란색으로
(깜박거리지 않음) 나타납니다.
• 배터리 관련 오류에 대한
배터리 기호는 배터리에 남은
전원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중간 우선순위 및 낮은 우선순위 경보의 각 유형에 대해 음향/영상 표시기에
제공되는 특수 정보는 5장의 생리학적 경보에 대처하기(ICP가 경보 한도를
초과함)와 기술적 정보에 대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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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적 및 기술적 경보의 우선 순위
Camino ICP Monitor는 환자의 평균 ICP 값이 명시된 제한보다 5초 이상 초과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한 개의 중간 우선 순위 생리학적 경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생리학적 경보는 없습니다. 생리학적 경보 및 기술적 경보를 활성화 시키는 두 개
이상의 오류 조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생리학적 경보는 항상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되돌릴 수 없는 시스템 장애에 의한 기술적 경보로 모니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제외. 남은 기술적 경보는 생리학적 경보가 해결된 후에 알려집니다.

두 개의 기술적 경보 사이에서 모니터 우선 순위 결정 방법
두 개 이상의 다른 기술적 경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같은 임상 우선 순위의
오류 컨디션이 동시에 발생하면, Camino ICP Monitor는 경보 컨디션이 환자의 안전
또는 장치의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진 기술적 경보는 항상 낮은 우선 순위를 가진 기술적 경보보다 먼저
활성화되며 낮은 우선 순위를 가진 경보는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진 경보가
해결되기까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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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보의 우선 순위 목록
알림
생리학적 경보 중 모니터 안의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전기 구성요소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하면 Camino ICP Monitor는 생리학적 경보를 뛰어넘는 되돌일
수 없는 기술적 경보를 활성화 시켜 시스템 장애를 알립니다. 이러한 되돌릴 수
없는 경보가 활성화 되면 모니터는 더 이상 환자 값을 보고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Natus Neuro 서비스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 오류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5장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는 각 경보 조건의 우선 순위 목록입니다.
경보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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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상태의 종류

임상 우선 순위의 종류

1

되돌릴 수 없는 시스템 장애

중간

2

ICP 경보 상한

중간

3

ICP 카테터 장애

중간

4

온도 센서 장애

중간

5

낮은 배터리 전원 레벨(5분 이하)

중간

6

모니터 과열

중간

7

냉각 팬 장애

낮음

8

평균 ICP가 정확성 범위를 벗어남

낮음

9

온도 범위가 정확성 범위를 벗어남

낮음

10

배터리 장애

낮음

11

낮은 배터리 전원 레이블(15분 이하)

N/A

12

다중 카테터가 연결되었습니다

N/A

13

카테터 초기화 중

N/A

14

카테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

N/A

15

초기화 중 카테터 장애

N/A

16

로그 파일을 작성할 수 없음

N/A

생리학적 경보에 대처하기(ICP가 경보 한도를 초과함)
만약 환자의 평균 ICP 값이 명시된 한도를 5초 이상 초과하면, Camino ICP Monitor는
중간 순위 경보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

경보는 세 번의 터지는 듯한 소리를 포함합니다.

•

상태 바에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ICP가 경보 한도를 초과함”

•

상태 바에 경보 기호가 깜박거립니다.

•

기본 ICP 값이 노란색으로 메인, 추이 및 경보 스크린에 깜박거립니다.

경보를 일시적으로 음소거하려면, 터치 스크린에서 깜박거리는 경보 기호를
누르십시오. 이것이 3분동안 또는 환자의 기본 ICP 값이 적어도 한번의 측정이
명시된 경보 한도 내로 들어가는 동안 경보를 소거하게 합니다. 3분이 지나면
경보는 재작동합니다. 경보를 완전히 끄려면, 경보 탭을 누른 다음 경보 꺼짐과
승인을 선택하십시오. ICP 경보 상한 명시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경보 꺼짐 기능을 선택하면, ICP 경보 상한이 무기한으로 해제됩니다. 이
기능이 선택된 경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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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경보에 대처하기
다음 지침을 사용하여 각 기술적 경보에 대처하십시오.

되돌릴 수 없는 시스템 장애 경보 대처하기
모니터 사용 중에 모니터 안의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전기 구성요소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하면, Camino ICP Monitor는 터치 스크린에 측정 값 보고를 중단하고
중간 순위 기술적 경보를 활성화 합니다. 이 경보 모드 동안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

세 번의 터지는 듯한 소리를 포함한 경보 울림

•

시스템 장애가 일어날 경우 다음을 포함한 명시된 오류 코드와 시스템
장애를 설명하는 독립적인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

센서 보드 장애

•

전원 보드 장애

•

일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오류

•

호환되지 않는 펌웨어 오류

전체 오류 코드 목록을 보려면 8장을 참조하십시오. 각각의 경보 상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임을 주목하십시오. 환자의 필요를 살필 때 경보가 일어나면 명시된
오류 코드를 참고한 후 Natus Neuro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ICP 카테터 장애 경보 대처하기
만약 ICP 카테터가 초기화 중 또는 사용 중에 장애를 일으키면 모니터는 중간
우선 순위의 경보를 활성화합니다.
•

세 번의 터지는 듯한 소리를 포함한 경보 울림

•

상태 바에 다음 오류 메시지 표시됨: “카테터 장애”

•

ICP 및 온도 값을 스크린으로부터 제거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 카테터를 분리하십시오. ICP 모니터링을 계속하려면 카테터
전체가 교체되어야 합니다.

임시로 카테터 장애 경보 소거하기
터치 스크린에서 깜박거리는 경보 기호를 누르십시오. 이것이 경보를 3분 동안
소거합니다. 만약 카테터가 3분 안에 분리되지 않으면, 경보는 재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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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센서 장애 경보 대처하기
온도 카테터가 사용 중에 장애를 일으키면 모니터는 다음과 같이 중간 우선순위
경보를 활성화합니다.
•

세 번의 터지는 듯한 소리를 포함한 경보 울림

•

상태 바에 다음 오류 메시지 표시됨: “온도 센서 장애”

•

ICP 및 온도 값을 스크린으로부터 제거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 온도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온도 모니터링을 계속하려면
카테터 전체가 교체되어야 합니다.

임시로 카테터 장애 경보 소거하기
터치 스크린에서 깜박거리는 경보 기호를 누르십시오. 이것이 경보를 3분 동안
소거합니다. 만약 카테터가 3분 안에 분리되지 않으면, 경보는 재활성화 됩니다.

낮은 배터리 전원 경보에 대처하기
Camino ICP Monitor에는 최소한 1.5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하는 교체용 14.4V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환자의 수송 중에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가능한 AC 전원을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전원이 15분 이하로 남음
남은 배터리 전원이 15분 이하로 내려갈 때, Camino ICP Monitor는 다음의 메시지를
상태 바에 표시합니다. “배터리 부족”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모니터를 AC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이 경고 메시지는 모니터가 AC 전원에 연결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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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원이 5 분 이하로 남음
남은 배터리 전원이 5분 이하로 내려갈 때, Camino ICP Monitor는 중간 우선 순위의
경보를 활성화합니다.
•

세 번의 터지는 듯한 소리를 포함한 경보 울림

•

상태 바에 다음 메시지 표시됨: “배터리 부족”

•

상태 바에 노란색의 배터리 기호가 깜박거립니다.

이 메시지가 나타나면 즉시 모니터를 AC 전원 아웃렛에 연결하십시오. 이 경보는
모니터가 AC 전원에 연결되면 중단됩니다.
배터리 부족 경보가 작동되면 모니터를 AC 전원 공급 장치에 즉시
연결하십시오.

임시로 낮은 배터리 전원 경보 소거하기
터치 스크린에서 깜박거리는 경보 기호를 누르십시오. 이것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AC 전원 콘센트에 모니터 플러그를 꽂는 3분 동안 울리는 경보를 소거하게
합니다. 배터리가 3분 안에 충전되지 않으면 경보가 다시 작동합니다.
Camino ICP Monitor배터리는 병원에 있는 생물 의학 엔지니어에 의해 교체될 수
있습니다. 지침은 9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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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과열 경보에 대처하기
만약 Camino ICP Monitor의 내부 온도가 80°C를 초과하면, 모니터는 중간 순위
경보를 활성화합니다.
•

세 번의 터지는 듯한 소리를 포함한 경보 울림

•

상태 바에 다음 오류 메시지 표시됨: “모니터 과열입니다. 통풍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니터의 뒤쪽과 아래쪽 패널의 통풍구를 확인한 후 아무
것도 막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통풍구를 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즉시
제거하십시오. 모니터 내부 온도가 80°C 이하로 떨어지면 이 경보가 정지되고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임시로 냉각 팬 경보 소거하기
터치 스크린에서 깜박거리는 경보 기호를 누르십시오. 통풍구의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시간인 3분 동안 경보를 소거합니다. 모니터 내의 온도가 3분 이내에
80°C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경보가 재활성화 됩니다.

냉각 팬 장애 경보에 대처하기
Camino ICP Monitor는 공기를 돌아가게 해 내부 전기 구성요소를 식혀주는 내부
팬이 있습니다. 만약 냉각 팬이 모니터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모니터는 낮은
우선 순위의 기술적 경보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

경보 소리는 매 16초 마다 큰 한 번의 펄스 소리를 포함합니다.

•

상태 바에 다음 오류 메시지 표시됨: “냉각 팬 장애”

이 문제가 발생하면 과열을 막기 위해 모니터를 끄십시오. 모니터를 끈 후, Natus
Neuro로 서비스를 위해 연락하십시오.

