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단백질 분석장치 *모델명: MB-100 

는 소량의 혈액으로 특정 바이오마커를 면역 정량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용 의료기기입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본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사용하십시오. 본 사용설명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제품 소개

사용 목적 ∙∙∙∙∙∙∙∙∙∙∙∙∙∙∙∙∙∙∙∙∙∙∙∙∙∙∙∙∙∙∙∙∙∙∙∙∙∙∙∙∙∙∙∙∙∙∙∙∙∙∙∙∙∙∙∙∙∙∙∙∙∙∙∙∙∙∙∙∙∙∙∙∙∙∙∙∙∙∙∙∙∙∙∙∙∙∙∙∙∙∙∙∙∙∙∙∙∙∙∙∙∙∙∙∙∙∙∙∙∙∙∙∙∙∙∙

사용 전 유의사항 ∙∙∙∙∙∙∙∙∙∙∙∙∙∙∙∙∙∙∙∙∙∙∙∙∙∙∙∙∙∙∙∙∙∙∙∙∙∙∙∙∙∙∙∙∙∙∙∙∙∙∙∙∙∙∙∙∙∙∙∙∙∙∙∙∙∙∙∙∙∙∙∙∙∙∙∙∙∙∙∙∙∙∙∙∙∙∙∙∙∙∙∙∙∙∙∙∙∙∙∙∙∙∙∙∙∙

구성품 ∙∙∙∙∙∙∙∙∙∙∙∙∙∙∙∙∙∙∙∙∙∙∙∙∙∙∙∙∙∙∙∙∙∙∙∙∙∙∙∙∙∙∙∙∙∙∙∙∙∙∙∙∙∙∙∙∙∙∙∙∙∙∙∙∙∙∙∙∙∙∙∙∙∙∙∙∙∙∙∙∙∙∙∙∙∙∙∙∙∙∙∙∙∙∙∙∙∙∙∙∙∙∙∙∙∙∙∙∙∙∙∙∙∙∙∙∙∙∙

심볼 설명 ∙∙∙∙∙∙∙∙∙∙∙∙∙∙∙∙∙∙∙∙∙∙∙∙∙∙∙∙∙∙∙∙∙∙∙∙∙∙∙∙∙∙∙∙∙∙∙∙∙∙∙∙∙∙∙∙∙∙∙∙∙∙∙∙∙∙∙∙∙∙∙∙∙∙∙∙∙∙∙∙∙∙∙∙∙∙∙∙∙∙∙∙∙∙∙∙∙∙∙∙∙∙∙∙∙∙∙∙∙∙∙∙∙∙∙∙

제품 설명

MARK-B Analyzer ∙∙∙∙∙∙∙∙∙∙∙∙∙∙∙∙∙∙∙∙∙∙∙∙∙∙∙∙∙∙∙∙∙∙∙∙∙∙∙∙∙∙∙∙∙∙∙∙∙∙∙∙∙∙∙∙∙∙∙∙∙∙∙∙∙∙∙∙∙∙∙∙∙∙∙∙∙∙∙∙∙∙∙∙∙∙∙∙∙∙∙∙∙∙∙∙∙∙∙∙∙∙

체크 카트리지 ∙∙∙∙∙∙∙∙∙∙∙∙∙∙∙∙∙∙∙∙∙∙∙∙∙∙∙∙∙∙∙∙∙∙∙∙∙∙∙∙∙∙∙∙∙∙∙∙∙∙∙∙∙∙∙∙∙∙∙∙∙∙∙∙∙∙∙∙∙∙∙∙∙∙∙∙∙∙∙∙∙∙∙∙∙∙∙∙∙∙∙∙∙∙∙∙∙∙∙∙∙∙∙∙∙∙∙∙∙∙

화면 설명 ∙∙∙∙∙∙∙∙∙∙∙∙∙∙∙∙∙∙∙∙∙∙∙∙∙∙∙∙∙∙∙∙∙∙∙∙∙∙∙∙∙∙∙∙∙∙∙∙∙∙∙∙∙∙∙∙∙∙∙∙∙∙∙∙∙∙∙∙∙∙∙∙∙∙∙∙∙∙∙∙∙∙∙∙∙∙∙∙∙∙∙∙∙∙∙∙∙∙∙∙∙∙∙∙∙∙∙∙∙∙∙∙∙∙∙∙∙∙∙∙∙∙∙∙∙∙∙

초기 설정 ∙∙∙∙∙∙∙∙∙∙∙∙∙∙∙∙∙∙∙∙∙∙∙∙∙∙∙∙∙∙∙∙∙∙∙∙∙∙∙∙∙∙∙∙∙∙∙∙∙∙∙∙∙∙∙∙∙∙∙∙∙∙∙∙∙∙∙∙∙∙∙∙∙∙∙∙∙∙∙∙∙∙∙∙∙∙∙∙∙∙∙∙∙∙∙∙∙∙∙∙∙∙∙∙∙∙∙∙∙∙∙∙∙∙∙∙∙∙∙∙∙∙∙∙∙∙∙

혈액 검사 방법

혈액 검사 방법 ∙∙∙∙∙∙∙∙∙∙∙∙∙∙∙∙∙∙∙∙∙∙∙∙∙∙∙∙∙∙∙∙∙∙∙∙∙∙∙∙∙∙∙∙∙∙∙∙∙∙∙∙∙∙∙∙∙∙∙∙∙∙∙∙∙∙∙∙∙∙∙∙∙∙∙∙∙∙∙∙∙∙∙∙∙∙∙∙∙∙∙∙∙∙∙∙∙∙∙∙∙∙∙∙∙∙∙∙

검사 결과 관리 ∙∙∙∙∙∙∙∙∙∙∙∙∙∙∙∙∙∙∙∙∙∙∙∙∙∙∙∙∙∙∙∙∙∙∙∙∙∙∙∙∙∙∙∙∙∙∙∙∙∙∙∙∙∙∙∙∙∙∙∙∙∙∙∙∙∙∙∙∙∙∙∙∙∙∙∙∙∙∙∙∙∙∙∙∙∙∙∙∙∙∙∙∙∙∙∙∙∙∙∙∙∙∙∙∙∙∙∙

