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벳메이트 동물용 혈당측정기

2. 벳메이트 동물용 혈당측정기 화면

간단설명서

①
통신포트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저장된 측정결과를
컴퓨터에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버튼
전원을 켤 때,
저장된 결과 검색
또는 날짜 및
시간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S 버튼
전원을 켜거나 끌 때
또는 설정을 할 때
사용합니다.

나타납니다.

② mem: 저장된 측정결과가 표시될 때
나타납니다.

③ check: 포도당 대조용액을 사용하여

▼버튼
저장된 측정결과를
검색하거나 날짜 및
시간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혈액주입 직전에
길게 눌러서 동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⑥
⑦

측정한 결과를 저장할 때와 그 측정값이
표시될 때 나타납니다. check 표시와
함께 저장될 경우 혈당측정값 평균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혈액주입표시: 혈액주입 준비가
완료되면 나타납니다.

⑧
⑨
⑩

⑤개
 , 고양이: 설정된 동물을 나타냅니다. 설정 모드 또는 혈액주입 직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저혈당 표시: 측정결과가 설정된 저혈당 수치보다 낮을 때 나타납니다.
⑦ 무음 표시: 알림음을 OFF로 설정하면 화면에
가 나타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g/dL: 혈당측정의 표시단위입니다.
⑧m
⑨ 건전지 표시: 건전지가 교체되어야 할 때를 나타냅니다.
⑩ 월/일/시/분
혈당측정기를 켤 때마다 화면이 위 그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위 그림과 일치하지 않으면 측정결과가 부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으므로 혈당측정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벳메이트 동물용 혈당측정검사지

5. 사용시 주의사항

측정기 접촉부
측정기의 검사지 삽입구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확인창
충분한 혈액이 주입되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혈액주입구
혈당측정을 위하여 혈액을 주입하는
부분입니다.

4. 채혈기

깊이 조정나사

① alarm: 특정시간 알람이 설정되었을 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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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③

화면
측정결과 및 간단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검사지 제거버튼
사용한 검사지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검사지 삽입구
벳메이트 동물용 혈당검사지를
이곳에 삽입합니다.

②

채혈침 장착구

채혈침 제거버튼

채혈침 장전확인창

방출버튼

1) 경고
① 정확한 측정을 위한 시료로 신선한 모세혈 또는 의료전문가에 의해 수집된
신선한 정맥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혈청 또는 혈장검체는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② 정맥혈은 EDTA나 Heparin을 포함하는 튜브에 수집합니다. Iodoacetate나
fluoride/oxalate 등 다른 혈액응고방지제나 방부제가 포함된 튜브의 혈액
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③ 본 제품을 이용한 혈당검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측정 동물의 혈당치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의사와 상담할 때 진단과 치료
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④ 본 제품은 체외 진단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
는 전용 혈당측정검사지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⑤ 일부 동물의 경우에는 측정값이 적혈구 용적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
니다.
⑥ 동물 혈액에 의해 측정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6.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
측정기 표면이 더러워졌을 때는 부드러운 천이나 티슈로 닦아주십시오. 필요
한 경우에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천이나 티슈에 소량 묻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벤젠이나 아세톤과 같은 부식성이 강한 유기물질은 측
정기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7. 채혈 가능한 부위
개는 귓바퀴, 발바닥, 입술 안쪽과 다리의 관절에서 채혈이 가능하고, 고양이
는 귓바퀴와 발바닥에서 채혈이 가능합니다.

2) 주의사항
① 측정기를 직사광선이나 열, 또는 지나치게 높은 습도에 장시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② 검사지 삽입구에 흙, 먼지, 혈액 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③ 측정기를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④ 함부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⑤ 벳메이트 혈당측정검사지만 사용하십시오.

장전 손잡이

8. HI, Lo 메시지
혈당측정결과가 600 mg/dL 초과일 경우는 HI 메시지가 나타나
며 심한 고혈당을 의미합니다. 측정을 반복해도 HI 메시지가 나
타나면 수의 전문가에게 즉시 알립니다.
혈당측정결과가 20 mg/dL 미만일 경우는 Lo 메시지가 나타나
며 심한 저혈당을 의미합니다. 측정을 반복해도 Lo 메시지가 나
타나면 수의 전문가에게 즉시 알립니다.

9. 에러메시지
이미 사용한 검사지를 재사용했을 때의 에러메시지
 새 검사지를 삽입한 후 측정을 반복해 주십시오.

표시가 나타나기 전에 혈액이 주입되었을 때의 에러메시지
 새 검사지를 삽입한 후 측정을 반복해 주십시오.

주변온도가 측정가능 온도범위를 벗어났을 때의 에러메시지
 측정가능 온도범위(5~45 ℃) 내의 장소로 이동하여 측정기와
검사지를 주변 온도에 적응시킨 후 측정을 반복해 주십시오.
혈액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혈액량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의
에러메시지
 새 검사지를 삽입한 후 측정을 반복해 주십시오.

벳메이트 동물용 혈당검사지가 아닌 다른 혈당검사지를 사용하였
거나 검사지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에러메시지
벳
 메이트 동물용 혈당검사지를 사용하여 측정을 반복하여 주십시오.
측정기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에러메시지
 고객상담실(080-910-0600)로 문의하십시오.

혈당측정 중에 전기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에러메
시지
 새 검사지를 삽입한 후 측정을 반복해 주십시오. 같은 메시지
가 반복되면 고객상담실(080-910-0600)로 문의하십시오.

제품사양
품 목 명 자가검사용 혈당측정시스템
품목허가번호 제 037-002호
가정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모세혈
사 용 목 적 또는 항응고제가 포함된 정맥혈 내의 글루코스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측정기 및 혈당측정검사지 등을 포함합니다.
반려동물의 당뇨병을 관리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체외진단용 제품입니다.
측 정 범 위 20-600 mg/dL
측 정 시 간 5초
혈 액 량 최소 0.4 µL
신선한
정맥혈과
모세혈
사용가능한혈액
보
정 혈장 보정
측 정 방 법 전기화학방식
건 전 지 수 명 3,000회 측정
전
원 3.0 V 리튬 건전지(CR2032) 2개
메 모 리 500회
크
기 92 x 51 x 20 (mm)
무
게 55 g (건전지 포함)
작동범위
온
도
상대습도
적혈구용적률

5~45 ℃
10~90 %
15~65 %
제조업자: (주)아이센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43
고객상담실 : 080-910-0600 www.i-sens.com
ⓒ 2019 i-SENS,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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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전, ▼ 버튼을 3초간 길게 꾹 누르면
측정할 동물(개, 고양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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