냉각 팬 경보를 임시로 소거합니다
터치 스크린에서 노란색의 경보 기호를 누르십시오. 가능한 과열을 막기 위해
모니터의 전원을 끌 수 있는 시간인 3분 동안 경보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냉각 팬 오류 상태가 3분 동안 지속되면 경보가 다시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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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범위 경보에 대처하기
Camino ICP Monitor는 특별한 임상 범위에서 ICP 와 조직 온도를 측정하고자 디자인
되었습니다.
측정

범위

ICP

범위 -10 에서 +125mmHg까지는 카테터 타입에 의한 다음의
정확성 레이블을 포함합니다.
광섬유 카테터:
• -10~50mmHg(±2mmHg)
• 51~125mmHg(±6%)
Flex 카테터:
• -10~10mmHg(±2mmHg)
• -11~33mmHg(±3mmHg)
• 34~125mmHg: ±(6% + 1mmHg)

온도

30°C ~ 42°C(±0.3°C)

만약 ICP 또는 온도 측정이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모니터는 낮은 순위 경보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

경보 소리는 매 16초 마다 터지는 듯한 한번의 소리를 포함합니다.

•

상태 바에 다음 메시지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ICP가 정확성 범위를 벗어남” 또는 “온도가 정확성 범위를 벗어남”
•

기본 ICP 또는 온도 값이 노란색으로 메인, 추이 및 경보 스크린에
깜박거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 ICP 또는 온도가 반드시 위의 표에 기록된 정확성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임시로 ICP 와 온도 정확성 범위 경보 소거
터치 스크린에서 노란색의 경보 기호를 누르십시오. 이 경보는 기본 ICP 또는
온도 값이 위의 표에 나타난 기록된 정확성 범위 내로 돌아가는 3분 동안 소거할
것입니다. 만약 기본 ICP 또는 온도 값이 기록된 정확성 범위밖에서 3분동안
지속된다면, 경보는 재가동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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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장애 경보에 대처하기
만약 ICP Camino 모니터 안에 있는 배터리 조절 시스템이 모니터 사용 동안 장애를
일으키면, 모니터는 배터리 충전량을 더 이상 전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발생하면, 모니터는 낮은 순위의 기술적 경보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

경보 소리는 매 16초 마다 터지는 듯한 한번의 소리를 포함합니다.

•

터치 스크린의 배터리 전원 기호가 크로스 아웃되어 나타납니다.

•

상태 바에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배터리 장애"
만약 이 배터리 장애 경보가 활성화되면, 모니터를 배터리 전원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전원을 유지하기 위해 모니터를 AC 를 콘센트에
꼽으십시오. 환자 치료 후에, 다음을 따르십시오.
•

모니터를 끈 후 다시 켜십시오.

•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만약 경보 상태가 계속되면, Natus Neuro로 서비스를 위해 연락하십시오.

임시로 배터리 장애 경보 소거하기
터치 스크린에서 노란색의 경보 기호를 누르십시오. 이것이 경보를 3분 동안
소거합니다. 만약 모니터가 배터리 장애 상태에서 3분 동안 유지된다면, 경보는
다시 재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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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 원격 평가를 위해 추이 데이터 추출하기
데이터 추출 정보
Camino ICP Monitor는 평균 ICP 추이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2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외부 USB 드라이브

•

USB-to-RS232 어댑터 케이블을 통한 디지털 스트리밍

이 두 미디어 종류는 후면 패널에 위치한 USB 연결을 통해 모니터에 연결됩니다.

알림
Camino ICP Monitor의 USB 커넥터 포트는 ICP 추이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USB
드라이브와 USB-to-RS232 어댑터 케이블을 연결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USB
포트는 네트워크 연결(예: USB 블루투스 어댑터, USB 이더넷 어댑터 등)에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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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드라이브로 데이터 추출하기
데이터 추출 기능을 사용하여 최대 5 일 분량의 ICP 추이 데이터를 모니터로부터
외부 USB 드라이브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때 Camino ICP
Monitor 는 데이터를 USB 드라이브에 콤마 분리 값(.csv) 파일로 복사합니다. 이 .csv
파일은 날짜, 시간 및 평균 ICP 값을 1 분 마다 기록을 하고 ASCII 텍스트로 정보를
보여줍니다. 다음 텍스트는 .csv 추이 데이터 항목의 예를 제공합니다.
2011-04-20-13:38, 18.3

연

월

일

시

평균 ICP(mmHg)

USB 드라이브로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1.

USB 드라이브를 후면 패널의 USB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1 USB 드라이브

2

AC 전원 어댑터

3

PMIO 케이블

2.

터치 스크린에서 추이 탭을 누른 후 데이터 추출을 선택하십시오.

3.

다음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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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을 누르고 USB 드라이브를 제거한 후, .csv 파일을 원하는 출력 장치(예:
노트북)에서 보십시오.

알림
외부 USB 드라이브는 FAT(FAT16 또는 FAT32) 포맷 드라이브여야 합니다. 다른
파일 시스템 포맷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알림
Camino ICP Monitor에서 USB 드라이브를 감지하는 데 최대 1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알림
.csv 파일 안의 데이터 추출을 위한 타임 스탬프는 설정 탭에 지정된 모니터의

날짜/시간 설정에 근거합니다. 일광 절약 시간이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시간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지침은 2 장을 참조하십시오.

모니터에서 추이 데이터를 최대 5 일까지 저장하는 방법
Camino ICP Monitor는 가장 최근의 5일부터 평균 ICP 데이터만을 저장합니다.
5일 이상 저장된 모든 추이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만약 관찰이 5일 이상
지속된다면, 새 카테터를 권장되는 살균 상태 아래서 새 카테터로 교체하십시오.
카테터를 교체하면 추이 데이터가 재설정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카테터를
교체하기 전에 보유하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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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스트리밍을 통해 데이터 추출
스트리밍 데이터 기능을 사용하여 평균 ICP 추이 데이터를 Camino ICP
Monitor로부터 원격 장치로 USB-to-RS232 어댑터 케이블을 통해 디지털로
추출합니다. Natus Neuro는 이 기능에 요구되는 USB-to-RS232 어댑터 케이블을
제공함을 참고하십시오. 데이터를 스트리밍을 할 때 모니터는 평균 ICP 값을 현재
ICP 추이 데이터의 mmHg로 1분 마다 보고합니다. USB-RS232 어댑터 케이블은 9600
보드, 8 데이터 비트, 1 스톱 비트, 짝수 패리티 구성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USB-RS232 어댑터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암-암, 널 모뎀 RS232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스트리밍을 통해 데이터 추출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USB-RS232 어댑터 케이블의 USB 끝을 후면 패널의 USB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1 USB-RS232 어댑터 케이블
2.

2

어댑터 케이블의 USB 끝부분

터치 스크린에서 추이를 누른 후 스크린에 다음 메시지가 나오는 지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스트리밍 사용”

3.

USB-RS232 어댑터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외부 모니터 장치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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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중 추이 데이터를 재설정하는 조건
환자의 평균 ICP 추이 데이터 기록에 사용되는 카테터 종류에 따라 환자를 위해
추이 데이터가 재설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컨디션들입니다.
카테터

조건

Natus Camino 광섬유

• 모니터를 끈 후 다시 켜십시오.

(110-4 시리즈)

• 모니터를 끄고 다시 켜게하는 배터리 방출이
종료되었습니다.
• 현재 ICP 카테터는 모니터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연결됩니다.
• 현재 온도 카테터는 모니터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연결됩니다.
• 현재 카테터는 다른 카테터로 교체됩니다.

Natus Camino Flex

• 현재 카테터는 다른 카테터로 교체됩니다.

카테터의 교체는 추이 데이터를 재설정합니다. 카테터를 교체하기 전에
보유하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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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시스템 세척 및 살균
시스템 및 부품 세척하기
Camino ICP Monitor의 표면과 터치 스크린을 세척하기 전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세척하기 전에 모니터를 끄십시오.

•

감전의 위험을 줄이려면 안전 주의 사항을 따르고 모니터 케이스를 열지
마십시오.

•

모니터는 표면 세척만 가능합니다. 절대로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모니터에 세척 세제 또는 다른 액체를 직접 뿌리지 마십시오.

•

구멍, 커넥터 및 USB 슬롯을 세척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불필요한 액체가 이 부분에 남아있지 않도록 닦으십시오.

•

터치 스크린을 닦을 때는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는 천 또는 스폰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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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지침
Camino ICP Monitor및 아래 기록된 각 시스템 구성요소를 세척할 때 다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십시오.
•

외부 표면

•

터치 스크린

•

Natus Camino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

Natus Camino Flex 연장 케이블

•

케이블 줄

각 구성요소가 오염된 후 즉시 세척될 수 있도록 주의하십시오.
Camino ICP Monitor시스템을 세척 및 살균할 때 이 섹션에 기록된 세척
세제만 사용하십시오. 용액 또는 세척 가이드라인에 기록되지 않은 세척 세제를
사용하면 Camino ICP Monitor의 플래스틱 외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Camino ICP Monitor 를 가압 살균 처리하거나 액체에 담그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액체에 노출되었으면 유닛을 끄고 AC 전원 어댑터를 제거한
후 유닛을 건조시키십시오. 다시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바이오메드 스태프에게
점검을 위해 보내십시오.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및 Flex 연장 케이블은 자동 세척 방법을 사용하여
세척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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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척 준비

지침
Camino ICP Monitor를 세척하기 전에 케이블, 카테터, 케이블 줄, AC 전원 어댑터, USB-toRS232 시리얼 어댑터 및 모니터와의 연결이 분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은 30번 살균할 수 있으며 100번 세척/소독할 수 있습니다. 재처리
제한에 도달하면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횟수를 기억하기 위해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과 함께 공급된 재처리 기록 문서(doc # 025471)를 사용하십시오.