QC Test

대조용액 검사(Control Solution Test) ∙∙∙∙∙∙∙∙∙∙∙∙∙∙∙∙∙∙∙∙∙∙∙∙∙∙∙∙∙∙∙∙∙∙∙∙∙∙∙∙∙∙∙∙∙∙∙∙∙∙∙∙∙∙∙∙∙∙∙∙∙∙∙∙∙∙∙∙∙∙∙∙∙∙∙∙

기능 설정

설정 화면 ∙∙∙∙∙∙∙∙∙∙∙∙∙∙∙∙∙∙∙∙∙∙∙∙∙∙∙∙∙∙∙∙∙∙∙∙∙∙∙∙∙∙∙∙∙∙∙∙∙∙∙∙∙∙∙∙∙∙∙∙∙∙∙∙∙∙∙∙∙∙∙∙∙∙∙∙∙∙∙∙∙∙∙∙∙∙∙∙∙∙∙∙∙∙∙∙∙∙∙∙∙∙∙∙∙∙∙∙∙∙∙∙∙∙∙∙

관리자 설정 ∙∙∙∙∙∙∙∙∙∙∙∙∙∙∙∙∙∙∙∙∙∙∙∙∙∙∙∙∙∙∙∙∙∙∙∙∙∙∙∙∙∙∙∙∙∙∙∙∙∙∙∙∙∙∙∙∙∙∙∙∙∙∙∙∙∙∙∙∙∙∙∙∙∙∙∙∙∙∙∙∙∙∙∙∙∙∙∙∙∙∙∙∙∙∙∙∙∙∙∙∙∙∙∙∙∙∙∙∙∙∙∙∙

무선 네트워크 설정 ∙∙∙∙∙∙∙∙∙∙∙∙∙∙∙∙∙∙∙∙∙∙∙∙∙∙∙∙∙∙∙∙∙∙∙∙∙∙∙∙∙∙∙∙∙∙∙∙∙∙∙∙∙∙∙∙∙∙∙∙∙∙∙∙∙∙∙∙∙∙∙∙∙∙∙∙∙∙∙∙∙∙∙∙∙∙∙∙∙∙∙∙∙∙∙∙∙∙∙∙∙∙∙

프린터 설정 ∙∙∙∙∙∙∙∙∙∙∙∙∙∙∙∙∙∙∙∙∙∙∙∙∙∙∙∙∙∙∙∙∙∙∙∙∙∙∙∙∙∙∙∙∙∙∙∙∙∙∙∙∙∙∙∙∙∙∙∙∙∙∙∙∙∙∙∙∙∙∙∙∙∙∙∙∙∙∙∙∙∙∙∙∙∙∙∙∙∙∙∙∙∙∙∙∙∙∙∙∙∙∙∙∙∙∙∙∙∙∙∙∙

날짜 및 시간 설정 ∙∙∙∙∙∙∙∙∙∙∙∙∙∙∙∙∙∙∙∙∙∙∙∙∙∙∙∙∙∙∙∙∙∙∙∙∙∙∙∙∙∙∙∙∙∙∙∙∙∙∙∙∙∙∙∙∙∙∙∙∙∙∙∙∙∙∙∙∙∙∙∙∙∙∙∙∙∙∙∙∙∙∙∙∙∙∙∙∙∙∙∙∙∙∙∙∙∙∙∙∙∙∙∙∙

검사 잠금 설정∙∙∙∙∙∙∙∙∙∙∙∙∙∙∙∙∙∙∙∙∙∙∙∙∙∙∙∙∙∙∙∙∙∙∙∙∙∙∙∙∙∙∙∙∙∙∙∙∙∙∙∙∙∙∙∙∙∙∙∙∙∙∙∙∙∙∙∙∙∙∙∙∙∙∙∙∙∙∙∙∙∙∙∙∙∙∙∙∙∙∙∙∙∙∙∙∙∙∙∙∙∙∙∙∙∙∙∙∙∙

제품 등록 ∙∙∙∙∙∙∙∙∙∙∙∙∙∙∙∙∙∙∙∙∙∙∙∙∙∙∙∙∙∙∙∙∙∙∙∙∙∙∙∙∙∙∙∙∙∙∙∙∙∙∙∙∙∙∙∙∙∙∙∙∙∙∙∙∙∙∙∙∙∙∙∙∙∙∙∙∙∙∙∙∙∙∙∙∙∙∙∙∙∙∙∙∙∙∙∙∙∙∙∙∙∙∙∙∙∙∙∙∙∙∙∙∙∙∙∙∙∙∙∙∙∙∙∙∙∙∙

유지 및 관리

기기 검사 ∙∙∙∙∙∙∙∙∙∙∙∙∙∙∙∙∙∙∙∙∙∙∙∙∙∙∙∙∙∙∙∙∙∙∙∙∙∙∙∙∙∙∙∙∙∙∙∙∙∙∙∙∙∙∙∙∙∙∙∙∙∙∙∙∙∙∙∙∙∙∙∙∙∙∙∙∙∙∙∙∙∙∙∙∙∙∙∙∙∙∙∙∙∙∙∙∙∙∙∙∙∙∙∙∙∙∙∙∙∙∙∙∙∙∙∙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 ∙∙∙∙∙∙∙∙∙∙∙∙∙∙∙∙∙∙∙∙∙∙∙∙∙∙∙∙∙∙∙∙∙∙∙∙∙∙∙∙∙∙∙∙∙∙∙∙∙∙∙∙∙∙∙∙∙∙∙∙∙∙∙∙∙∙∙∙∙∙∙∙∙∙∙∙∙∙∙∙∙∙∙∙∙∙∙∙∙∙∙∙∙∙

전원 끄기 ∙∙∙∙∙∙∙∙∙∙∙∙∙∙∙∙∙∙∙∙∙∙∙∙∙∙∙∙∙∙∙∙∙∙∙∙∙∙∙∙∙∙∙∙∙∙∙∙∙∙∙∙∙∙∙∙∙∙∙∙∙∙∙∙∙∙∙∙∙∙∙∙∙∙∙∙∙∙∙∙∙∙∙∙∙∙∙∙∙∙∙∙∙∙∙∙∙∙∙∙∙∙∙∙∙∙∙∙∙∙∙∙∙∙∙∙

