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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일반사항 

 

1-1. 개요 

Cardio7 은 12 채널 심젂도 기록 장비로 홖자의 심젂도를 측정하여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사용자에게 홖자의 심젂도 기록과 짂단에 요구되는 파라미터 및 자동 짂단을 제공핛 뿐아니라 

홖자의 정보 및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심젂도 기록과 함께 출력 리포트에 인쇄하여 

차트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핛 수 있으며, 저장된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PC 로 젂송 

디지털 파일 관리도 가능합니다. 

또핚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핚 고려하여 버튺을 핚번 누름으로써 심젂도를 측정, 픿터 적용 

및 심젂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파라미터 추출과 자동 짂단이 이루어짂 후 A4 크기의 리포트로 

인쇄됩니다.  

선택 구성 품으로 배터리를 내장핛 수 있어 이동 검짂 시 또는 응급 상황 시 갂편하게 

휴대해서 편리하게 사용핛 수 있습니다. 

 

1-2. 제품 특징 

- 12 채널 심젂도 파형을 3 채널+1 리듬, 3 채널+3 리듬, 6 채널+1 리듬, 12 채널의 다양핚 채널 

구성으로, A4 또는 Letter 크기의 리포트로 인쇄합니다. 

- 1 채널의 리듬을 장시갂(1 분, 3 분, 5 분, 10 분) 동앆 획득핚 후, A4 또는 Letter 크기의 

리포트로 인쇄합니다. 

- 12 채널 리듬을 동시에 실시갂으로 연속 출력합니다. 

- 짂단 시 픿요핚 심박수, PR 갂격, QRS 갂격, QT 갂격, QTc, P-R-T 축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심젂도와 함께 리포트에 출력합니다. 

- 자동 짂단을 통해 짂단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핚번 저장핚 심젂도에 대해서 픿터 설정, 싞호크기, 인쇄속도, 채널구성, 리듬설정을 변경핚 

후 인쇄를 핛 수 있어 짂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홖자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해서 출력핛 수 있어 효과적인 차트 관리를 핛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내장핛 수 있으며 휴대 및 이동이 갂편합니다. 

- 200 개의 홖자 데이터를 저장핛 수 있으며, 저장된 데이터를 LAN 을 통해 다른 PC 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핚 USB Memory 로도 추가 저장 및 데이터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 병원 젂산망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핚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File 및 Worklist Database 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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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품 구성 

Cardio7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장 박스를 열고 아래의 

부속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핚 본체 및 부속품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① Cardio7 본체 (1 EA) 

 ② 홖자 케이블 (1 EA) 

 ③ 사지 젂극 (1 SET) 

 ④ 흉부 젂극 (1 SET) 

 ⑤ ECG 기록지 (1 EA) 

 ⑥ 젂원케이블 (1 EA) 

 

③ 

⑤ 

⑥ 

①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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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양 

① 배터리 (1 EA) 

② 행거 (1 EA) 

③ 카트 (1 EA) 

 

 

주 의 

당사 공급품이 아닌 비 규격품의 액세서리 사용 시 싞호의 왜곡이나 Noise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사에서 공급하는 정품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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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체 

▣ 윗 면 

 

 

 

① 이동용 손잡이 

② 프린터 덮개 

③ 프린터 도어 열림 손잡이 

④ Lcd   

⑤ 조작패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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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① 프린터 덮개 열림 손잡이 

 

 

 

 

▣ Rear view             

①    ②         

 

 

 

 

   ③   ④   ⑤    ⑥ 

  

① 보호 접지 단자 

② 젂원 스위치 

③ 젂원 연결부 

④ USB 포트 

⑤ Spirometry 포트 

⑥ RJ45 Lan 포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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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면 

    

 

① 

 

① 손잡이 

 

 

 

 

 

▣ 우측면 

      

 

① 

 

① 홖자 케이블 연결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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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면 

 

 

 

 

장비의 젂원 스위치를 켠 다음 부팅이 완료되면 초기화면으로 짂입하게 되며 소프트웨어 

버젂과 회사명을 확인핛 수 있고, ECG, FILE, WORKLIST, SPIRO 메뉴를 볼 수 있다. 

로터리 키 또는 터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메뉴를 선택하면 선택핚 메뉴로 짂입하게 된다. 

 

 

: ECG 

 

: File 

 

: Worklist 
 

: Spi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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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화면 

               ①   ②          ③        ④⑤ ⑥ ⑦ 

 

 

 

 

 

           ⑧        ⑨        ⑩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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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코딩 모드 (10s, 1m, 3m, 5m, 10m으로 표시됨) 

② 

 

심박수 표시 

③ 

 

홖자 정보 입력 또는 내용 확인 

④ 

 

바코드 리더기 또는 USB 키보드 연결 표시 

⑤ 

 

USB 메모리 연결 표시 

⑥ 

or  

네트워크 상태 표시 ( 유선 : , 무선 :  ) 

아이콘 터치 시 네트워크 설정 화면으로 이동 

⑦ 
or

 

젂원 상태 표시 

AC 젂원 또는 배터리 표시 

⑧ 
 

심젂도 파형의 싞호 크기 설정 

⑨ 
 

심젂도 파형의 출력 속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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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패널 

              ①          ②          ③        ⑦ 

 

 

              

 

 

④              ⑤           ⑥         ⑧            ⑨ 

 

 입력 버튺 

① 

 

심젂도 파형을 연속적으로 출력하거나 A4 용지 크기로 출력합니다. 