재처리 제한 사항

Flex 연장 케이블은 30번 살균할 수 있습니다. 살균 제한에 도달하면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횟수를 기억하기 위해 FLEX 연장 케이블과 함께 공급된 재처리 기록
문서(doc # 026426)를 사용하십시오.
Camino ICP Monitor와 케이블 줄은 재처리 제한이 없습니다.
보풀이 전혀 없는 70% IPA 함유 물수건 또는 Super Sani-Cloth®(또는 동일한 종류의
용액)을 사용하여 충분히 모든 표면을 세 번 닦으신 후 남은 자국이 있는지 표면을

권장 수동 세척 방법

확인하십시오. 자국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Super Sani-Cloth(또는 동일한 종류의 용액)

(살균 절차 아님)

또는 70% IPA에 적신 보풀이 없는 천으로 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닦으십시오. Flex 연장
케이블 또는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이 충분히 세척되지 않으면 케이블을 폐기하고 다른
케이블로 교체하십시오.
보풀이 전혀 없는 70% IPA 물수건 또는 Super Sani-Cloth®(또는 동일한 종류의 용액)을
사용하여 모든 표면을 충분히 닦아주십시오. 표면이 눈에 보일 정도로 젖은 상태에서

권장 소독 방법

최소 2분을 있도록 기다린 후 필요하다면 추가 천을 사용하여 2분 더 젖은 상태에 있게
하십시오. Natus Camino ICP Monitor및 모든 시스템 구성요소를 재사용하기 전 공기
건조되게 하십시오.

검사 및 기능 테스트

방지 및 운반

매 재처리 과정 후 어떤 손상이 있는지 Natus Camino ICP Monitor및 모든 시스템
구성요소를 눈으로 검사하십시오.
Natus Camino ICP Monitor및 모든 시스템 구성요소를 사용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빨리
세척 및 소독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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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no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살균 처리
광섬유 케이블은(REF # CAMCABL) 살균되지 않은 채로 제공됩니다.

알림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은 살균 필드에서 사용될 때마다 살균 처리해야 합니다.
살균 전에 7장의 지침에 따라 이 케이블을 세척하십시오.

살균 제한 사항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은 30번 살균할 수 있으며 100번 세척/소독할 수 있습니다.
재처리 제한에 도달하면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횟수를 기억하기
위해 케이블과 함께 공급된 재처리 기록 문서(doc # 025471)를 사용하십시오.

살균 매개변수
Camino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은 EtO 및 Sterrad 살균 방법을 지원합니다.

알림
EtO 살균 전에 케이블은 자가 밀봉된 25cm(10인치) x 38cm(15인치) 면적의(또는
EtO 가스 살균을 위해 제작된 비슷한 파우치) 살균 파우치에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림
Sterrad 살균 전:
케이블은 30cm(12인치) x 38cm(15인치) Tyvek® 자가 밀봉 파우치(또는 Sterrad
살균을 위해 제작된 비슷한 파우치)에 놓아야 합니다.
또는
케이블은 58.4cm(23인치) x 28cm(11인치) x 10cm(4인치) Sterrad®와 호환되는
Aptimax® 트레이(또는 Sterrad 살균을 위해 제작된 비슷한 도구 트레이)에
배치되고 Kimguard® One-Step® Kc400 살균 랩으로 감은 후 Sterrad와 호환되는
Sealsure® 화학 표기 테이프(또는 Sterrad 살균을 위해 제작된 비슷한 살균 랩 및
표기 테이프)로 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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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케이블을 위한 살균 순환 매개변수
광섬유 케이블을 위한 EtO

광섬유 케이블을 위한 Sterrad® 100S 살균

살균 순환 매개변수

순환 매개변수

55 ± 3ºC

온도

노출 시간

60분

50-80% RH

습도

55ºC에서
통풍

> 8시간

사전 조건화

1단계 - 노출 1

2단계 - 노출 2

사전 혈장

10분

주사

6분

유포

2분

혈장

2분

주사

2분

유포

2분

혈장

2분

주사 H2O2 볼륨

1800μl ±

(중량별 59% 공칭 농도)

50μl

725 ± 25mg/L

농도

살균 이후
모니터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케이블이 주위 온도에서 식을 수 있게 하십시오.
매번 사용 전에 살균된 케이블에 눈에 보이는 어떤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십시오.
손상된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Camino Flex 연장 케이블 살균 처리
Flex 연장 케이블은(REF # FLEXEXT) 살균되지 않은 채로 제공됩니다.

살균된 Flex 연장 케이블은 카테터 이식 과정 중 필요합니다. 살균 전에
7 장의 지침에 따라 이 케이블을 세척하십시오.

살균 제한 사항
Flex 연장 케이블은 30번 살균할 수 있습니다. 살균 제한에 도달하면 이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횟수를 기억하기 위해 케이블과 함께 공급된 재처리
기록 문서(doc # 026426)를 사용하십시오.

살균 매개변수
Flex 연장 케이블은 증기 살균만을 지원합니다. 살균 전에 케이블은 자가 밀봉된
19cm(7.5인치) x 33cm(13인치) 면적 또는 더 큰 면적의 살균 파우치에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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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사전 진공 살균 매개변수
매개변수

옵션 1(US)

옵션 2(EU)

옵션 3(EU)

사양
온도

132ºC(270ºF)

134ºC ~ 137ºC

134ºC(273ºF)

(273ºF ~ 279ºF )
노출 시간

4분

3분

18분

건조 순환 시간

20분

16분

20분

옵션 2 및 옵션 3 살균 순환은 미국 식품의약국(US FDA)에서 표준 살균 순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선택한 살균 순환 사양(시간 및 온도)에 대해 미국
FDA에 의해서 인준된 살균장치 및 부속품(살균 랩, 살균 파우치, 화학적 표시기,
생의학적 표시기 및 살균 용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살균 이후
모니터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케이블이 주위 온도에서 식을 수 있게 하십시오.
매번 사용 전에 살균된 케이블에 눈에 보이는 어떤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십시오.
손상된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방지 및 살균 케이블 운반
FLEX 연장 케이블은 사용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살균할 것을 권장합니다.

살균 케이블 저장
살균된 케이블은 살균 파우치 안에 넣어 실내 온도에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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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카테터 소개
Natus Neuro 카테터는 일회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장치의 재사용은 오염
및/또는 질병의 전염을 일으킵니다. 이 제품을 재살균하지 마십시오.
재살균은 성능 및 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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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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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 시스템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과정 소개
이 장은 기술적 오류, 시스템 장애 및 터치 스크린에 나타나는 시스템 메시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경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장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Camino ICP Monitor가 명시한 대로 실행되지 않고, 또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발생한 중대 사고를 제조업체에 알려주십시오. Camino ICP Monitor또는
부속품을 사용하거나 수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Natus Neuro에 기술 지원을
문의하십시오.

시스템 상태 메시지에 대처하기
다음 표에서는 터치 스크린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 메시지를 알파벳순으로 보여줍니다.
시스템 메시지

이유

권장

배터리 장애

배터리의 제어 시스템이

Camino ICP Monitor를 AC 전원 아웃렛에

고장났습니다.

꼽으십시오.
환자 치료 후 Camino ICP Monitor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배터리 교체.
문제가 지속되면 Natus Neuro에
연락하십시오.

배터리 전원이 15분 이하

Camino ICP Monitor를 AC 전원 아웃렛에

남았습니다.

꼽으십시오.

배터리 전원이 5분 이하

Camino ICP Monitor를 AC 전원 아웃렛에

남았습니다(경보 소리와 함께).

꼽으십시오.

로그 파일을 작성할

Natus Neuro에서 서비스를 위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Natus Neuro에

수 없음

사용하는 로그 파일에 데이터를 쓸

연락하십시오.

배터리 부족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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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메시지

이유

권장

카테터 장애

Flex 카테터의 이식 또는 제거 과정

이식 또는 제거 과정을 마친 후 Flex

중 갑작스러운 압력 변경이 발생할

카테터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수 있습니다.
사용 중 카테터 고장.

카테터를 분리한 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십시오(카테터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 지침 참조).

초기화 중 카테터 장애.

카테터를 분리한 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십시오(카테터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 지침 참조).

Camino ICP Monitor는 새로운 카테터

Camino ICP Monitor가 카테터 초기화 과정을

커넥션을 초기화 중입니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Camino ICP Monitor안의 냉각 팬이

과열을 막기 위해 Camino ICP Monitor를 끈 후

작동 중지되었습니다.

Natus Neuro에 연락하십시오.

데이터 내보내기에

커넥션 또는 USB 드라이브 호환에

USB 커넥션을 통한 추이 데이터를 전송하지

실패했습니다. USB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십시오.

환자의 평균 ICP 가치가 명시된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ICP 경보 상한을 5초

환자의 평균 ICP 값이 경보 제한 이하로

이상 초과했습니다.

떨어지면 경보가 울립니다.

ICP 가 정확성 범위를

ICP 평균 값이 Camino ICP Monitor가

Flex 카테터의 이식 또는 제거 과정 중에

벗어남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메시지가 나타나면 Flex 연장 카테터를

(-10mmHg ~ +125mmHg)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카테터 초기화 중

냉각 팬 장애

드라이브를 감지할 수
ICP 가 경보 한도를 초과함

초과했습니다.