기기 청소 ∙∙∙∙∙∙∙∙∙∙∙∙∙∙∙∙∙∙∙∙∙∙∙∙∙∙∙∙∙∙∙∙∙∙∙∙∙∙∙∙∙∙∙∙∙∙∙∙∙∙∙∙∙∙∙∙∙∙∙∙∙∙∙∙∙∙∙∙∙∙∙∙∙∙∙∙∙∙∙∙∙∙∙∙∙∙∙∙∙∙∙∙∙∙∙∙∙∙∙∙∙∙∙∙∙∙∙∙∙∙∙∙∙∙∙∙

보관 주의사항 ∙∙∙∙∙∙∙∙∙∙∙∙∙∙∙∙∙∙∙∙∙∙∙∙∙∙∙∙∙∙∙∙∙∙∙∙∙∙∙∙∙∙∙∙∙∙∙∙∙∙∙∙∙∙∙∙∙∙∙∙∙∙∙∙∙∙∙∙∙∙∙∙∙∙∙∙∙∙∙∙∙∙∙∙∙∙∙∙∙∙∙∙∙∙∙∙∙∙∙∙∙∙∙∙∙∙∙∙∙∙

오류 메시지 ∙∙∙∙∙∙∙∙∙∙∙∙∙∙∙∙∙∙∙∙∙∙∙∙∙∙∙∙∙∙∙∙∙∙∙∙∙∙∙∙∙∙∙∙∙∙∙∙∙∙∙∙∙∙∙∙∙∙∙∙∙∙∙∙∙∙∙∙∙∙∙∙∙∙∙∙∙∙∙∙∙∙∙∙∙∙∙∙∙∙∙∙∙∙∙∙∙∙∙∙∙∙∙∙∙∙∙∙∙∙∙∙∙∙∙∙∙∙∙∙∙∙∙∙

기술 정보 및 서비스 보증 ∙∙∙∙∙∙∙∙∙∙∙∙∙∙∙∙∙∙∙∙∙∙∙∙∙∙∙∙∙∙∙∙∙∙∙∙∙∙∙∙∙∙∙∙∙∙∙∙∙∙∙∙∙∙∙∙∙∙∙∙∙∙∙∙∙∙∙∙∙∙∙∙∙∙∙∙∙∙∙∙∙∙∙∙∙∙∙∙∙∙∙∙∙∙∙∙∙∙∙∙∙∙∙∙∙∙∙



제품 소개

사용 목적
MARK-B Analyzer는 MARK-B 테스트 카트리지와 함께 사용하여 신선한 모세혈, 헤파린 튜브에 담긴

정맥혈 전혈, 헤파린 처리된 혈장, 그리고 혈청에 포함된 특정 바이오마커의 총량을 체외에서 정량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원리
MARK-B Analyzer는 이동가능한 현장진단 검사기기입니다. 이 제품은 1회용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MARK-

B 테스트 카트리지’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 신호로부터 단일 또는 다중분석 물질을 정량화하는 자기력 기반

전기화학 면역분석법을 사용합니다. 기기 내부에 장착된 자석으로부터 발생된 자기장으로 테스트 카트리지의

자기 나노프로브를 움직여 항원-항체 반응을 유도하고, 미반응된 자기 나노프로브를 제거합니다.

MARK-B Analyzer는 항원-항체 결합이 완료된 자기 나노프로브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 신호에 의하여 총

항원 농도를 측정하고 정량화합니다. 기기가 무선 네트워크(Wi-Fi)에 연결되면, 지정된 서버로 측정 결과를

전송합니다.

사용 전 유의사항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본 사용설명서의 지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십시오. 

MARK-B Analyzer는 체외진단용 기기입니다.

제품을 처음 개봉할 때 구성품을 확인하십시오.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기기 구동과 충전을 위하여 AC 전원 연결이 필요합니다. 

사용처의 전원이 본 제품의 입력 전원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 중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환풍구 내 쿨링 팬이 동작합니다. 

환풍구로부터 최소 10cm(4 inch)의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하십시오.

기기의 환풍구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기기 내부에 금속 물질이 들어가면 기기가 고장나거나 사용자에게 전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MARK-B Analyzer는 반드시 MARK-B 테스트 카트리지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테스트 카트리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테스트 카트리지의 사용설명서를 읽으십시오.

장시간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끄고 어댑터를 분리하여 보관하십시오.

본 제품을 사용할 때 액체류를 취급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화기 근처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고온이거나 먼지가 많은 곳, 습도가 높거나 비를 맞는 곳을 피하여 사용하고 보관하십시오.

강한 충격을 가하거나, 밟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기기를 이동시킬 때에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방수 제품이 아닙니다. 물로 닦거나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전문 의료인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전문가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정 질환의 진단이나 선별 검사 또는 신생아 검사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의학적 결정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에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폐기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한 곳에 폐기하십시오.



제품 소개

구성품
MARK-B Analyzer의 포장 박스를 개봉하면 다음의 구성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령 즉시,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래의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파손된 경우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 MARK-B Analyzer, 1EA

• 체크 카트리지, 1EA

• 사용 설명서 (User manual)

• 간단 설명서 (Quick guide)

심볼 설명
MARK-B Analyzer의 포장, 외장 기재사항, 첨부 문서에 표기된 심볼에 대한 이해는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제품 설명

전원 버튼 기기 전원 켜고 끄기

트레이(닫힌 상태)

테스트 카트리지 장착 영역
소프트웨어에 의해 개폐 제어

스크린
스크린을 터치하여 기기 동작, 검사 결과 확인

트레이 카트리지 장착된 트레이의 열린 상태

환풍구
MARK-B Analyzer 내부의 온도 조절을 위한 환풍구

전원 공급 연결 단자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어댑터 연결 단자

테스트 카트리지 전극연결용 커넥터
카트리지 검사를 위한 연결부

카트리지 인식 스위치
카트리지 장착 확인

USB 포트
바코드 스캐너, 모바일 프린터 연결용 USB-A 포트.