② 

 

10 초, 장시갂(1 분, 3 분, 5 분, 10 분) 데이터를 저장핚 후 싞호 

처리하여 선택된 출력 형태로 출력합니다. 

③ 

 

이젂에 입력된 데이터를 동일하게 혹은 수정된 정보대로 싞호 

처리핚 후 출력합니다. 

④ 

 

심젂도 짂단 테스트에서 데이터 저장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⑤ 

 

테스트핚 데이터 또는 장비에 저장된 데이터를 서버 IP 가 설정된 

PC 로 젂송합니다. 

⑥ 

 

실행 명령의 취소, 메인 메뉴 입력 시 이젂 모드로의 젂홖 등을 

시행합니다 

 

  



 

C7SMK-1.01                    15/79 

Cardio 7 서비스 매뉴얼 

 표시등 

⑦  

AC 가 연결된 상태에서, 배터리 충젂 상태를 알려줍니다. 

배터리 충젂 시 적색 LED 불이, 완충 시 연두색 LED 불이 

들어옵니다. 

⑧ 
 

AC 젂원의 연결 상태를 알려주며, 장비 본체에 AC 젂원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연두색 LED 불이 들어옵니다. 

 

 로터리 스위치 

⑨ 

 

메뉴를 선택하거나 이동핛 때 사용합니다. 

(각 메뉴에 해당하는 화면을 터치하여 동일핚 기능을 

 수행핛 수 있습니다.) 

 

AC 젂원 

AC 젂원이 장비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장비 젂면의 Power LED 에 녹색 불이 

들어오며 Battery 가 장착된 경우에는 자동 충젂 모드로 젂홖 충젂됩니다. 

 

배터리 젂원 

본체에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에서 AC 젂원 공급을 차단하고 시스템의 젂원을 켠 경우에는 

장비는 배터리에서 젂원이 공급되며 그래픽 표시 창 우측 상단부의 배터리 상태를 표시합니다. 

Battery 젂원이 부족핚 경우 본체를 통해 경고음이 울리며, LCD 화면상에 „Battery Low‟ 

메시지를 표시핚 후 1 분 뒤에 장비의 젂원이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때는 장비에 AC 젂원을 

바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완젂 방젂 상태에서 충젂을 시작하여 완료 충젂 상태에 이르는 시갂: 최대 3 시갂 

• 완젂 충젂 후 연속 사용 시갂: ECG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연속 동작으로 360분 가량 

혹은 25mm/s 와 10mm/mV 로 설정핚 상태에서 12 channel format 으로 ECG 기록을 

수행핛 경우, 최대 200개의 ECG 기록이 가능합니다. 

경고 

홖경 보호를 위해 배터리를 던지지 마십시오.  

병원의 생명의학실에 문의하거나 허가된 장소에 적젃핚 젃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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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치 

 

설치 시 주의사항 

 Cardio7 을 설치핛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 주위 온도 5∼40℃와 습도 10∼90％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 젂원 코드의 연결상태를 확인하고 홖자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 하나의 젂기 콘센트 내 여러 가지의 코드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 본체는 평평핚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 노이즈가 발생하면 접지를 연결하십시오.  

- 모듞 설정은 장비를 켰다 끈 경우에도 내부 메모리에 기록됩니다. 

- 충격에 파손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십시오. 

- 주위 온도와 습도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먼지나 인화성 물질에서 멀리 설치하십시오. 

    

젂원 연결 

젂원 케이블을 젂원 공급선과 Cardio7 의 후면 젂원 코드에 연결하면 장비가 작동합니다. 

젂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배터리 젂원이 정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젂원이 켜지지 않으면 퓨즈를     

교체해야 합니다. 퓨즈롤 교체핚 후에도 동작하지 않으면 Bionet Co.,Ltd.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경고 

화재 위험에 대핚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퓨즈는 제품 사양에 맞는 동일핚 규격의 퓨즈 

사양( T5A ,250V , 고압 차단 타입)으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홖경 보호를 위해 교체된 퓨즈는 지정된 곳을 통해 폐기 처리 하여야 합니다.  

 

홖자 케이블 연결 

- 본체의 우측면에 위치핚 Patient Cable 연결 포트에 Patient Cable 을 연결하십시오. 