환자 치료 중 메시지가 나타나면 ICP
평균값이 정확성 범위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 ICP 측정에 답하지 마십시오.

모니터 과열입니다. 통풍

Camino ICP Monitor안의 온도가

Camino ICP Monitor의 후면 패널의 공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80°C를 초과했습니다.

구멍을 점검하십시오. 구멍을 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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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메시지

이유

카테터가 하나 이상 연결됨. 두 개의 ICP 카테터 종류(광섬유 및

권장
환자 치료 시 사용하지 않을 ICP 카테터를

Flex)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거하십시오.

카테터가 연결되어 있지

Camino ICP Monitor에 연결되어 있는

ICP 카테터를 연결하십시오(3장 참조).

않음

ICP 카테터가 없습니다.

온도가 정확도 범위를

온도 값이 Camino ICP Monitor가

벗어남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아래로 전까지 온도 측정에 답하지 마십시오.

온도 값이 정확도 범위 내로 내려가기

떨어졌습니다(30°C ~ 42°C).
온도 센서 장애

온도 카테터 고장.

온도 카테터를 분리한 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십시오(카테터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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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 문제에 대처하기
다음 표는 Camino ICP Monitor를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문제

이유

권장

Camino ICP Monitor가 AC

AC 전원 어댑터가 연결되지 않음

AC 전원 어댑터를 Camino ICP Monitor에

전원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결하십시오.
AC 전원 어댑터 코드 결함

• AC 어댑터 코드를 Camino ICP Monitor에
연결하십시오.
• AC 전원 테스트를 수행하여 AC 전원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Natus Neuro에 연락하여 새 AC 전원 어댑터
코드를 주문하십시오.

Camino ICP Monitor가

배터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하지

• AC 전원 어댑터를 Camino ICP Monitor에
연결하십시오.
• 터치 스크린에서 상태 바의 배터리

않습니다.

표시기를 확인하여 배터리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를 설치하십시오.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음

• AC 전원 어댑터를 Camino ICP Monitor에
연결하십시오.
• 터치 스크린에서 상태 바의 배터리
표시기를 확인하여 배터리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 결함

• AC 어댑터 코드를 Camino ICP Monitor에
연결하십시오.
• 배터리 충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Natus Neuro에 연락하여 새 배터리를
주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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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유

권장

터치 스크린 움직이지

시스템 하드웨어 오류

• 전원 버튼을 몇 초 동안 눌러 시스템을

않음

강제로 끄십시오.
• 전원 버튼을 눌러 시스템을 켜십시오.

Camino ICP Monitor는 전원

펌웨어 오류

버튼이 눌러진 상황에서

• AC 어댑터 코드를 Camino ICP Monitor에서
분리하고 배터리를 빼십시오.

전원을 켜거나 끄지

• 배터리를 다시 삽입하십시오.

않습니다.

• AC 어댑터 코드를 Camino ICP Monitor에 다시
연결하십시오.

평균 ICP 값은 두 개의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과 Camino

케이블이 Camino ICP Monitor에 잘 연결되어

대쉬로 터치 스크린에

ICP Monitor사이의 약한 커넥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나타납니다(- -).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또는 Flex

카테터를 교체하십시오(카테터와 함께

연장 케이블과 카테터 사이의

제공되는 사용 지침 참조).

약한 커넥션.
카테터 결함

카테터를 교체하십시오(카테터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 지침 참조).

손상된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교체하십시오.

Camino Flex 카테터 케이블이

Camino Flex 카테터 케이블을 교체하십시오.

손상되었습니다.
온도 값이 두 개의 대시(- -

카테터 결함

)로 터치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카테터를 교체하십시오(카테터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 지침 참조).

ICP용 카테터 사용

카테터를 ICP/온도 카테터로
교체하십시오(카테터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 지침 참조).

손상된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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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유

권장

ICP 파형이 너무 작거나

ICP 파형의 범위가 정확하지

터치 스크린에서 메인 탭을 누른 후 범위

크게 나타납니다.

않습니다.

요소를 조절하기 위해 범위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ICP 파형이 선 웨이브 대신

파형 스타일은 채우기 모드로

터치 스크린에서 설정 탭을 누른 후 파형

솔리드 웨이브로

설정되었습니다.

설정->선을 선택하십시오.

ICP 파형이 솔리드 웨이브

파형 스타일은 선 모드로

터치 스크린에서 설정 탭을 누른 후 파형

대신 선 웨이브로

설정되었습니다.

설정->채우기를 선택하십시오.

시간/날짜가 부정확하게

시간 및/또는 날짜가 잘못

터치 스크린에서 설정 탭을 누른 후 현재

나타납니다.

설정되었습니다.

시간과 날짜를 입력하기 위해 시간 및 날짜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잘못된 언어가

언어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표시됩니다.

터치 스크린에서 설정 탭을 누른 후 언어
설정을 선택하여 언어를 지정하십시오.

Camino ICP Monitor와 환자

환자 병상 모니터가 Camino ICP

Camino ICP Monitor에서 두 모니터를 보정하기

병상 모니터 사이의 ICP

Monitor에 올바로 동기화되지

위해 모니터와 동기화를 누르십시오.

측정의 불일치.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환자 병상 모니터

올바른 환자 병상 모니터 케이블이 사용되고

어댑터 케이블이 사용되었습니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MIO 케이블 또는 환자 병상

PMIO 케이블 또는 환자 병상 모니터 어댑터

모니터 어댑터 케이블에 결함이

케이블을 교체하십시오.

있습니다.
PMIO 케이블 또는 환자 병상

Camino ICP Monitor와 환자 병상 모니터와의

모니터 어댑터 케이블이

케이블 커넥션을 점검하십시오.

느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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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병상 모니터가 작동하지

환자 병상 모니터 제조업체의 문제 해결

않습니다.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문제

이유

권장

Camino ICP Monitor와 환자

옳지 않은 환자 병상 모니터

올바른 환자 병상 모니터 케이블이 사용되고

병상 모니터 사이의 온도

어댑터 케이블이 사용되었습니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측정의 불일치.

PMIO 케이블 또는 환자 병상

PMIO 케이블 또는 환자 병상 모니터 어댑터

모니터 어댑터 케이블에 결함이

케이블을 교체하십시오.

있습니다.
PMIO 케이블 또는 환자 병상

Camino ICP Monitor와 환자 병상 모니터와의

모니터 어댑터 케이블이

케이블 커넥션을 점검하십시오.

느슨합니다.
환자 병상 모니터가 작동하지

환자 병상 모니터 제조업체의 문제 해결

않습니다.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USB-RS232 어댑터

USB-RS232 어댑터 케이블이

• USB-RS232 어댑터 케이블을 다시

케이블로 디지털

빠져있습니다.

연결하십시오.
• 터치 스크린에서 추이 탭을 누르고 데이터

스트리밍을 해서 전송된
추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스트리밍 사용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USB-RS232 어댑터 케이블에

• USB-RS232 어댑터 케이블을 교체하십시오.

결함이 있습니다.

• 터치 스크린에서 추이 탭을 누르고 데이터
스트리밍 사용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외부 모니터링 장치는 디지털

6장의 디지털 스트리밍 요구사항을

스트리밍을 위한 환경 설정이

참조하십시오.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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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유

권장

USB 커넥션을 통한 추이

USB 드라이브가 연결되어 있지

• 후면 패널에 USB 드라이버를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음.

연결하십시오.
• 터치 스크린에서 추이 탭을 누른 후 데이터

마십시오.

추출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성공적인 USB
전송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니터에 USB 드라이브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 후면 패널의 USB 드라이버 연결을
점검하십시오.
• 터치 스크린에서 추이 탭을 누른 후 데이터
추출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성공적인 USB
전송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USB 드라이브가 FAT(FAT16 또는

FAT(FAT16 또는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FAT32) 포맷 드라이브로 포맷되지

포맷된 USB 드라이브를 삽입하십시오.

않았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기 전에 USB
드라이브가 분리되었습니다.

• 후면 패널에 USB 드라이버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 터치 스크린에서 추이 탭을 누른 후 데이터
추출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성공적인 USB
전송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USB 드라이브가 손상되었습니다.

• 새로운 USB 드라이브를 Camino ICP
Monitor에 연결하십시오.
• 터치 스크린에서 추이 탭을 누른 후 데이터
추출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성공적인 USB
전송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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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no ICP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Camino ICP Monitor의 뒷 패널에 다른 브랜드의

USB 드라이브 브랜드입니다.

USB 드라이브를 삽입하십시오.

시스템 장애 메시지에 대처하기
시스템 장애가 일어날 경우 Camino ICP Monitor는 오류 코드와 문제 설명을 하는 메시지 윈도우를 나타냅니다. 다음
표는 각 시스템 장애와 연관된 오류 코드 목록입니다.
오류 코드
E0011, E2002, E2003, E2004, E2008, E2011, E2024,
E2025, E2026, E2032, E2037, E2041, E2042, E2044,
E2045, E2046, E2047, E2048, E2049, E2051, E2057,
E2061, E2101, E2103, E2104, E2105
E0012, E1002, E1003, E1004, E1008, E1032, E1033,
E1041, E1042, E1044, E1045, E1046, E1047, E1050,
E1057, E1061, E1101, E1103, E1104, E1105

이유

권장

센서 보드 장애

해결할 수 없습니다. Natus
Neuro에 연락하십시오.

전원 보드 장애

해결할 수 없습니다. Natus
Neuro에 연락하십시오.