체크 카트리지는 MARK-B Analyzer의 기구적/전자적 동작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체크 카트리지 내부에는 기기의 상/하단에 배치된 자석의 위치를 확인하는 정렬 센서가 있습니다.

제품 설명

체크 카트리지 (Check Cartridge)

상단 자석 정렬 창 상단 자석의 정렬 상태 검사

정렬 센서 자석과의 접촉 감지

트레이 홀더 체크 카트리지를 MARK-B Analyzer에 고정

하단 자석 정렬 창 하단 자석의 정렬상태 검사

전기화학 접촉 패드

상/하단에 배치된 자석 위치 확인



제품 설명

홈 화면

상태 바

네트워크 연결 상태, 배터리 잔량, 시간 확인

상태 표시 아이콘

시간 정보

요일, 월, 날짜 정보

검사 시작

버튼을 눌러 검사 실시

QC Test 시작

버튼을 눌러 대조용액 검사 실시

QC Test 주기 정보

QC Test 주기, 최근/다음 검사 일정 확인

검사 결과

검사한 모든 결과값 확인

관리자 로그인/ 로그아웃

관리자 계정 로그인/ 로그아웃

설정

각종 설정 변경. 기기 정보 확인 및 업데이트

QC Test 결과 Fail, QC Test 미수행

배터리 충전량 15% 이하

온도 18℃ 미만 혹은 28℃ 초과

최초 System Check 미실시,
System Check 결과 Fail 



초기 설정

Connect Wi-Fi  → 연결할 Wi-Fi 선택 →  연결되면, OK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나중에 네트워크 연결을 원할 경우 Set Wi-Fi network later 버튼을 누르십시오.

• 추후, [설정 → Wi-Fi 설정] 에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

Wi-Fi 설정 화면에서 Set the Wi-Fi later를 클릭하여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설정 →  OK → 설정 완료

아이콘 연결 상태 설명

Connected 무선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

Requesting

connection

무선 네트워크 연결중. 

응답이 없을 경우,  Reconnect Wi-Fi 를 눌러 연결 재시도

Connection

Failure

무선 네트워크 연결 실패

연결 상태를 확인 혹은 다른 와이파이 선택

Network not

connected

해당 무선 네트워크 연결 불가능

Reconnect Wi-Fi 를 눌러 연결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탐색

기본 설정되어 있는 날짜와 시간을 변경 설정하고 OK 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초기 설정

관리자 비밀번호 입력 → OK → 설정 완료 → 잠금 설정(Lock Settings)으로 이동

검사 잠금 항목별 설정 →  OK → 설정 완료 → 기기 등록으로 이동

QC Fail On

• QC Test 결과 “Fail” →  Pass 전까지 혈액검사 불가능

• 지정한 주기 경과 후, QC Test 미실시 → 혈액검사 불가능

QC Fail OFF

• QC Test 결과와 무관하게 혈액검사 가능

QC interval

• On : 설정한 QC Test 날에 대조용액 검사 완료 후 혈액검사 가능

• OFF : QC Test 주기 설정 기능해제

• Interval setting : QC Test 주기 1일~365일 범위내 입력 가능

• 관리자 ID는 Admin 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 비밀번호는 관리자가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영문, 숫자 조합으로 생성하십시오.

• 공백 미포함, 2자~20자로 생성하십시오.

•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입력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

a. 병원 코드 입력

b. 입력 후 DONE 버튼을 눌러 병원 서버에 연결 시도

c. 서버 연결 완료시 초기 설정 완료. 홈 화면으로 이동

• 기기를 등록할 병원이 없을 경우 Register device later 버튼을 누르십시오.

• 추후, [설정 → 기기 등록] 에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

a. MARK-B Analyzer 후면의 USB Port에 바코드 스캐너 연결

b. USB Port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바코드 스캐너가 동작함

a. 프린터 전원 켜기

b. [USB 연결]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기기 후면의 USB Port에 프린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인식됨

c. [Bluetooth 연결] 본 매뉴얼 32페이지의 [기능 설정 → 프린터 설정] 참고

프린터는 별도 구매 상품입니다.

바코드 리더는 별도 구매 상품입니다.



혈액 검사 방법

혈액 검사 방법

• 검사가능 온도는 18℃~28℃ (64.4℉ ~ 82.4℉) 입니다. 

검사 가능한 환경에서 검사하십시오. 

• 검사 가능한 온도 범위를 벗어날 경우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 배터리 잔량이 15% 이하일 경우, 검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면 검사를 시작하십시오.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 혹은 키패드로 직접 입력 → OK 클릭

바코드 스캐너가 없을 경우,

Input operator ID manually를 눌러

키패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방법

혈액 검사 방법

a. 바코드 스캐너로 카트리지 파우치의 QR 코드 스캔

b. 화면의 카트리지 타입, LOT 코드 정보 확인

카트리지 장착 단계로 이동

바코드 스캐너가 없을 경우, Input 

operator ID manually 를 눌러

입력하십시오.

a. 바코드 스캐너로 환자 코드 스캔

b. 환자 코드가 인식되면, 카트리지 장착 단계로 이동

• 바코드 스캐너는 별도 구매 상품입니다.

• QR 코드 인식에 실패했을 경우, 새 카트리지 파우치를 스캔하십시오.

• 검사하고자 하는 마커의 카트리지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카트리지 장착 전, 입력한 간호사/환자 코드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 스캔한 QR 코드가 장착하려는 카트리지의 QR 코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검사하려는 마커의 카트리지가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카트리지 장착 전, 이미 사용된 카트리지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장착 후 Please contact the system administrator 메세지가 발생하면,

사용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혈액 검사 방법

혈액 검사 방법

트레이가 나오지 않을 경우, Please contact system administrator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안내에 따라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a. 화면의 안내에 따라 테스트 카트리지 장착

b. 카트리지가 올바르게 장착되면, 자동으로 혈액 주입 단계로 이동

IMPORTANT

왼쪽의 이미지는 PSA 테스트 카트리지를 장착했을 때 출력되는 예시입니다.