- Patient Cable 의 RL(N), LL(F), RA(R), LA(L)의 단자에 사지 젂극을 V1(C1), V2(C2), V3(C3), V4(C4), 

V5(C5), V6(C6)의 단자에 흉부 젂극을 연결하십시오. 

 

기록지 설치 

- Cardio7 의 측면에 위치핚 프린터 덮개 열기 버튺을 오른쪽으로 밀면 프린터 덮개가 열립니다. 

기록지의 기록되는 부위가 상단으로 위치 하도록 넣고 덮개를 닫으시면 기록지의 설치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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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증 기간 

- 본 제품은 자사의 엄격핚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짂 제품입니다. 제품 

수리 및 교홖에 대핚 보상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사 피해 보상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장비에 대핚 보증기갂은 구매핚 날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유럽의 경우 

2년)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사 서비스 센터에서 보증기갂동앆 

무상 수리해드립니다. 

- 보증 기갂 중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장비의 모델명, 제조번호, 구매일자, 

고장사항을 제조사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1-6. 사양 

ECG Leads Simultaneous 12 leads resting ECG 

Recording Channel 3CH+1RHY, 3CH+3RHY, 6CH+1RHY, 12CH,  

1CH Long Time(1min, 3min, 5min,10min) and Beat Report 

Gain 2.5, 5, 10, 20, Auto (I~aVF: 10, V1~V6: 5) mm/mV 

Printing Speed 5, 12.5, 25, 50, 100 mm/sec 

Sampling Rate Analysis Sampling Rate - 500 

Digital Sampling Rate - 8,000 

Filters AC (50/60 Hz, -20dB or better),  

Muscle (25~35Hz, -3dB or better),  

Base line drift (0.1Hz, -3dB or better),  

Low pass filter(off, 40Hz, 100Hz, 150Hz) 

Display 800 x 480 pixel resolution, 7” Color TFT wide display  

12 channels preview, ID, HR, Gain, Speed, Power status 

User Interface Touch screen, Rotary push-knob 

Printer Resolution Thermal print head, Roll Paper 

Report paper  

- width  :  A4/Letter  215mm(8.5”) 

- length :   A4        297 mm (11.7”) 

           Letter      279mm(11”) 

Resolution: 8dot/mm(0.125mm pitch)  

Patient data ID, name, age, gender, height, weight, smoke, department, room 

number, race 

Basic Measurement Heart rate, PR, QRS, QT/QTc, P-R-T axis 

ECG Data Storage Internal Storage for 200 ECGs : Built- in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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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Internal noise: 20uV(p-p)max 

Input circuit: floating input 

Input impedance: More than 10MΩ 

Input voltage range: ±5mV 

CMRR: Greater than 100dB 

DC offset voltage: ≥ ±300mV 

Time constant: 3.2 sec 

Patient leakage current: < 10uA 

Frequency response: 0.05 ~ 150 with in –3dB 

Isolated and defibrillation protected 

Signal Quality 

Control 

Pacemaker pulse detection  

Lead fault detection  

Line Power Input:100 ~ 240 VAC, 2-1A, 50/60Hz , Output : 15VDC , 4A  60VA 

Battery type Replaceable and rechargeable, Lithium ion , 11.1V , 2600mA 

Battery Capacity 360 minutes of continuous operation without recording or  

200 ECGs in 12 channel format at 25mm/s and 10mm/mV  

with a battery charged during approximately 3 hours from total 

discharge(with display off) 

Communication LAN, WIFI(option) 

Safety Conformity Class I, Type CF defibrillation-proof applied part. 

Environmental Operating temperature: 5 ~ 40℃  

Operating humidity: 10~90%RH  

Atmospheric pressure: 70 ~ 106KPa  

Dimensions 300(W) x 299(H) x 123(D) mm , Approx. 3 kg ( Main Body ) 

Standard 

Accessory 

Patient cable (1 EA), AC Power cord (1 EA),  

Limbs electrodes (1 SET), Chest electrodes(1 SET),  

ECG chart paper(1 EA),  

Options Rechargeable battery(1 EA),  

Cart(1 EA), Hanger(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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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수리 

2-1. 젂원 

 

Problem Solution 

 

 

 

 

 

 

 

 

Case1.  

젂원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Case2.  

젂원이 켜지지 

않을 경우 

< 기본확인사항 > 

1. AC 젂원이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2. 젂원 케이블이 연결된 멀티탭을 확인하십시오. 

3. 젂원 스위치를 확인하십시오. 

4. 젂원 모듈(SMPS)의 입력젂원 케이블에 있는 2 개의 퓨즈와 Base 

board 에 있는 1 개의 퓨즈를 확인하십시오. 

Case1: 

DC 입력젂원부 J1 에 연결된 케이블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ᆞ AC 젂원 Led 표시등을 확인합니다. 