E0013

일반 소프트웨어 오류

해결할 수 없습니다. Natus

E0015

호환되지 않는 펌웨어

해결할 수 없습니다. Natus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Neuro에 연락하십시오.

USB 드라이브를 연결한

USB 드라이브를 제거한 후

상태에서 모니터 전원이

모니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E2051

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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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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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 테스트 및 예방적 정비
절차 정보
알림
이 장에 있는 절차는 병원의 바이오메디칼 엔지니어 스태프를 위한 장입니다.
Camino ICP Monitor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작업
확인을 실행하십시오. 일부 검사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확인에는 모니터의 분해를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알림
이러한 작동 검사는 순서에 상관없이 수행해도 됩니다.

각 테스트마다 광섬유 카테터 사용하기
다음의 각 테스트의 사용 요구사항입니다.
•

Camino 광섬유 카테터(110-4 시리즈)

•

Camino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Camino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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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입력 테스트
점진적 배수 백 또는 압력 모의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다음 ICP 입력 테스트를
실행하십시오.

점진적 배수 백 사용하기
다음의 테스트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지침

요구 사항

정비 간격

3개월에 한 번 권장됨

장비

• Natus Camino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 새 Natus Camino 광섬유 카테터(110-4 시리즈,
ICP 측정만 해당)
• 물을 포함한 I.V. 백
• I.V. 폴
• Y-지혈 밸브
•자

알림
이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Camino ICP Monitor가 꺼져 있고 어떤 케이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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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ino ICP Monitor 를 벽면 AC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

모니터의 우측 면의 ICP(CAMCABL) 포트에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및 기능적인
광섬유 카테터를 연결하십시오.

•

I.V. 백의 반을 물로 채우십시오.

•

튜빙의 한 쪽 끝을 I.V. 백에 연결하고 다른 쪽은 Y-지혈 밸브에 연결하십시오.

1

카테터 팁

2

Y-지혈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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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섬유 카테터의 팁을 Y-지혈 밸브에 덕빌 밸브를 통하여 삽입하십시오.

•

I.V. 백의 밸브를 연 후 Y-지혈 밸브로부터 엔드 캡을 제거하십시오. 튜빙과 Y지혈 밸브가 채워질 때까지 물을 흐르게 하십시오.

•

공기 거품이 없음을 확인한 후 엔드 캡을 닫으십시오.

•

I.V. 백의 물 레이블과 광섬유 카테터의 팁이 같은 레이블임을 확인하십시오.
이 예에서 카테터의 팁과 물이 자로 물 레이블이 자로 25.4cm(10 인치) 마크가
됩니다.

1
•

물 레이블과 카테터 팁

2

엔드 캡

모니터를 켜십시오. 터치 스크린에서 기본 탭을 누르고 ICP 값이 0 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카테터 키트에서 검정색 제로 조절 도구를
사용하여 ICP 값을 0mmHg 으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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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백을 10cm(4 인치) 높이 듭니다. 물 레이블이 자에서 15cm(6 인치) 마크의
레이블까지 차게 하십시오. 다음의 단위 전환을 참고하십시오.

1inch H20 = 1.8683mmHg
터치 스크린에서 ICP 값이 7 ± 2mmHg인지 확인하십시오.
•

I.V. 백을 추가로 15cm(6 인치) 올리십시오.

•

터치 스크린에서 ICP 값이 18 ± 2mmHg 인지 확인하십시오.

7mmHg 위치

18mmHg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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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모의실험 장치 사용하기(선호 방법)
다음의 테스트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지침

요구 사항

정비 간격

3개월에 한 번 권장됨

장비

• Natus Camino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 새 Natus Camino 광섬유 카테터
(부품 #110-4BT, ICP/온도 측정)
• 0 ~ 125mmHg의 압력 모의실험 장치
(예: Delta-Cal™ 650-950)
• 튜빙 및 매니폴드 어셈블리

1 카테터 팁

2

튜브

3 압력 모의실험 장치

알림
이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ICP 모니터가 꺼져 있고 어떤 케이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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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mino ICP Monitor 를 벽면 AC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2.

모니터의 우측 면의 ICP(CAMCABL) 포트에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및 기능적인
광섬유 카테터를 연결하십시오.

3.

모니터를 켜십시오. 터치 스크린에서 기본 탭을 누르고 ICP 값이 0 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광섬유 카테터 키트에서 검정색 제로 조절
도구를 사용하여 ICP 값을 0mmHg 으로 설정하십시오.

4.

광섬유 카테터를 매니폴드에 넣으십시오.

5.

매니폴드의 다른 쪽 끝을 압력 모의실험 장치에 연결하십시오.

6.

필요하다면 압력 모의실험 장치를 0mmHg 로 조절하십시오.

7.

압력 모의실험 장치와 Natus 모니터의 터치 스크린에 표시된 ICP 값이
0mmHg 인지 확인하십시오.

8.

압력 모의실험 장치 컨트롤 손잡이를 다음 압력으로 조절한 후 ICP 모니터가
ICP 값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나타내는지 확인하십시오. 압력 모의실험 장치
설정의 정확도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적용된 압력(mmHg)

ICP 모니터(mmHg)

0

-2 ~ 2

20

18 ~ 22

40

38 ~ 42

60

56 ~ 64

100

94 ~ 106

125

117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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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출력 테스트
다음의 테스트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지침

요구 사항

정비 간격

3개월에 한 번 권장됨

장비

• 디지털 멀티미터(DMM), 1mV(해상도)
• PMIO 케이블(부품 # 025420)
• DC 벤치 전원 공급(10V DC)

알림
이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Camino ICP Monitor가 꺼져 있고 어떤 케이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십시오.
1.

Camino ICP Monitor 를 벽면 AC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2.

모니터 후면에서, PMIO 케이블을 외부 환자 병상 모니터가 아니라 PMIO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3.

DC 벤치 전원 공급 및 디지털 멀티미터(DMM)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DC 전원 공급을 10 ± 0.1V 로 설정하고 “+” 및 “-” 전극선을 6 핀 캐논
커넥터의 “1” 및 “4” 핀에 각각 연결하십시오.

B.
4.

“+” 및 “-” DMM 전극선을 6 핀 캐논 커넥터의 “2” 및 “3” 핀에 각각 연결하십시오.

모니터를 켜십시오. 터치 스크린에서 모니터와 동기화를 누르고 다음 ICP
값을 테스트 하십시오.
시뮬레이트 압력(mmHg)

시뮬레이트 전압(mVDC)

0

0.000 ± .25

25

1.250 ± .25

50

2.500 ± .25

100

5.000 ± .25

추가 값 확인을 누를 때마다 다음 고정된 ICP 값으로 이동함을 참고하십시오.
5.

모든 테스트 기기를 끄고 모니터 전원을 끈 후 모든 테스트 기기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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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입력 테스트
다음의 테스트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지침

요구 사항

정비 간격

3개월에 한 번 권장됨

장비

• 디지털 멀티미터(DMM), 1mV(해상도)
• Natus Camino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 Natus Camino 광섬유 카테터
(부품 # 110-4BT, ICP/온도 측정)
• PMIO 케이블
• 저항기(10kΩ x2)
• 분압기(10KΩ x1, 10턴)

알림
이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Camino ICP Monitor가 꺼져 있고 어떤 케이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십시오.

1.

Camino ICP Monitor 를 벽면 AC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2.

모니터의 우측 면의 ICP 및 온도 커넥터에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3.

기능적인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사용하여 압력 변환기 커넥터를 확실하게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에 연결하십시오.

4.

디지털 멀티미디어(DMM)의 전극선을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온도 커넥터의
핀 1(1 Volt) 및 3(GND)에 연결하십시오.

5.

모니터를 켜십시오. DMM 리드 1.0000 ± 0.002VDC 를 확인하십시오.

6.

모니터를 끄고 DMM 전극선을 온도 커넥터에서 제거하십시오.

7.

2 개의 10KΩ 저항기 및 1 개의 10KΩ 분압기를 온도 변환기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DMM 전극선을 핀 2(Vin) 및 3(GND)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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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변환기 커넥터 테스트 회로도

상기 2핀에서 전압에 따라 10KΩ 포트 조절
8.

모니터를 켜고 DMM 에 0.350VDC 의 리딩을 제공하도록 10KΩ 분압기를
조절하십시오. 터치 스크린의 온도 값은 30.0 ± 0.3°C 여야 합니다.

9.

DMM 에 0.438VDC 의 리딩을 제공하도록 10KΩ 분압기를 조절하십시오. T 터치
스크린의 온도 값은 40.0 ± 0.3°C 여야 합니다.

10. 모니터를 끄십시오. 모니터의 우측 면의 모든 구성요소를 온도 커넥터에서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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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출력 테스트
다음의 테스트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지침

요구 사항

정비 간격

3개월에 한 번 권장됨
• 디지털 멀티미터(DMM), 1mV(정확도가
1ohm인 1k 및 2k ohm의 최소 판독값)
• 온도계(30 ~ 40°C)가 있는 물통 또는 비커
•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장비

• Natus Camino 광섬유 카테터
(부품 # 110-4BT, ICP/온도 측정)
• PMIO 케이블(부품 # 025420)

알림
이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Camino ICP Monitor가 꺼져 있고 어떤 케이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십시오.

1.

Camino ICP Monitor 를 벽면 AC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2.

모니터의 우측에서, ICP 및 Camino 의 온도 연결부에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3.

기능적인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사용하여 압력 변환기 커넥터를 확실하게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에 연결하십시오.

4.