혈액 검사 방법

혈액 검사 방법

검사 샘플을 준비하십시오.

• 정맥혈 전혈, 혈청, 혈장을 사용할 경우, 테스트 카트리지 매뉴얼의

검체 채취 및 취급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 채혈 전에 손과 채혈할 부분을 따뜻한 물과 비누로 닦고 말린 후

진행하십시오.

• 채혈침은 일회용입니다.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한 채혈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한 곳에 폐기하십시오.

*모세혈 채혈 준비물: 채혈기, 채혈침, 알콜스왑



• 혈액 주입 2분후 까지 트레이가 들어가지 않으면, 새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다시 진행하십시오. 

• 검사 대기중 혹은 분석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새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다시 진행하십시오.

혈액 검사 방법

혈액 검사 방법

혈액 주입 →  OK 클릭 →  혈액 분석이 시작되면, 100%가 될 때 까지 대기

• 본 절차는 모세혈 채혈 절차입니다. 정맥혈 전혈, 혈청, 혈장 사용절차는 테스트

카트리지의 혈액 취급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 주입 전, 혈액 주입 위치와 충분한 양(스포이드의 표시선까지)의 혈액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카트리지를 끼우고, 2분 이내에 혈액을 주입하십시오.



혈액 검사 방법

혈액 검사 방법

a.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트레이에서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규정에 따라 안전한 곳에 폐기하십시오.

b. DONE 클릭 → 결과 저장 →  홈 화면으로 이동

• 사용한 카트리지를 트레이에서 제거해야 홈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한 카트리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검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 검사가 완료 되면, 자동으로 카트리지 트레이가 밖으로 나옵니다.

※ 화면 오른쪽 위의 프린트 아이콘을 터치하여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 프린트 중, Printing is in progress 팝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가 완료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프린터 연결은 [Settings → Printer settings]를 참고하십시오.

• 프린트 용지가 부족할 경우, 새 용지로 대체한 후 프린트하십시오.

• 프린터 커버가 열려 있으면 출력되지 않습니다. 커버를 닫고 진행하십시오.



혈액 검사 방법

검사 결과 관리

홈 화면 → TEST RESULTS 클릭

※ 모든 검사 결과가 최근 검사 순서로 정렬되어 보여집니다.

※ 검사결과 리스트에서 특정 결과를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프린트 아이콘을 눌러 결과값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QC Test (대조용액 검사)

QC Test (대조용액 검사)

테스트 카트리지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3단계의 검사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측정 가능 온도 범위는 18℃~28℃ 입니다. 

측정 가능한 환경에서 측정을 시작하십시오. 

• 측정 가능한 온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 배터리 잔량이 15% 이하일 경우, 측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배터리를 충전되면 측정을 시작하십시오.

a. Run QC Test 클릭

b. Level 1 대조용액 검사가 시작됩니다.



a. 바코드 스캐너로 테스트 카트리지 파우치의 QR 코드 스캔

b. 화면에 표시된 카트리지 타입, LOT 코드 정보 확인

카트리지 장착으로 이동

• 바코드 스캐너는 별도 구매 상품입니다.

• QR 코드 인식에 실패할 경우, 새 카트리지 파우치의 QR을 스캔하십시오.

• 검사하고자 하는 마커의 카트리지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QC Test (대조용액 검사)

a.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 혹은 키패드로 직접 입력

b. OK 클릭

바코드 스캐너가 없을 경우, Input operator ID manually 를 눌러

키패드로 입력하십시오.



• 장착하려는 카트리지가 스캔한 QR 코드의 카트리지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검사하려는 마커의 카트리지가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카트리지 장착 전, 이미 사용된 카트리지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장착 후 Please contact the system administrator 에러 메세지가

발생하면, 사용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a. 화면의 안내에 따라 테스트 카트리지 장착

b. 카트리지가 올바르게 장착되면, 자동으로 Level 1 대조용액 주입 단계로 이동

QC Test (대조용액 검사)

a. 장착한 테스트 카트리지와 동일한 마커의 Level 1 대조용액 준비

b. 대조용액을 캐필러리 튜브의 표시선까지 채우고, 2분 이내에 주입

PSA 테스트 카트리지에는 PSA Level 1 대조용액을 주입하십시오.



QC Test (대조용액 검사)

대조용액 주입 →  OK 클릭 →  분석이 시작되면 100%가 될 때까지 대기

• 대조용액 주입 후, 2분 경과 후에도 트레이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새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다시 진행하십시오. 

• 검사 대기중 혹은 분석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새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다시 진행하십시오.

a. 검사 정상완료 화면 확인

b. NEXT 클릭 → Level 2 대조용액 검사 실시

c. 사용한 카트리지 제거

d. 새 테스트 카트리지 장착

• 사용한 카트리지를 트레이에서 제거한 후, Level 2 검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트레이에서 사용한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폐기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QC Test (대조용액 검사)

Level 1 대조용액 검사 마커와 동일한 마커의 테스트 카트리지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 반드시 Level 1에서 사용한 마커와 동일한 마커의 테스트 카트리지의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 다른 마커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검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다른 마커의 대조용액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화면의 ‘X’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검사를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a. 화면의 안내에 따라 테스트 카트리지 장착

b. 카트리지를 올바르게 장착하면, 자동으로 Level 2 대조용액 주입

단계로 이동

• 장착하려는 카트리지가 스캔한 QR 코드의 카트리지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 검사하려는 마커의 카트리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카트리지 장착 전, 이미 사용된 카트리지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카트리지 장착 후 Please contact the system administrator

메세지가 발생하면, 사용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QC Test (대조용액 검사)

a. Level 2 대조용액 준비

b. 대조용액을 캐필러리 튜브의 표시선까지 채워 2분 이내 주입

PSA 테스트 카트리지에는 PSA Level 2 대조용액을 주입해야 합니다.

대조용액 주입 →  OK 클릭 →  분석이 시작되면 100%가 될 때까지 대기

• 대조용액 주입 후, 2분 경과 후에도 트레이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새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다시 진행하십시오. 