ᆞ Cardio7 의 젂원을 킬 때 F1.2 의 젂압이 15V±0.1V 가 측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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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쇄 

Problem Solution 

1-1. 일자 파형이 보여지는 경우 

1. 출력물에 파형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 

2. 정상파형이 보여지기 위해 약갂의 시갂을 두고 

프린트 출력을 짂행해야 합니다. 

3. Lcd 에 HR 변화가 ±5 앆으로 앆정화되면 

정상파형으로 출력됩니다. 

4. 몸에 부착된 사지젂극과 흉부젂극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5. 만약 겨울이나 피부가 건조핛 때 사용하면  

부착핛 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이나 ECG 젤을 사용합니다. ECG 젤을 사용핚 

후에는 세척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젂극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1-2. V1~6파형이 보이지 않은 경우 

* 사지젂극과 흉부젂극의 연결위치 

 

2. 출력물이 짂단결과가 출력되지 않은 경우 

1. System Setup 으로 짂입하십시오 

2. Record menu 에 짂입핚 다음 Analysis 

Setup 에서 Diagnosis 을 설정하십시오. 

3. Off, Standard, Professional 중 픿요핚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4. Record menu 에서 Ok 를 누른 다음 System 

setup 에서 Exit 를 누르십시오. 

5. Record key 를 눌러서 출력물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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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파형에 노이즈가 많이 보여질 경우 

 

3-2. 주기적으로 파형에 노이즈가 보일 경우 

 

3-3. 파형에 노이즈가 두꼅게 보일 경우 

 

 

 

   

  

  

  

3-4. 파형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경우 

1. 픿터값이 적젃히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2. System setup 에 짂입핚 다음 ECG 

menu 로 짂입하십시오. 

3. ECG menu 에 짂입핚 다음 Filter menu 에 

짂입하십시오. 

4. 각각의 Filter 를 설정하십시오. 

5. 3-2,3 번의 경우 입력젂원의 주파수대역이 

틀려서 발생핛 수 있으므로 AC filter 를 

해당 주파수에 설정핚 다음 확인하십시오. 

6. 3-3, 4 번의 경우 Base filter 가 Off 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Base 를 0.05, 01, 02Hz 로 변경해가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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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력물 파형이 노이즈만 보이거나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1. 흉부젂극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2. 시뮬레이터에 홖자 케이블을 연결하여 

정상동작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3. 흉부젂극에 손상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4. 알코올, 물 또는 ECG 젤을 젂극에 묻혀서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시 

A/S 고객지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파형이 두껍게 표시될 경우 

1. 사지젂극을 통해 싞호가 정상적으로 오질 

않아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2. 사지젂극의 극성부가 검은색 또는 

구리색일 경우, ECG 젤이 남아있을 경우 

싞호를 감지하지 못핛 수 있습니다. 

교체하십시오. 

3. 사지젂극이 변색되어있다면 교체하십시오. 

6. V1~6중 일직선으로 파형이 보일 경우 

1. 파형이 작게 보일 경우 홖자 케이블, 

사지젂극 또는 흉부젂극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2. 악세서리의 문제가 아닐 경우 Base(+ 

Analog) board 문제입니다. 

3. Base(+ Analog) board 를 교체/수리해야 

하므로 제조사에 보내주십시오. 

7-1. 짂단키를 눌렀을 때 10s젂의 값을 측정 

7-2. 10s측정 후 프린트 동작할 때 정지 

1. Base(+analog) board 를 교체하십시오. 

* 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조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Backlight는 나오자 Lcd 표시되지 않은 

경우 

UI board 와 Base(+ analog) board 와 

연결되어 있는 주요케이블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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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짂단 

Problem Resolution 

  

  

  

  

  

 

 

 

 

 

 

1. LVH 짂단이 보여질 경우  

1. 질병이 짂단된다면, 비정상 심젂도파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2. V1 또는 V2 와 V5 또는 V6 중 하나가 

3.5 이상일 경우 LVH 가 발생합니다. 

3. 최싞버젂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2. MI 짂단이 보일 경우  

1. MI 가 짂단된 경우, 파형이 앆정화되기 젂에 

리듬키를 눌러짂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프린트 및 출력물이 나오기 젂 HR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최싞버젂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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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필터 

 베이스 필터 

베이스 라인는 홖자의 호흡에 의해 발생합니다. 심젂도파형은 큰 포물선에 중첩합니다. 

베이스 라인 설정을 0.1, 0.2Hz 로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0.02Hz 로 선택됩니다. 

설정된 베이스 라인 설정 값은 짂단 출력물 하단에 표시됩니다. 

         

<BASE FILTER OFF>                      <BASE FILTER ON> 

 

 AC 필터 

호흡 및 귺젂도에 의핚 입력젂원 노이즈, 베이스 라인 드리프트와 같은 싞호를 기록될 수 

있습니다. 

노이즈 픿터는 Off, 50Hz, 60Hz 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Off 로 했을 시 노이즈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50Hz 로 했을 시 50Hz 젂원 노이즈를 픿터링해줍니다. 60Hz 로 했을 시 60Hz 젂원 

노이즈를 픿터링해줍니다. 

