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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측정을 위한 주의사항

환자들은 실내에서 최소 30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스캐너(체온 측정부)를 이마에 대고 눈썹 위에서 관자놀이 부위까지 천천히 
체온계를 좌우로 움직입니다. 너무 빠르거나 천천히 이동시키면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음이 들리기 전에 이마에서 체온계를 떼지 마십시오. 

수유 중 또는 수유 직후에 체온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고습 환경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체온 판독

확인음이 들리면, 이마에서 체온계를 떼고 
화면에서 체온 측정값을 확인하십시오. 체온 
측정값에 해당되는 색깔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정상 체온은 초록색, 미열은 
노란색, 고열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반복하기

3번 단계로 갑니다.

6 체온계 끄기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건전지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온계를 20초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고열

미열

정상

영점 조정 
t

본 제품은 제조 시 영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시면 영점 조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체온 측정치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일자는 체온계 앞면에 표시된 로트번호(LOT numbe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세자리는 제품이 생산된 날을 나타내며 다음 두자리 숫자는 제품이 

제조된 연도를 표시합니다. 마지막 식별표시는 제조업체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예제: LOT 11612, 이 제품은 2012년 116번째 날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마에서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 체온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위치에서 체온을 재십시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위치에서 체온을 세 번 재고 가장 높은 값을 
측정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생후 100일 미만의 신생아  

• 면역 반응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거나 발열 여부가 중요한 3세 미만의 소아

• 사용자가 체온계 사용에 익숙해지고 일관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도록 체온계 
사용법을 익히는 중일 때.

메모리 모드

본 제품은 마지막 체온 측정값을 알 수 있도록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체온은 메모리에 저장되며 전원을 다시 켜면 화면에 2초간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환자들은 체온을 재기 전에 또는 체온을 재면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신체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마에 스캐너(체온 측정부)를 대기 전에, 먼지, 머리카락, 땀 등을 
제거합니다.  

다른 환자의 체온을 재기 전에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센서를 닦고 
30분간 기다립니다. 따뜻하거나 차가운 천으로 이마를 닦으면 체온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온을 재기 전에 30분간 기다릴 것을 권장합니다.

4 체온 재기 

“온도 버튼(Temperature Button)”을 누르고 
눈썹 위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비스듬하게 
스치듯 훑어주면서 천천히 체온계를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캐너(체온 측정부)가 
반드시 이마를 향하도록 합니다. 온도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선들이 표시되며, 체온계가 
작동중임을 알리는 부드러운 신호음이 납니다. 1
초간의 확인음이 들릴 때까지 이마에서 체온계를 
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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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생시 조치 방법

상태

에러 기호: 체온을 재는 동안  

측정된 체온이 34°C 이하이면 
화면에 “Err”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작동 온도가 42.2°C 이상이면 
“Err”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외부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 화면에 깜박이는 위/아래 
화살표와 함께 “Err”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건전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건전지 수명의 20%가 남아 
있으면, 화면은 깜박이는 건전지 
부족 경고 표시를 보여줍니다. 
건전지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기는 계속 작동됩니다.

건전지 수명이 다 된 경우  

건전지 아이콘만 화면에 
표시되고, 체온계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검정 화면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에러 메시지 해결 방법

체온을 다시 측정하기 전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체온계를 리셋하여 
주십시오.

체온을 다시 측정하기 전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체온계를 
리셋하여 주십시오. 외부 
온도가 적정 범위인 
16°C-40°C가 아닐 경우, 
체온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건전지를 교체해주십시오. 
21 페이지의 지시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건전지를 교체해주십시오. 
21 페이지의 지시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건전지를 정확히 삽입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건전지의 
전극이 올바르게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품 사양
 
제품 형명/제품명： FHT 1000 피부적외선체온계 (이마형)    
체온 측정 범위:  34°C - 42.2°C 
측정 단위：  0.1°C 
정확도(실험실): 36°C-39°C ± 0.2°C    
 그 외의 온도 ± 0.3°C    
 (외부 온도: 16℃-40°C)

화면:  액정 화면, 4자리 단위 숫자와 특수 기호

 
음향: 소리: 측정 완료시 1초간 삐 소리가 길게 울림.

작동 온도: 23°C - 42.2°C
자동 전원 꺼짐:  마지막 측정을 실시한 후 약 20초 후

 
무게: 99.5그램. (건전지 포함 시), 77.1그램 (건전지 제외 시)

장기 보관/운반 온도: -25°C - 55°C 

 
습도： 15-95% (비응축) 
건전지:   2개의 AAA 타입  알카라인 건전지 - 최소 1,000회  
 측정 
압력: 대기압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BF형기기

청소 및 보관

알코올 솜 또는 알코올(70% 이소프로필)을 적신 면봉을 
사용하여 체온계 케이스와 스캐너(체온 측정부)를 닦으십시오. 
체온계 내부로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연마제가 
들어 있는 용액이나, 신나 또는 벤젠을 사용하여 닦거나 물 또는 
기타 세척액에 체온계를 담그면 안 됩니다. 사용 후 보호 뚜껑을 

끼워 액정(LCD) 화면 표면이 긁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건전지 교체

본 제품은 2개의 AAA 타입의 알카라인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전지를 삽입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건전지 삽입구를 엽니다. 
그림과 같이, 전극에 맞게 2개의 AAA 타입 알카라인 건전지를 
넣어 주십시오. 건전지 삽입구가 맞물릴 때까지 밀어 닫으십시오.  

건전지 교체 지시가 액정화면에 나타나면 새로운 건전지로 
교체하십시오. 수명이 다한 건전지는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지 마시고, 적합한 장소에 분리하여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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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체온계에 대한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표준규격인 ASTM E1965-98의 정확도 규격을 
만족합니다. Kaz USA, Inc.(250 Turnpike Rd., Southborough, MA 01772, USA) 사에 이러한 
규격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외선 체온계의 경우, 36°C ~ 39°C의 표시 범위에 대한 ASTM 실험실 정확도 요건은 

±0.2°C인 반면, 수은 및 전자 체온계의 경우, ASTM Standards E 667-86 및 E 1112-86에 

따른 요건은 ± 0.1°C 입니다.

본 제품은 아래의 규격을 만족합니다:  

IEC 60601-1 3판 전자의료기기 파트 1: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DIN EN 12470-5(2003) 파트5: 적외선 귀 체온계 성능

IEC 60601-1-2: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부속서(Collateral Standard) 
전자파적합성 요구사항 및 시험 

주: IEC 60601-1-2에 규정된 일반 범위를 벗어난 전자파 장해나 기타 장해가 있는 곳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부 전원형 기기(Internally Powered Equipment)

연속 동작(Continuous Operation)

방수 기능 없음.

전자의료기기는 전자파적합성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전자파적합성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객 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 및 이동식 고주파 통신장비는 전자의료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사이넥스

소비자 상담실

품질보증

•	KAZ는	품질보증기간을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합니다.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원자재나	
기술결함으로	인한	제품의	손상에	대해	
완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파손,	정상적인	마모,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결함	등은	무상	교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는	무상으로	
교환해드리고,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	교환만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수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KAZ	공식	대리점을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닌	경우(병행수입),	품질보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정된	
서비스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리를	
하였거나	브라운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를	한	경우나	브라운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품질보증	기간	내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비자상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소비자상담실	
전화	:	1588-6237	
인터넷	:	www.braunhealthcare.co.kr

소모품 구입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