• 검사 대기중 혹은 분석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새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다시 진행하십시오.



a. 검사 정상완료 화면 확인

b. NEXT 클릭 → Level 3 대조용액 검사 실시

c. 사용한 카트리지 제거

d. 새 테스트 카트리지 장착

Level 1, 2 대조용액 검사 마커와 동일한 마커의 테스트 카트리지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 반드시 Level 1,2에서 사용한 마커와 동일한 마커의 테스트 카트리지의

QR 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 다른 마커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검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다른 마커의 대조 용액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X’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검사를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QC Test (대조용액 검사)

검사 과정은 Level 1,2 대조용액 검사와 동일합니다.

• 사용한 카트리지를 트레이에서 제거한 후, Level 3 검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트레이에서 사용한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폐기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a. 검사 완료 → Level 1,2,3 대조용액 검사 결과가 한 화면에 표시됨

b. 검사 결과 확인 후, 트레이에서 카트리지 제거

c. DONE → 홈 화면 복귀

Level 1,2,3 검사 All Pass : 
MARK-B 테스트 카트리지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Level 1,2,3 검사 중 1개 이상 Fail : 
실제 검사에서 결과값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다시 진행하거나 기기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QC Test (대조용액 검사)

[Lock Settings → QC Fail ON] 설정한 상태에서

대조용액 검사결과 “Fail” 이라면, 혈액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QC Test (대조용액 검사)

QC Test결과 확인

대조용액 검사 결과 : 최근 순서 정렬

체크 카트리지 검사 결과 : 최근 순서 정렬



기능 설정

설정 화면

설정 메뉴

• 관리자 설정(Administrator Settings)

• 와이파이 설정(Wi-Fi Settings) 

• 프린터 설정(Printer Settings)

• 날짜 및 시간 설정(Date & Time Settings) 

• 잠금 설정 (Lock Settings)

• 기기 검사(System Check) 

• 버전 정보(Version Information)

• 기기 연결(Device Registration)

• 전원 끄기(Power Off)



기능 설정

관리자 설정

a. 관리자 비밀번호 입력 → 관리자 메뉴 진입

b. 관리자 정보(Administrator Information) 메뉴 클릭 → 관리자 정보 확인

a. 비밀번호 변경(Change Password) 클릭

b. 현재 관리자 비밀번호 입력

c. 새 관리자 비밀번호 입력란/입력 확인란에 새 비밀번호 입력 → OK 클릭 → 설정 완료

• 비밀번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영문, 숫자 조합으로 구성하십시오.

• 공백없이 2-20자 이내로

생성하십시오. 

• 눈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설정

관리자 설정

a. 관리자 비밀번호 분실 시, Forgot password? 버튼 클릭

b. 시스템 관리자에게 연락 후, 마스터 비밀번호 입력 화면 진입

마스터 비밀번호 입력 →  새 관리자 비밀번호 입력 →  OK →  설정완료

• 마스터 비밀번호는 기기의 시리얼 넘버+0001 입니다.

• 기기의 시리얼 넘버는 기기 하단의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설정

무선 네트워크(Wi-Fi) 설정

a. [Wi-Fi 설정 → On/Off] 선택 → 무선 네트워크 연결 여부 설정

b. “On” 설정 : 연결할 Wi-Fi 선택



기능 설정

프린터 설정

프린트 설정(Printer Setting) →  자동/ 수동 인쇄 방식 선택

a. 연결할 수 있는 기기(Connectable Device)리스트 → 연결할 프린터 모델명 찾기

b. 모델명을 선택 → 프린터 연결 → 연결된 기기(Connected Device)에 표시

c. Disconnect 를 클릭하여 연결 해제

• USB 포트를 연결하면 자동 연결됩니다.

• 프린터의 모델명은 프린터의 배터리를

분리한 후, 제품 라벨에서 확인하십시오.

• 블루투스 연결된 상태에서 다른 프린터를 USB로 연결하면,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고 USB 프린터로 연결됩니다.

• MARK-B Analyzer와 호환되지 않는 기종의 모바일 프린터는 프린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프린터 연결 모드를 변경할 경우, 몇 초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lease wait가 사라질 때 까지 대기하십시오.



기능 설정

날짜 및 시간 설정



기능 설정

검사 잠금 설정

관리자 비밀번호 입력 → Lock Settings 진입

QC Fail 기능으로 대조용액 검사를 잠그거나 해제합니다.

[ON 설정]  QC Test 결과 “Pass”인 경우, 검사 진행 가능

[OFF 설정]  QC Test 결과와 무관하게 검사 진행 가능

• QC fail을 OFF로 설정하면, QC Test결과 “Fail”인 경우에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비비는 QC fail OFF 설정 상태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능 설정

검사 잠금 설정

[ON 설정] 설정한 주기마다 대조용액 검사 실시 후, 검사 진행 가능

[OFF 설정] 주기를 설정하지 않고 대조용액 검사를 자유롭게 진행

입력란 선택 → 숫자 키패드로 숫자 1~365 중 입력

→ QC Test 주기 설정

• 대조용액 검사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한 사항이 홈 화면의 Run QC Test 버튼 하단에 표시됩니다.

날짜 간격(Interval setting)은 숫자만 입력됩니다



제품 등록

기기 등록

등록이 완료되면,

a. Registered Successfully 메시지 발생

b. Done 클릭 → 설정 화면으로 이동

a.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 → 기기 등록 메뉴 진입

b. 기기 등록 화면에 병원 코드 입력

c. 병원 코드 입력 → Done 클릭 → 병원 서버에 연결 시도

초기 설정 단계에서
등록한 경우,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지 및 관리

기기 검사

기기 검사(System Check)
MARK-B Analyzer의 정상동작 여부를 검사합니다.

a. 바코드 스캐너로 체크 카트리지 윗면의 QR 코드 스캔

b. 체크 카트리지 장착 단계로 이동

• 바코드 스캐너는 별도 구매 상품입니다.

• 테스트 카트리지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 QR 코드 인식에 반복 실패할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a. 화면의 안내에 따라 체크 카트리지 장착

b. 카트리지가 인식되면 자동으로 검사시작

유지 및 관리

기기 검사

• 테스트 카트리지를 장착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카트리지 장착 후 Please contact the system administrator

에러 메세지가 발생하면, 사용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체크 카트리지 검사는 약 1분 소요됩니다.