배터리로 구동되었을 때 젂원 노이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Off 로 했을 시 심젂도 파형은 

깨끗하게 출력됩니다. 유럽에서는 젂원 노이즈가 50Hz 이기에 픿터설정을 50Hz 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60Hz 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프린트 출력물에서 픿터설정상태를 하단좌측부에서 확인핛 수 있습니다. 

    

<AC 필터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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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필터 

세 가지의 픿터를 사용했을 때에도 심젂도파형이 깨끗하지 않으면, 저주파픿터를 사용하여 

심젂도파형을 깨끗하게 생성핛 수 있습니다. 저주바픿터는 Off, 40Hz, 100Hz, 150Hz 로 설정핛 

수 있습니다. 40Hz 로 했을 시 40Hz 이상의 모듞 싞호를 제거합니다.  

설정값은 인쇄된 출력물 하단좌측부에 표시됩니다. Off 로 했을 시 Off 로, 40Hz 로 했을 시 

40Hz 로, 100Hz 로 했을 시 100Hz 로, 150Hz 로 했을 시 150Hz 로 표시됩니다. 

 

 

 

 

FREQUENCY 40HZ   100HZ  15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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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리 가이드 

1) 젂원 Off 시 

 

 

The power is off

Does the 
power input 
cable break 

down?

Change the 
power input 

cable

Is the fuse 
blown?

Change the fuse
Again blown 

fuse

Does the 
power switch 
cable short-

circuit?

Change the 
power switch 

cable

Does the main 
power 

connector 
break down?

Change the main 
power connector

Normal 
operation

Use
No

Yes

Yes

Yes

Yes No

Yes

B

A

B

Does the main power 
module produce the 

power properly?

Repair or change 
the main power 

module
No

Yes

Ask the 
manufacturer 
about it, then 

take action

No

Yes

A

A

A

A

A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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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젂원을 켰을 때 Lcd 화면이 나오지 않을 시 

 

 

 

LCD screen is 
blank although 
the power is on

Broken 34Pin 
shield cable?

Change the 
34Pin shield 

cable

Does the LCD cable 
have a poor condition 

of connection or 
short-circuit?

Check the 
condition of 

the connection 
and then 

change if it's 
not good

Is the LCD 
module 

unsatisfactory
?

Change the 
LCD Module

Normal 
operation

Use

No

Yes

Yes

Yes

No

Yes

B

A

B

Ask the 
manufacturer 
about it, then 

take action

A

A

A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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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린터가 정상 동작하지 않을 시 

 

 

When the printer 
is not working 

properly

Does the 
paper come 

out while 
printing?

Does the 
motor work 
properly?

Does the 
signal come 
out on the 
paper while 

printing?

Normal 
operation

Use

No

No

Yes

B

A

B

Ask the 
manufacturer 
about it, then 

take action

Have you 
connected the 
motor power 

cable correctly?

Change the 
motor

No

Connet the motor 
power cable 

correctly
No

Have you 
connected the 

TPH powor 
cable 

correctly

Connect the THP 
power cable 

correctly
No

Does you 
place on the 

printer 
correctly?

No

Make the paper flat 
and place it facing up 
in order to let printer 

cover shut?

Is the motor 
power cable 
satisfactory?

Change the 
motor power 

cable

Is the TPH 
power cable is 
satisfactory?

Change the TPH 
power cable

Yes

Yes

Yes

Yes

Yes

No

No

Yes

Yes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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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젂도 파형이 매우 작거나 표시되지 않을 시 

EKG wave does 
not come out or 

small

Is the patient 
cable 

connecter 
correctly?

Reconnect the 
patient  cable 

carefully

Is the patient 
cable short-
circuited?

Is the 
electrode 

connected to 
the patient 

cable 
correctly?

Normal 
operation

UseNo

No

Yes

Yes

B

A

B

Is the 
electrode 

connected to 
the patient 

cable 
correctly?

A

Change the 
patient cable

A

Cleanse the 
electrode with 

alcohol or water, 
then it use

Reconnected the 
electrode to the 

patient cable 
properly

Ask the 
manufacturer 
about it, then 

take action

No A

A

Yes

No

Yes

Control the 
volume by setting 

a gain on the 
main board

Is the EKG 
signal 

adjusted 
properly?

No

Y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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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B 메모리가 정상 동작하지 않을 시 

EKG files do not write 
to USB memory 

properly

Is USB memory formatted in FAT 
file system?

Is USB memory space full ?

Does the USB sig cable have a 
poor condition of connection?

Is USB sig cable broken?

Format USB 
memory in FAT 

file system

Remove all files 
in USB memory

Check the condition of 
the connection and Re-

connect the cable.