모니터 후면에서, PMIO 케이블을 외부 환자 병상 모니터가 아니라 PMIO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5.

디지털 멀티미터(DMM) 전극선을 ¼” 잭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

빨강색을 팁에 설정하십시오.

•

검정색을 배럴에 설정하십시오.

•

DMM을 ohm에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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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통 또는 비커에 32°C 정도의 따뜻한 물을 채운 후 다음 지시를 따르십시오.
A.

광섬유 카테터를 물에 넣으십시오.

B.

필요하면 온도계를 물에 넣으십시오.

C. 터치 스크린의 기본 탭을 누르고 온도 값이 ±0.3°C 로 온도계의 눈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7.

10 단계 이후에 나오는 표를 사용하여 측정된 저항이 표시된 온도 값의
최저와 최고 한계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8.

물통 또는 비커에 약 38°C 의 따뜻한 물을 채우고 다음을 실행하십시오.
A.

광섬유 카테터를 물에 넣으십시오.

B.

터치 스크린의 기본 탭을 누르고 온도 값이 ±0.3°C 로 온도계의 눈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9.

10 단계 이후에 나오는 표를 사용하여 측정된 저항이 표시된 온도 값의
최저와 최고 한계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0. DMM 을 분리하고 모니터를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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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대 저항 표
출력 온도 범위: 31°C ~ 33°C
31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

1727
1718
1709
1692
1692
1684
1676
1676
1668
1660
1652
1635
1635
1627
1627
1620
1612
1604
1597
1582
1582

1751
1751
1742
1742
1733
1716
1708
1700
1700
1692
1684
1684
1676
1659
1651
1651
1644
1636
1628
1628
1621

출력 온도 범위: 37°C ~ 39°C
37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

1337
1335
1330
1325
1320
1310
1305
1300
1295
1290
1285
1280
1275
1270
1266
1261
1256
1251
1242
1238
1233

1367
1361
1359
1354
1349
1344
1334
1329
1324
1319
1314
1309
1304
1299
1294
1290
1285
1280
1275
1266
1262

119

ICP 경보 상한 테스트
다음의 테스트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지침

요구 사항

정비 간격

3개월에 한 번 권장됨

장비

• Natus Camino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
• Natus Camino 광섬유 카테터
(부품 # 110-4BT 또는 110-4HMT)
• 압력원 장치(점진적 배수 백; 압력
게이지, 0 ~ 125mmHg(최소); 또는 전자
압력 모의실험 장치, 0 ~ 125mmHg(최소))

알림
이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Camino ICP Monitor가 꺼져 있고 어떤 케이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십시오.
1.

Camino ICP Monitor 를 벽면 AC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2.

모니터의 우측 면의 ICP 및 온도 커넥터에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3.

기능적인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을 사용하여 압력 변환기 커넥터를 확실하게
광섬유 카테터 케이블에 연결하십시오. 110-4BT 또는 110-4HMT 모델 카테터를
사용하는 경우 온도 변환기 커넥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4.

다음 중 하나의 압력원을 통하여 ICP 입력 테스트 섹션에 설명된 방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 카테터에 압력을 제공하십시오.

5.

•

점진적 배수 백(108 페이지 참조)

•

압력 모의실험 장치(112 페이지 참조)

모니터를 켜십시오. 터치 스크린의 경보 탭을 누르고 ICP 경보 상한을
4mmHg 로 설정하십시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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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원을 10mmHg 로 설정하십시오.

7.

터치 스크린에서 기본 탭을 누르고 ICP 값이 약 10 ± 2mmHg 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약 5 초 후에 모니터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8.

•

세 번의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경보가 울립니다.

•

상태 바에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ICP가 경보 한도를 초과함”

•

상태 바에 경보 기호가 깜박거립니다.

•

현재 ICP 값이 노란색으로 기본, 추이 및 경보 스크린에 깜박거립니다.

임시로 경보 소리를 소거하십시오. 터치 스크린에서 깜박거리는 경보 기호를
누르고 모니터를 확인합니다.

9.

•

경보 소리를 소거합니다.

•

활성 경보 기호를 음소거된 경보 기호로 바꿉니다.

•

상태 바에 소리 출력 일시 정지가 표시됩니다.

약 3 분 정도 기다린 후 모니터가 7 단계에 명시된 대로 경보를 재
활성화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0. 시뮬레이트 압력을 0mmHg 으로 줄이고 경보가 꺼져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1. 터치 스크린에서 경보 탭을 누른 후 경보 꺼짐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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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전원 및 배터리 충전 테스트
AC 전원
Natus Neuro는 이 테스트를 3개월에 한 번씩 할 것을 권장합니다.
1.

Natus Camino ICP Monitor를 AC 전원 아웃렛에 꼽으십시오.

2.

전원 버튼을 눌러 시스템을 켜십시오.

3.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모니터 전면의 전원 버튼 위에 있는 LED AC 전원 표시기에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십시오.

•

터치 스크린의 상태 바에 플러그 아이콘이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4.

모니터의 후면에 전원 코드를 분리하고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모니터 전면의 녹색 LED AC 전원 표시기가 꺼졌는지 확인하십시오.

•

터치 스크린의 상태 바에 플러그 아이콘이 크로스 아웃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C 전원 문제가 지속되면 Natus Neuro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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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부족 경보
Natus Neuro는 이 테스트를 3개월에 한 번씩 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다음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Camino ICP Monitor 를 배터리 전원으로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부족”, 모니터가 꺼지기 전까지 배터리 충전 잔량이
15 분 미만임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는 충전 레벨이 떨어져
“배터리 부족”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1 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모니터를 배터리 전원으로 10 분 동안 더 사용하십시오. 10 분 후에 모니터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세 번의 터지는 듯한 소리를 포함한 경보가 울립니다.

•

상태 바에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배터리 부족”

•

상태 바에서 배터리 기호가 노란색으로 깜박거립니다.

음향 및 영상 경보는 모니터가 꺼지기 전 배터리 전원이 약 5 분 이하로
남았음을 가리킵니다. 배터리 전원 부족 경보 문제가 지속되면 Natus Neuro 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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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1.

Camino ICP Monitor 를 배터리 전원으로 배터리 충전 잔량이 다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전원이 약 5 분 이하로 내려갈 때에 모니터가 음향
경보를 활성화함을 참고하십시오. 약 5 분 정도 경보가 울린 후 모니터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2.

배터리를 재충전하기 위해 모니터를 AC 어댑터 아웃렛에 연결하십시오.

3.

전원 버튼을 눌러 시스템을 켜십시오. 터치 스크린의 상태 바에
나타난 배터리 전원 기호에 전기 충전 기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시스템을 끄기 위해 다시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배터리가 최대 용량까지
채워지도록 계속 충전하십시오. 모니터가 꺼진 상태에서 재충전하는 데에는
5 시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알림
배터리가 최대 용량까지 충전되는데 5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배터리를 주문하려면 Natus Neuro에 연락하십시오.

5.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배터리 전원 기호에 4 개의 녹색
막대기가 보입니다.

6.

모니터의 코드를 뽑은 후 배터리 전원만으로 실행하시고 배터리 전원이 최소
1 시간 30 분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 전원이 최소 1 시간 30 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Natus Neuro 에 연락하여 새 배터리를 주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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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배터리 삽입하기
Camino ICP Monitor는 Natus Neuro에서 제공한 14.4V 리튬 이온 배터리(REF # 026950)를
사용하여 이동 중 모니터에 배터리 전원을 공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Natus Neuro에 문의하십시오.
배터리를 삽입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Camino ICP Monitor 가 꺼져있고 AC 전원 어댑터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핸들이 밑을 향하도록 모니터를 위에서 아래로 돌리십시오.

3.

2 개의 나사를 제거한 후 배터리 덮개를 빼십시오.

4.

필요하다면 이전 배터리를 모니터의 커넥터 슬롯에서 부드럽게 당겨
제거하십시오. 이전 배터리를 지역의 규제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5.

새 배터리를 삽입하십시오.
A.

배터리 레이블의 Natus Neuro 로고가 위로 향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B.

배터리 앞쪽의 배터리 커넥터를 모니터 위의 커넥터 구멍과 나란히
맞추십시오.

C. 배터리가 완전히 그 자리에 삽입될 때까지 배터리 커넥터를 모니터
커넥터 구멍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알림
Camino ICP Monitor배터리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삽입할 수 있습니다.
6.

2 개의 작은 나사를 다시 삽입하여 배터리 덮개를 모니터에 잠그십시오.
환자, 사용자, 다른 사람의 부상을 방지하려면 모니터가 사용되는 동안

배터리 덮개가 안전하게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알림
모니터가 사용되지 않아도 배터리의 전원은 없어집니다. 항상 사용 전에
배터리가 최대 용량으로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Camino ICP Monitor는,
모니터가 AC 전원에 꽂혀있는 동안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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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터치 스크린에서 설정 탭을 누른 후 시스템 정보를 선택하십시오.