유지 및 관리

기기 검사

a. 테스트가 완료 → 화면에 결과 표시

b. 테스트 결과 확인 → 트레이에서 카트리지 제거

c. DONE 클릭 → 홈 화면으로 이동

Pass :  화면에 V 표시와 정상동작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Fail : 화면에 X 표시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검사를 다시 진행하거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기 검사에서 Fail 할 경우,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지 및 관리

기기 검사

기기 검사 결과가 최근 순서로 정렬됨



유지 및 관리

버전정보 확인 및 업데이트

업데이트 할 버전이 있을 경우, 홈 화면에 업데이트 팝업 발생 → 팝업의 OK 클릭 → 업데이트

a. 관리자 비밀번호 입력 → 기기 등록 메뉴 진입

b. 최신 버전 확인

• MARK-B Analyzer의 배터리가

15% 이상 충전되어 있을 때

업데이트됩니다.

•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면

업데이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에 계속해서 실패하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유지 및 관리

버전정보 확인 및 업데이트

a. MARK-B Analyzer 홈 화면 → 후면의 USB Port에 업데이트할 USB 연결

b. 업데이트 팝업의 OK 클릭 → 업데이트 시작

• USB 드라이브 연결 → 좌측의 팝업 발생 → 팝업의 체크박스에 체크 → OK 클릭

USB 드라이브 연결을 허용해야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MARK-B Analyzer의 배터리가 15%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 USB를 제거하면 업데이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에 계속 실패할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유지 및 관리

전원 자동끄기 설정

전원끄기 설정(Power off Settings) 메뉴에서 전원 ‘자동 끄기’ 설정

[전원 자동끄기 설정 → On/Off] 를 선택하여 해당기능 사용여부 설정

• 전원 자동끄기 “On” 으로 설정하면, 

자동꺼짐 시각이 기본 2시간으로

설정됩니다.

• Auto Power off Time 에서

자동종료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지 및 관리

전원끄기 설정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꺼 놓으십시오.

• 기기를 장시간 꺼 놓으면, 기기의 시간 정보가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시간 정보가 설정됩니다.

Settings → Power Off 를 클릭하여 전원 종료

자동 전원끄기 “On” →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할 시간 선택

화면을 끈 상태(Screen off)에서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전원 자동꺼짐



유지 및 관리

MARK-B Analyzer 청소

트레이에 혈액이나 습기, 먼지가 들어가면 제품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알코올에 적신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닦으십시오.

부드럽고 마른 천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강한 부식성을 지닌 세정제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이 함유된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청소하십시오.

• 반드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청소하십시오.
• 전극은 민감한 부위이므로 전극 부분 피해서 닦으십시오.

• 본 제품을 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아래 온도/습도 환경에서 보관할 것을 추천합니다.

[온도] -10 ~ 45℃ (14 ~ 113℉)

[습도] 10 ~ 80%

• 흔들리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보관장소를 피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알림 메시지

알림 메시지 설명 및 조치 방법

Please input the admin password. 

관리자 비밀번호 미입력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키패드의 DONE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

→ 관리자 비밀번호 입력 후 DONE 버튼을 누르십시오.

Please input the hospital code.

병원 코드 미입력

병원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키패드의 DONE 버튼을 클릭

했을 때 발생

→ 병원 코드를 입력한 후 DONE 버튼을 누르십시오.

Unregistered hospital code. 

Please contact administrator.
미등록 병원 코드

등록되지 않은 병원 코드를 입력했을 때 발생

Failed to connect to network. 

Please try again.

서버 응답 없음

네트워크 연결 및 기타 오류로 서버 통신이 불가능하여 기

기 등록에 실패했을 때 발생

Unknown error. Please try again. 서버 에러

서버 통신 과정에서 에러 발생 시 해당 메시지 발생

Please try again after connecting to a 

network.
통신 전 Wi-Fi 미 연결

Wi-Fi 미 연결 상태에서 서버 통신을 시도하면 발생

Low battery. 15% of battery is 

remaining. The remaining battery must 

be more than 15% to run the analyzer. 

Please connect the analyzer to the 

power source. 

배터리 부족

배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홈 화면의 배터리 부족 아이콘을 누르면 발생



오류 메시지

알림 메시지

알림 메시지 설명 및 조치 방법

The system check was failed or has an 

error.

Please check the results again.

Contact the system administrator.

기기 검사(System Check) 미진행

기기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설정 → System Check → Run System Check] 버튼

을 누르면 발생

The QC was failed or has an error.

Please check the results again.

QC 미진행

QC Test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홈 화면에 나타나는 QC! 아이콘을 누르면 발생

The temperature is not within 

operational range.

(Operational range: 18℃~28℃ (64.4℉

~ 82.4℉) / Current temperature: 38℃ /

(280.4℉)

온도 부적합

검사 가능한 온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

홈 화면에 나타나는 온도 아이콘을 누르면 발생

The admin account automatically 

logged out.

관리자 로그아웃 알림

Power off나 Reboot 시 화면이 종료 되기 전 관리자 계

정이 로그아웃 될 때 발생

Please log in first.
로그아웃상태에서 진입

관리자 로그인 상태에서 진입 가능한 메뉴 클릭하면 발생

Please input the master password.

마스터 비밀번호 미입력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키패드의 DONE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

→ 마스터 비밀번호 입력 후 OK 를 누르십시오.

Incorrect password. 

Please input the master password 

again.

비밀번호 입력 오류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발생



오류 메시지

알림 메시지

알림 메시지 설명 및 조치 방법

The fan is activated due to increased 

internal temperature of the analyzer.

Fan 동작

MARK-B Analyzer의 온도 센서가 동작하여 팬이 가동되

면서 발생

Invalid ID. Please check the ID again.
잘못된 간호사 바코드

잘못된 간호사 바코드를 입력하면 발생

Please input the operator ID.

간호사 코드 미입력

간호사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키패드의 Done 버튼을 클릭하면 발생

Please input the patient code.