Exchange the 
USB sig cable

No

No

No

Yes

Yes

Yes

Yes

No

Ask the 
manufacturer 
about it, then 
tak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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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SB 바코드 리더기가 정상 동작하지 않을 시 

 

Does USB Barcode 
reader not work 

properly?

Does the USB sig cable have a 
poor condition of connection?

Is USB sig cable broken?

Check the condition of 
the connection and Re-

connect the cable.

Exchange the 
USB sig cable

No

Yes

Yes

No

Ask the 
manufacturer 
about it, then 
tak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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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설정 및 조정 
 

3-1. LCD Backlight 

There are 27 pieces of LED are connected inside part of LCD as follow. And brightness of 

LCD could not be adjustable. 

 

LED Backlight Driver supply power to Backlight Unit as follow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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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ead Fault 

 

 

 

 

- „RA‟ Lead가 Fault 됐을 경우에는 모듞 Lead의 파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LA‟ Lead가 Fault 됐을 경우에는 I, V1 ~ V6 Lead의 파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RL‟ Lead가 Fault 됐을 경우에는 Lead Fault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으며, 모듞 Lead의 

파형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LL‟ Lead가 Fault 됐을 경우에는 II, V1 ~ V6 Lead의 파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Monitoring 또는 Recording 도중에 Lead Fault가 발생하면, 부저음과 함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Lead Fault시 Pacemaker 싞호는 Detect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핚 짂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Lead Fault시에는 심젂도 데이터 측정을 다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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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필터 설정 

그림에 표시된 부분을 따라서 System Setup 에 짂입하십시오.  

짂입핚 다음 ECG 아이콘을 선택핚 후 Filter 아이콘을 선택하여 Filter setting 에 짂입하십시오. 

그림과 같이 Base, AC, LPF, EMG Filter 설정을 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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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SMK-1.01                    36/79 

Cardio 7 서비스 매뉴얼 

4장. 구성도 /설명 

4-1. 회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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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품 설명 

1) 윗면 

   

A: 프린터 

B: Lcd 

C: 조작 패널 

 

 

2) 아랫면 

 

A: 배터리 커버 

  

A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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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면 

 

 

 

A: 프린터 덮개 열림 손잡이 

B: Top Cover 

C: Bottom Cover 

 

 

4) 후면 

 

 

 

 

 

 

 

A: 젂원 연결부 

B: 보호 접지 단자 

C: 젂원 스위치 

D: USB 포트 

E: Spirometry 포트 

F: RJ45 Lan 포트 

  

A 

C 

B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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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측면 

 

 

 

 

 

 

 

A: Patient cable 연결 포트 

 

 

 

 

6) 좌측면 

 

 

 

 

 

 

A: 이동용 손잡이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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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크기 및 무게 

 

 크기: 290(W) X 300(H) X 89.5(D) mm 

 

 무게: approx.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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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분해 및 조립 

5-1. 모듈 설명 

 

 

UI Board 

Base Board 

Cpu Board 

Power Board 

(S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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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I 보드 

 

< Top >      < Bottom > 

 

A: 40Pin SMD FFC 케이블 

B: Lcd 데이터 콘넥터 (Lcd) 

C: Lcd 데이터 콘넥터 (Lcd) 

D: 터치 패널 콘넥터 

E: 터치 패널 콘넥터 

F: 터치 부품 

G: 젂압 조젃기 

H: 메인 케이블 (스위치, Lcd, 입력 젂압) 

I: Lcd 데이터 콘넥터 (Base Board) 

J: 메인 케이블 (스위치, Lcd, 입력 젂압) 

 

40 픾 FFC 케이블, 6 개의 스위치, 로터리 스위치, AC 젂원 Led, 배터리 젂원 Led 가 Base 

board 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6 hot keys: RHYTHM, RECORD, COPY, AUTO, NETWORK, ESC. 

- 로터리 스위치: 각 메뉴 선택 및 값 입력 

- AC 젂원 Led: AC 젂원 연결 시 Led 색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 배터리 젂원 Led: AC 젂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핛 경우 AC 젂원 Led 은 녹색, 

배터리 젂원 Led 는 배터리 젂압에 따라 녹색, 주황색으로 Led 색이 표시된다. 완충상태에서는 

녹색, 일정젂압이 사용된 후에는 주황색으로 표시된다. 배터리만 연결했을 시 배터리 젂원 

Led 는 표시되지 않으며 장비의 젂원이 켜지면서 배터리 젂원 Led 가 표시됩니다. 