환자 병상 모니터와의 동기화 테스트
Camino ICP Monitor를 4장에 나오는 환자 병상 모니터와 동기화하는 절차를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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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 Natus Neuro에 기술 지원 및 연간 정비
문의하기
기술지원 정보
만약 Camino ICP Monitor가 명시한 대로 실행되지 않고, 또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사용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Natus
Neuro에 기술 지원을 문의하십시오.
국내 및 해외
Natus Neurology 주식회사
3150 Pleasant View Road
Middleton, WI USA 53562
1-800-356-0007
madison.helpdesk@natus.com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와 수리를 받으려면 그 지역에 있는
승인된 Natus Neuro 대리인에게 연락하십시오.
전기충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Camino ICP Monitor 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서비스는 Natus Neuro 의 자격증 있는
서비스 종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Camino ICP Monitor 의 변경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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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정비 소개
Camino ICP Monitor의 연간 정비는 적절한 기능과 모니터의 구경
측정 보장을 위해 Natus Neuro 서비스 센터에서 실행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 동안, Natus Neuro는 배터리 사용, 충전주기와
구경측정 상태를 평가하고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새 것으로
교환도 해줍니다.
•

다음 연간 정비 날짜를 알려면 뒤쪽 패널에 있는 레이블을
확인하십시오.

•

Camino ICP Monitor의 연간 정비 일정을 잡으시려면, Natus
Neuro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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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기술 사양
기술 사양 목록
다음 표에는 Camino ICP Monitor의 기술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항목

사양

모니터 종류

Camino ICP Monitor

치수

240mm x 165mm x 185mm(너비 x 높이 x 깊이)

중량

3.0kg(6.7lbs)

ICP

• 7.0” WVGA 컬러 TFT LCD 디스플레이
• 800 x 480 픽셀 해상도
• 터치 스크린에 표시되는 숫자 매개변수는 10 피트 떨어진 곳, 중심에서 30°
정도까지 벗어난 각도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Natus Neuro 에서 제공한 AC 전원 어댑터(REF # 025430, 18V DC , 1.67A, 30W)만 사용

배터리

Natus Neuro 에서 제공한 14.4V 리튬 이온 배터리(REF # 026950)만 사용하십시오.
• 충전 시간 = 모니터가 AC 전원 콘센트에 꽂혀 있고 모니터가 꺼져 있는
동안에는 5 시간 이하.
• 작동 시간 = 1.5 시간

기술 원리

압력 센서 종류:
• 광섬유 압력 변환기
• 변형계 압력 변환기
온도 센서 종류:
• 서미스터 변환기

온도에 대한 일시적 응답

온도의 2°C 단계 변화에 대한 일시적 응답 시간이 디스플레이 되어있습니다.

시간

최대 30 초

ICP 경보 상한

• -10 ~ 125mmHg, 1mm 씩 증가
• 공장 출고 기본값은 20mmHg 로 설정됨

환자 병상 모니터로 출력

• ICP 측정 = 5.0μV/V/mmHg
• 온도 측정 = 3-wire YSI 400 서미스터 인터페이스 기준을 따릅니다.
• ICP = ±1mmHg 또는 모니터 눈금의 1%(더 큰 것)
• 온도 = ±0.2°C 에서 YSI 400 기준

데이터 추출

• USB = USB 1.1

• RS232 = 9600 보드, 8 데이터 비트, 1 정지 비트, 짝수 패리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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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압력 작동하기

700 ~ 1,060hPa

배송/보관 압력

500 ~ 1,060hPa

작동 한계

• 온도 = 15°C ~ 40°C
• 습도 = 30% ~ 75%의 상대 습도, 비응축

배송/보관 제한

• 온도 = -20 °C ~ 50 °C
• 습도 = 25% ~ 80%의 상대 습도

장기 작동 정확도

ICP 선형성 카테터와 Camino Flex 카테터:
• 범위 -10~10mmHg: ±2mmHg
• 범위 11~33mmHg: ±3mmHg
• 범위 34~125mmHg: ±(6% + 1mmHg)
ICP 선형성 카테터와 광섬유 카테터:
• 범위 -10~50mmHg: ±2mmHg
• 범위 51~125mmHg: ±6%
온도 카테터: ±0.3°C

지정된 ICP 정확성 범위

-10~125mmHg

정격 온도 정확도 범위(직접

30°C ~ 42°C

모드 측정)
감전 방지

II 등급, CF 타입, 세동제거기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부품: ICP 카테터 연결부,
온도 카테터 연결부.

유해한 침수 방지

IPX0

작동 모드

연속

HF 수술 장비

IEC 60601-2-49 요구사항 준수

제세동기 복구

0-15 초

화재 위험

공기, 산소, 또는 이산화 질소가 혼합된 가연성의 마취제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언어

영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브라질), 중국어(간체자),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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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및 기준
Camino ICP Monitor는 연속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amino ICP Monitor는 전기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IEC 60601-1 4판 및 적용 가능한 특별 표준과 부수적 표준

EMI / EMC
•

IEC 60601-1-2:2014

•

IEC 60601-2-49:2011

전기 안전
•

IEC 60601-1:2005/A1:2012

•

AAMI ES60601-1:2005+A1:2012

•

IEC 60601-2-4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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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선언 표
이 섹션(분리 거리와 같은)에 포함된 정보는 대개 Camino ICP Monitor 에 대하여
분명하게 쓰여있습니다. 제공된 숫자는 무결점 작동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일반 비고
의학적인 전기 장비는 전자기 호환(EMC) 에 관계된 특별한 주의 사항을 필요로
하고, 이 문서와 기기 사용을 위한 나머지 사용 지침에 제공된 EMC 정보에 따라
설치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EMC 관련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측정
정확도의 일시적 손상이나 모니터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용 그리고 이동식 RF 의사소통 장비는 의학적 전자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케이블과 부속품 사용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다른
케이블 및/또는 부속품 사용은 안전, 실행 그리고 전자기 호환(방출 증가와 내성
감소) 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장비가 다른 장비와 인접하게 또는 쌓여져서 사용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 향후 유지될 배치 환경에서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Camino ICP Monitor는 주 전원 공급 장치와의 분리 수단으로 메인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모니터를 메인 플러그를 연결하기 힘든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Camino ICP Monitor와 함께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제세동기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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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과 제조업체 선언 - 전자파 방출
Natus Camino ICP Monitor는 아래에 명시된 전자기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Natus Camino ICP
Monitor의 고객 또는 사용자는 이 시스템이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출 테스트

규정 준수

전자기 환경-지침

RF 방출
CISPR 11

그룹 1

Natus Camino ICP Monitor는 RF 에너지를 내부 기능에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RF 방출량이 극히 적으며 가까운 전자 기기에 방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RF 방출
CISPR 11

등급 A

고조파 방출
IEC 61000-3-2

등급 A

전압 변동 / 플리커 방출
IEC 61000-3-3

준수

Camino ICP Monitor의 방출 특성을 고려하면 산업 분야 및 병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CISPR 11 등급 A). 주거 환경(일반적으로
CISPR 11 등급 B가 요구됨)에서 사용할 경우, Camino ICP Monitor는
고주파 통신 서비스에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장비의 재배치 또는 재정향과 같은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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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과 제조업체 선언 - 전자파 내성
Natus Camino ICP Monitor는 아래에 명시된 전자기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Natus Camino ICP
Monitor의 고객 또는 사용자는 이 시스템이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성 테스트

IEC 60601 테스트 레벨

규정 준수 레벨

전자기 환경-지침

정전 방전(ESD)
IEC 61000-4-2

±8 kV 접속

±8kV

바닥은 나무, 콘크리트 또는 세라믹

±15kV

타일이어야 합니다. 습도가 30%

±2kV, ±4kV, ±8kV, ±15kV
대기

이하인 환경에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모니터 장애를 일으켜
재시동해야 하는 정전기 방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기적 빠른 과도

전원 공급 선을 위한 ±2kV

현상/버스트
IEC 61000-4-4

입출력 선을 위한 ±1kV

서지
IEC 61000-4-5

±0.5kV, ±1kV 라인-라인

±2kV

기본 전원의 품질은 전형적인 상업

±1kV

또는 병원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0.5kV, ±1kV, ±2kV 라인접지

±1kV
±2kV

전원 공급에서

0°, 45°, 90°, 135°, 180°, 0°, 45°, 90°,

전압강하, 짧은

225°, 270° 및 315°에서

기본 전원의 품질은 전형적인 상업
또는 병원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 전원의 품질은 전형적인 상업

135°, 180°,

또는 병원 환경에서 사용되는

중단과 전압변동이 0% UT; 0.5주기

225°, 270° 및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Natus Camino

선들에 입력됩니다.
IEC 61000-4-11

315°에서 0% UT;

ICP Monitor사용자가 기본 전원 중단

0 % UT; 1주기

0 % UT; 1주기

0°에서 70% UT; 25/30주기

0°에서 70% UT;
25/30주기

전원

0% UT; 250/300주기

0% UT;
250/300주기

30A/m

30A/m

시에 연속 작동을 요구한다면, Natus
Camino ICP Monitor는 무 정전 전원 장치
또는 배터리로부터 전원공급을
받도록 권장됩니다.

전원 주파 자기장은 일반적인 상업

주파수(50/60Hz)

또는 병원 환경에서 일반적인 장소의

자기장
IEC 61000-4-8

특성 레벨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UT는 테스트 레벨 적용 이전의 교류 주전원 전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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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과 제조업체 선언-전자파 내성
Natus Camino ICP Monitor는 아래에 명시된 전자기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Natus Camino ICP Monitor의
고객 또는 사용자는 이 시스템이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성

IEC 60601 테스트

규정 준수

테스트

레벨

레벨

전자기 환경-지침
휴대용 또는 이동식 RF 의사소통 장비는 케이블을 포함한
Natus Camino ICP Monitor의 전선을 포함한 어느 부분과도
가까이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권장되는 격리 거리는 해당
등식으로부터 전송기의 주파까지로 계산됩니다.