환자 코드 미입력

환자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키패드의 Done 버튼을 클릭하면 발생

Please insert test cartridge in the tray.
트레이가 나오지 않을 때

사용자가 카트리지를 장착하지 않을 때 발생

Please remove the cartridge.
카트리지 제거 안내

사용자가 카트리지를 제거해야 할 때 발생



오류 메시지

알림 메시지

알림 메시지 설명 및 조치 방법

Incorrect password.

Please input the password correctly.

현재 비밀번호 불일치

현재 설정된 비밀번호가 아닐 때 발생

The new password and re-entered 

password do not match. Please input 

the passwords again.

새 비밀번호 불일치

비밀번호 변경 화면에서,

입력한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확인란에 입력한 비밀번호

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

Please input the new admin password. 

새 관리자 비밀번호 미입력

비밀번호 변경 화면에서,

새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키패드의 OK 를 클

릭하면 발생

Please disconnect the device first.

and then try connecting the device. 

BLE 연결 해제 안내

블루투스 연결된 프린터가 있는 상태에서,

[프린터 설정 →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 중 프린터 모델을

클릭하면 발생

Please remove the USB port first

and then try connecting the device. 

USB 연결 해제 안내

USB 연결된 프린터가 있는 상태에서,

[프린터 설정 →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 중 프린터 모델을

클릭하면 발생

Unregistered hospital code. 

Please contact administrator.

미등록 병원 코드

잘못된 병원 코드를 입력하고 OK 를 클릭하면 발생



오류 메시지

에러 팝업

에러 팝업 설명 및 조치 방법

온도 부적합

측정 가능한 온도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1) 홈 화면에서 Run Test 를 누르거나,  Run QC Test 버튼을

누르면 발생

2) 대조용액 검사에서 다음 레벨의 검사 진행을 위하여 Next 버

튼을 누르면 발생

배터리 부족

배터리가 15% 이하인 상태에서,

1) 홈 화면에서 Run Test 를 누르거나,  Run QC Test 버튼을

누르면 발생

2) 대조용액 검사에서 다음 레벨의 검사 진행을 위하여 Next 버

튼을 누르면 발생

대조용액 검사 미수행 알림

최초 혈액 검사 이전이거나,

설정한 QC 주기가 지났으나 대조용액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

에서,

홈 화면의 Run Test 버튼을 누르면 발생



오류 메시지

에러 팝업

에러 팝업 설명 및 조치 방법

QC Test 에러

- QC 잠금 설정 “ON” 상태에서,

- QC Test 결과에 “Fail”이 있는 상태에서,

홈 화면의 Run Test 버튼을 누르면 발생

체크 카트리지 검사 미수행 알림

- 최초 혈액 검사 이전,

- 체크 카트리지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홈 화면의 Run Test 버튼을 누르면 발생

기기 검사 에러

- 기기 검사( System Check) 결과 Fail 상태에서,

홈 화면의 Run Test 버튼을 누르면 발생

시스템 관리자 문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발생



오류 메시지

에러 팝업

에러 팝업 설명 및 조치 방법

유효하지 않은 카트리지 QR 코드

MARK-B 카트리지 QR 코드가 아닌 다른 QR 코드를 스캔하면 발

생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트리지 QR 코드

유효기간이 지난 카트리지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발생

체크 카트리지의 QR 코드를 스캔한 경우

테스트 카트리지가 아닌 체크 카트리지 QR 코드를 스캔하면 발

생

트레이가 나오지 않을 때

트레이가 나오지 않고 10초 이상 경과하면 발생



오류 메시지

에러 팝업

에러 팝업 설명 및 조치 방법

사용한 카트리지 장착

이미 사용한 카트리지를 장착했을 때 발생

검사 중 혈장 분리, 혈액 분석 실패

시간 경과, 주입 혈액 부족 등의 이유로 혈장분리에 실패 했을 때,

혹은 혈액 분석에 실패했을 때 발생

프린터 커버 열림

프린터 용지 부족



오류 메시지

에러 팝업

에러 팝업 설명 및 조치 방법

프린터 연결 안됨

프린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발생

솔루션 부족 에러

대조용액 검사에서 솔루션 분리 실패 (시간 경과, 주입 혈액 부족

등), 솔루션 분석 실패했을 때 발생

체크 카트리지 검사 과정 중,

테스트 카트리지의 QR 코드를 스캔했을 때 발생

새 버전 설치 실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

새 버전 설치에 실패하면 발생



오류 메시지

에러 팝업

에러 팝업 설명 및 조치 방법

업데이트 중 USB 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도중,

USB를 제거하거나 연결이 끊겼을 때 발생

펌웨어 업데이트 실패

업데이트 반복 실패

3회 이상 펌웨어 업데이트에 연속 실패했을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 배터리 부족

기기의 배터리 잔량이 15% 미만 상태에서,

Update 버튼을 선택하면 발생



기술 정보 및 제품 보증

Model Name MB-100

CPU MT8163B (Quad core)

Display type 5.5” HD display, Touch screen

Memory capacity 8GB ROM / 1GB RAM

Battery
Main battery : 2,700mAh 3.8V

Sub battery : 2,500mAh 14.4V (3.7V 18650 4cell)

Power 
rating : 12VDC, 1.5A

plug interface : 5.5mm * 2.5mm

Dimension/weight 114 x 206 x 86mm / 1,300g

동작 OS Android 7.0

LOT code reading NFC Tag

NFC Reader ISO/IEC 14443 A/B Type, ISO/IEC 15693, 3.3V, 13.56MHz

동작 온도
(카트리지 없이 기기 동작 기준) 

-10 ~ 45℃

보관 조건 -10 ~ 45℃, 상대습도 80% 이하

Wi-Fi 2.4GHz (IEEE 802.11/b/g/n)

Bluetooth 4.0

USB port USB A

Software version v1.0.0

Firmware version MBMP100

㈜비비비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을 보증합니다.

서비스 기준 보증기간 내, 제조사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일 경우, 무상 수리 혹은 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증 기간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

문의처 ㈜비비비 고객센터 ‖ +82–70–4407-8282 ‖ cs@bbbtech.com

제품 보증





주식회사 비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