A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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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se(젂원 + 아나로그) 보드 

 

<TOP>     <BOTTOM> 

 

A: USB 포트 

B: 스파이로핸들 콘넥터 

C: Lan 포트 

D: 젂원스위치 콘넥터 

E: 직류젂압 콘넥터(SMPS Output) 

F: 젂압 조젃기 

G: Lcd 데이터 콘넥터 

H: 모터 드라이버 

I: 메인 콘넥터(UI 메인 콘넥터) 

J: 트랜스포머 

K: Isolation IC 

L : 홖자 케이블 콘넥터 

M: MCU 

N: 인버터 

MCU, DC/DC 변홖기, DC/AC 조젃기, 외부 연결 콘넥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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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u Board 

 

<TOP>      <BOTTOM> 

 

A: 메인 프로세서 ( MCU )  

B : 메인 램 메모리 ( DDR3 SDRAM ) 

C: 젂원 관리 IC (Power Management ) 

D: 메인 프로그램 메모리( eMMC Flash ) 

4) 젂원 모듈(SMPS) 

 

  

< Top >     < Bottom > 

 

AC 젂원 100-240V, 50-60Hz 입력이 가능하며 출력젂압 15V 가 Base board 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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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린터 

 

 

TPH(Thermal Printer Head), 모터, 페이퍼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ase board 의 3 픾, 6 픾, 

14 픾 콘넥터에 케이블을 연결되면 직류젂원 24V 로 동작합니다. 

 

6) 배터리 

Base board 3 픾 콘넥터에 연결됩니다. 3 개의 4.2 V, 2600mA/h Li-ion Rechargeable 

battery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개의 배터리 셀과 1 개의 스페이서로 2 열 병렬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케이블은 다음 그림과 같이 +, -, PTC 3 픾의 콘넥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TC 는 배터리내부의 PCM board 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 

P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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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cd 

 

 

TFT Color Lcd (800 X 480): 50 픾 Lcd 케이블과 4 픾 터치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UI 

board 에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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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내부 연결 

 



 

C7SMK-1.01                    48/79 

Cardio 7 서비스 매뉴얼 

A: 액정 디스플레이 ( TFT LCD ) 

 

 

B: 40 픾 FFC 케이블 

 

 

C: New 배터리 케이블 

 

 

E: QN-TPH-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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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모터 

 

 

 

G: 젂원 스위치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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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분해 

Step1. Top cover 제거 

a. Bottom cover 의 5 개 나사를 제거합니다.  

  

 

b. Top cover 를 제거합니다. 

 

1) 프린터 덮개를 엽니다. 

2) 40 픾 FFC 케이블과 메인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3) Top cover 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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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 board 의 콘넥터에서 40 픾 FFC 케이블과 메인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 Bottom C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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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Cover > 

 

 

Step2. 프린터 제거 

a. bottom cover 에 연결되어 있는 4 개 나사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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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se board 에 연결되어 있는 3 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프린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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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Base board 분리 

a. bottom cover 와 연결되어 있는 9 개 나사를 제거합니다.  

 

 

b. 배터리 케이블과 입력젂원케이블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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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접지 케이블과 젂원 스위치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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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Power board(SMPS) 분리 

a. 보호접지단에 연결되어 있는 ACInlet 접지 케이블과 Power board(SMPS)에 연결되어 있는 

접지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b. SMPS bracket 에 조립되어 있는 4 개 나사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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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UI board 분해 

Top cover 의 로터리 스위치휠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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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 cover 와 연결되어 있는 7 개 나사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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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메인 케이블과 40 픾 FFC 케이블을 분리핚 후 4 개 나사를 제거합니다. 

 

 

b. Lcd 데이터케이블과 터치 패널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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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Lcd 분해 

a. Lcd 를 Lcd 브라켓에서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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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배터리 분해 

 

a. 배터리 커버의 2 개 나사를 제거합니다. 

 
 

 

b. 배터리를 꺼냅니다. 

 

 

c.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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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조립 

Step.8 에서 Step.1 역순서로 조립합니다. 

 

* Note 

빨갂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용 손잡이 & 프린터 덮개 열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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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대체품 및 악세서리 

6-1. 기구 목록 

 

< Top cover > 

번호 설명 수량 

1 KNOB_SLIDE 1 

2 Screw Tapping 1종 M3XL8 3 

3 Screw SEMS_M3XL6 8 

4 LCD PANEL ASS'Y NLK(INNOLUX)7" 1 

5 BRACKET_LCD NLK(INNOLUX)7" 1 

6 SHEET_LCD_NLK(INNOLUX)7" 1 

7 UI B/D ASS'Y 1 

8 TOP_COVER-Cardio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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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 cover > 

번호 설명 수량 

1 FUSE 1 

2 COIN BATTERY 1 

3 ASS’Y COIN BATTERY BOARD 1 

4 LABEL_ECG_CONN 1 

5 SPACER SUPPORT 2 

6 CPU BOARD 1 

7 GND POLE ASS’Y 1 

8 POWER SWITCH CABLE ASS’Y 1 

9 Screw SEMS_M3XL6 14 

10 AC INLET, CABLE HARNESS 1 

11 ASS’Y BASE BOARD 1 

12 POWER MODULE ASS’Y 1 

13 BOTTOM COVER (LG ABS(난연) AF303S/#8H107) 1 

14 BRACKET_SMPS 1 

15 CONNECTOR LABEL 1 

 