전도 RF
IEC 61000-4-6

150KHz~80MHz의

권장 격리 거리
d = 1.17 √P

ISM 대역에서 80%
AM 1KHz
6Vrms에서
150KHz~80MHz의
Vrms

방사 RF
IEC 61000-4-3

3Vrms, 6Vrms

3V/m

80MHz~2.7GHz,

d = 1.17 √P 80MHz~800MHz

80% AM 1KHz에서
3V/m

d = 2.33 √P 800MHz~2.5GHz
전송기 제조업체에 따르면 P는 와트(W)로 표시된 전송기의
최대 출력 전원 정격이고, d는 미터(m)로 표시된 권장 격리
거리입니다.
RF 고정 송신기로부터의 전계 강도는 전자기 사이트 조사에
의해 결정되고a, 각 주파수 범위 안에서 규정 준수 레벨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b
다음의 기호가 표시된 장비 근처에서 방해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참고 1 80MHz에서 800MHz까지 최대 주파수 범위의 격리 거리가 적용됩니다.
참고 2 이러한 지침들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기 전파는 구조, 사물 및 사람으로부터의
흡수 및 반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a

고주파(휴대폰, 무선) 전화기 및 산업용 무선(LMR)용 기지국, 아마추어 무선, AM 및 FM 라디오 방송 그리고 TV 방송 등과 같은 고정 고주파 트랜스미터에서 나오는 장의 세기는 이론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RF 고정 전송기로 인한 전자파 환경을 평가하려면 전자파 현장 설문조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Natus Camino ICP Monitor가 사용되어지는 지역의 측정된 전계
강도가 적용되는 RF 규정준수 레이블을 초과한다면, Natus Camino ICP Monitor의 정상 작동 확인을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실행이 관찰되어지면, 재정향 또는 Natus Camino ICP
Monitor의 재배치 등의 추가 측정이 필요합니다.

b

150kHz~80MHz 사이의 주파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장 세기가 3V/m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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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인클로저 포트 내성의 테스트 사양
테스트
주파수
(MHz)

대역a
(MHz)

서비스 a

변조 b

최대 전력
(W)

거리
(m)

내성 테스트 수준
(V/m)

385

380-390

TETRA 400

펄스 변조b
18Hz

1.8

0.3

27

450

430-470

GMRS 460,
FRS 460

FMc

2

0.3

28

±5kHz 편차
1kHz 사인

710
745
780

704 – 787

LTE 대역 13
17

펄스 변조b
217Hz

0.2

0.3

9

810
870
930

800 – 960

GSM 800/900,
TETRA 800,
iDEN 820,
CDMA 850,
LTE Band 5

펄스 변조b
18Hz

2

0.3

28

1720
1845
1970

1700 – 1990

GSM 1800;
CDMA 1900;
GSM 1900;
DECT;

펄스 변조b
217Hz

2

0.3

28

LTE 대역 1, 3,
4, 25; UMTS
2450

2400 – 2570

블루투스,
WLAN,
802.11 b/g/n,
RFID 2450,
LTE Band 7

펄스 변조b
217Hz

2

0.3

28

5240
5500
5785

5100 – 5800

WLAN 802.11
a/n

펄스 변조b
217Hz

0.2

0.3

9

참고 내성 테스트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경우, 전송 안테나와 ME 장비 또는 ME 시스템 사이의 거리를 1m로 줄일
수 있습니다. 1m 테스트 거리는 IEC 61000-4-3에 의해 허용됩니다.
a 일부 서비스의 경우 업링크 서비스만 허용됩니다.
b 캐리어는 50% 듀티 사이클 네모파 신호를 사용하여 변조됩니다.
c 실제 변조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FM 변조의 대체 방식인 18Hz에서의 50% 펄스 변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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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형 및 모바일 RF 통신 장비와 Natus Camino ICP Monitor사이의 권장 이격 거리
Camino ICP Monitor는 방사상의 RF 방해가 통제되는 전자파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Natus Camino
ICP Monitor의 고객과 사용자는 휴대용과 이동식 RF 연락장비(송신기)와 연락 장비의 최대 출력 전원에 따라
아래에 권장되어진 Natus Camino ICP Monitor사이의 최소 거리를 유지함으로 전자파 방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송신기의 주파수에 따른 이격 거리
m

송신기의 평가된 최대
출력 파워
W

150kHz ~ 80MHz
d = 1.17 √P

80MHz ~ 800MHz
d = 1.17 √P

800MHz ~ 2.7GHz
d = 2.33 √P

0.01

0.12

0.12

0.23

0.1

0.37

0.37

0.74

1

1.17

1.17

2.33

10

3.70

3.70

7.37

100

11.70

11.70

23.30

위의 목록에 없는 최대 출력 전원, 권장 격리 거리 d는 미터로 송신기의 주파수에 적용되는 방정식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출력 전원 등급이 송신기 제조사에 따라 와트(W)로 P입니다.
참고 1 80MHz에서 800MHz까지 최대 주파수 범위의 격리 거리가 적용됩니다.
참고 2 이러한 지침들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기 전파는 구조, 사물 및
사람으로부터의 흡수 및 반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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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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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및 낮은 우선 순위 경보에 대한 음향 및 영상
표시기 , 72
경보 꺼짐, 60
경보 켜짐, 60
금기사항, 19
기록 중 추이 데이터 재설정 조건, 86
기본값 복원, 61
기술 사양, 129
기술 지원 및 연간 정비, 127
기술적 메시지, 70
기호
AC 전원 사용 중, 14
AC 전원 사용되지 않음/사용 불가, 14

ICP 가 경보 한도를 초과함, 75

ICP 경보 상한, 14

경보 기호 이해, 71

ON/OFF 전원, 14

경보 꺼짐, 14

배터리 충전 표시기, 14

경보 소개, 55

소리 출력 일시 정지, 14

기술적 경보에 대처하기, 76
낮은 배터리 전원 경보에 대처하기 , 77

활성 경보, 14

냉각 팬 경보 임시 소거, 79
냉각 팬 장애 경보에 대처하기 , 79
되돌릴 수 없는 시스템 장애 경보 대처하기 , 76
모니터 과열 경보에 대처하기 , 79
모니터의 경보 우선순위 결정 방법, 72
배터리 부족 경보 , 123
배터리 연결되지 않음 또는 불량 배터리, 14
배터리 장애 경보에 대처하기 , 81
배터리 충전 중, 15
비활성 경보, 14

기호와 약어, 9
기호와 약어 목록, 9
대상 사용자, 19
대상 환자 인구, 19
데이터 추출, 82
두 개의 모니터 동기화 , 48
디지털 스트리밍을 통해 데이터 추출, 85
로그 추출과 서비스 모드 버튼 , 69
모니터 부품, 24
뒷면 패널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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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패널 , 27
앞면 패널 , 24
오른쪽 패널 , 26
왼쪽 패널 , 28

임상 사용을 위한 시스템의 설정, 31
임상적 이점, 20
작동 수명이 끝난 후의 폐기, 17

모니터 사용에 관한 경고, 21
모니터 위치 정하기 , 31

저작권 정보, 3

모니터를 장비 폴에 고정하기, 32
모니터와 동기화 버튼 , 54

제조업체의 선언 표, 132

모니터의 중요 기능, 20
배터리
낮은 배터리 전원 경보에 대처하기 , 77
배터리 보관 , 37
배터리 전원 표시기 , 35
배터리 충전 테스트 , 124
배터리와 AC 전원의 상태 확인 , 54
사용 가능한 배터리 충전량 확인 , 55
새 배터리 삽입하기, 125
전원 배터리 사용 , 34
분류 및 기준, 131
사용자 설정 사용자 지정, 65
상태 바 , 54
상표 사사, 3
서비스 모드, 65
서비스 모드 버튼 , 69
소프트웨어 기호 , 14
소프트웨어 버전 - 확인, 126
시간 및 날짜 , 67
시간 및 날짜 설정, 65
시스템 ON/OFF 전원 , 33
시스템 끄기, 34
시스템 문제 해결, 97
시스템 보관, 52

정확성 범위 - ICP 및 온도, 80
책임 부인, 3
추이 데이터 모니터링, 58
추이 데이터 추출, 82
추이 데이터가 재설정되는 경우 , 59
추이 데이터를 위한 ICP 범위 지정, 59
추이 데이터를 최대 5 일까지 저장하는 방법, 84
추이 데이터의 시간 범위 지정, 59
카테터, 38
Camino Flex 카테터 연결하기, 43
Camino 광섬유 카테터(110-4 시리즈)의 연결, 39
탭, 53
경보, 53
기본, 53
설정, 53
추이, 53
터치 스크린, 53
테스트 및 예방적 정비, 107
AC 전원 및 배터리 충전 테스트, 122
ICP 경보 상한 테스트, 120
압력 모의실험 장치 사용하기 , 112
압력 입력 테스트, 108

시스템 살균, 87

압력 출력 테스트, 114
온도 변환기 커넥터 테스트 회로도 , 116

시스템 세척 및 살균, 87

온도 입력 테스트, 115

시스템 정보, 65
시스템 정보 , 69

온도 출력 테스트, 117

시스템 켜기, 33
약어 , 16
언어 , 68

환자 병상 모니터와의 동기화 테스트, 126
파형 타입 , 66
평균 ICP 값의 수적 디스플레이, 57

연간 정비, 127

환자 ICP 및 온도 - 모니터링, 56
환자 병상 모니터 위의 온도 및 압력 측정에 대하여 ,
51

연락처 정보, 4

환자 병상 모니터에 연결하기, 47

온도, 61

환자의 ICP 및 온도 모니터링, 53

언어 설정, 65

일회용 카테터,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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