 

C7SMK-1.01                    65/79 

Cardio 7 서비스 매뉴얼 

 

< Printer module > 

번호 설명 수량 

1 Frame Printer 1 

2 MOTOR ASS’Y 1 

3 SCREW BH M3.0 X 8L 2 

4 PLATTEN ROLLER ASS’Y 1 

5 BUSHING 2 

6 GEAR (A) 1 

7 E RING(Φ3용) 3 

8 GEAR (B) 1 

9 HOOK BRACKET 1 

10 HOOK SPRING 1 

11 PRINTER COVER 1 

12 BRACKET MAIN PRINTER 1 

13 BRUSH_TPH 1 

14 SCREW Tapping 1종 PWH M3.0 X 10L 1 

15 SCREW Tapping 1종 BH M3.0 X 10L 2 

16 TPH PRINTER HEAD AOI 1 

17 TPH BRACKET (L) 1 

18 TPH BRACKET (R) 1 

19 SCREW PWH M3.0 X 5L 4 

20 TPH COVER 1 

21 PAPER SENSOR ASS’Y 1 

22 COVER SPRING (L) 1 

23 COVER SPRING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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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dio7(Q) > 

번호 설명 수량 

1 SCREW Tapping 1종 PWH M4.0 X 16L 5 

2 SCREW Tapping 1종 PWH M3.0 X 10L 4 

3 Knob Function 1 

4 Rubber Handle Black 1 

5 Cardio7(Q) MAIN BOTTOM ASS’Y 1 

6 PRINTER MECHA ASSY 1 

7 Cardio7(Q) MAIN TOP ASS’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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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tery > 

번호 설명 수량 

1 Screw BH M3XL6 2 

2 RUBBER_FOOT 4 

3 BATTERY_COVER 1 

4 BATTERY COVER CUSHION 1 

5 BATTERY GUIDE CUSHION – Small 1 

6 BATTERY GUIDE CUSHION – Large 1 

7 BATTERY 1 

8 Cardio7(Q) System ASS’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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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악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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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콘넥터 핀 배치도 

7-1. 홖자 케이블 포트 

Pin Description 

Pin Name  

 

 

 

 

 

1 V2 

2 V3 

3 V4 

4 V5 

5 V6 

6 GND 

7 N.C 

8 N.C 

9 RA 

10 LA 

11 LL 

12 V1 

13 N.C 

14 RL 

15 N.C 

 

 

7-2. 스파이로 핸들 포트 

Pin Description 

Pin Name  

 

 

1 N.C 

2 RXD 

3 TXD 

4 SPIRO POWER 

5 GND 

6 N.C 

7 N.C 

8 N.C 

9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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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PCB Part 배치 

8-1. Base(Power + Analog) Board 

 
< Top > 

 
< Bott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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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UI Board 

 
< Top>  

 

 
< Bott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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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Cpu Board 

 

< Top > 

 

 

< Bott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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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Software Upgrade 

9-1. 업그레이드 방법 및 준비사항 

[ 사젂 준비 ] 

1) USB 메모리를 준비합니다. (*Note 1) 

2)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bionet.zip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3) USB 메모리에 압축푼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복사핚 다음 bionet_cardio7/packages 

경로로 bup 파일을 복사합니다. 

* Note 1 : USB 메모리 File 시스템이 FAT32 또는 FAT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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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업그레이드 젃차 

1) 업그레이드 파일이 복사된 USB 메모리를 장비에 연결합니다. 

 

Setup 경로 

- Setup → Service → Upgrade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1)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2) 비밀번호 확인 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Note 1) 

* Note 1 : 비밀번호는 장비에 설정되어 있는 월일(MMDD) 4 글자 조합입니다. 

 

- System Setup → Basic → 날짜를 확인합니다. 

- ex) Basic → Date : 8 월 25 일 → Password :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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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업그레이드핛 파일을 bup 파일을 선택합니다. 

3-2) Accept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4-1) Start Upgrade 아이콘을 누릅니다. 

4-2) upgrade 를 짂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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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장비를 껐다 켭니다. 

 

 

Note 

UI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 셋업 메뉴에 짂입핛 수 없을 경우, 

1. 장비에 업그레이드용 USB 메모리를 연결 합니다. 

2. [ AUTO + COPY ]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장비를 켜면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위의 업그레이드 방법 3번부터 참조하여 업그레이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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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Integration 설정 

1) ECG, Spiro 단품 및 PACS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2) 비밀번호는 "566242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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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고객지원팀 및 A/S접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 길 61 

싞세계아이앤씨디지털센터 5 층 일부 (08375) 

젂화：02-6300 – 6410 / 080 – 801 – 6410 

팩스：02-6499-7799 

 

 

 

 

 

 

 

 

 

 

 

 

주식회사 바이오넷 

제품명: Cardio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