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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re HOME2 안압계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안압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 1장에 있는 
안전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단계 페이지

1	 배터리 삽입하기  5

2	 프로브 삽입하기  6

3	 켜기  8

4	 올바른 측정 위치  9

5	 지지대 조정 및 안압계 위치 설정 방법  10

6	 안압 측정하기  12

7	 누운 자세로 안압 측정하기  14

8	 문제 해결  16

9	 안압계 끄고 프로브 폐기하기  18

주의!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안압계 
설정에 들어가 직접 안압계 시간을 현지 시간으로 
변경하거나 안압계를 iCare PATIENT2 
애플리케이션 또는 iCare EXPORT 소프트웨어에 
연결해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자동 변경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압계를 사용하기 전에 이 빠른 가이드를 
읽고 HOME2 사용 설명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설명에 따라 각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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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브
2 프로브 베이스
3 볼 지지대
4 이마 지지대
5 측정 버튼
6 선택 버튼
7 디스플레이
8 배터리 커버
9 손목 스트랩
10 프로브 애플리케이터
11 드라이버

측정에 사용되는 안압계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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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삽입하기1

드라이버를 사용해 
배터리 커버를 
엽니다.

배터리를 삽입하고 커버를 닫습니다.배터리는 안압계 전용 케이스 안, 프로브 상자 아래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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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프로브 삽입하기2

프로브 
애플리케이터를 
프로브 베이스  
위에 올려놓습니다.

포장을 엽니다. 캡을 제거합니다.

경고! 사용하지 않은 프로브는 오염되지 않도록 상자 안에 그대로 둡니다. 
프로브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프로브가 탁자나 바닥 등, 
비멸균 상태의 표면에 닿은 경우 그 프로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프로브를 
용기에서 프로브 
애플리케이터 안으로 
떨어뜨립니다.

프로브가 손이나 
탁자, 또는 그 외 
비멸균 상태의 
표면에 닿은 경우 그 
프로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프로브 애플리케이터를 치웁니다.



983 켜기 올바른 측정 위치4

안압계 위치 설정 방법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삐 소리가 날 때까지 
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시작”
이라고 표시됩니다.

또는, 삐 소리가 날 때까지 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을 눌러 측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에 “시작”이라고 
표시됩니다.

3s
3s또는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안압계가 
얼굴과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위치시킵니다. 프로브는 눈에서  
약 5mm 거리에 두고 눈 중심과 
직각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마 지지대 A는 
이마에 대고 볼  
지지대 B는 볼에 
대도록 합니다.

프로브 베이스에 빨간 불빛이 보이면 
안압계가 지나치게 아래로 기울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를 곧게 펴고  
턱을 들어올려야 합니다.

START

<90°
START 90°



11105 지지대 조정 및 안압계 위치 설정 방법

START START

START

5 mm

경고! 프로브만 눈에 닿아야 합니다. 안압계의 다른 부분은 일체 눈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안압계가 눈을 찌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안압계를 얼굴에 대고 프로브 베이스를 들여다 
봅니다. 프로브가 눈 중심과 직각 상태가 되면 
프로브 베이스의 파란색 고리와 녹색 고리가  
대칭을 이룹니다.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마와 
볼 지지대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지지대를 최대 
길이로 뽑아 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안압계가 지나치게 눈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한 번에 
2회씩(짤깍 소리 한 번이  
1회)만 돌려 지지대 길이를 
줄입니다.

양쪽 눈을 모두 뜬 
상태로 유지합니다. 
측정 대상이 아닌 
눈을 가리면 고리 
모양 등이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지대를 시계 방향으로 한 번에 2회씩 돌려서 녹색 
고리가 대칭으로 보일 때까지 길이를 줄입니다.  
이제 눈과 안압계 사이의 거리가 적절합니다.

고리가 대칭을 이루지 않는 경우 
프로브가 눈 중심과 직각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압계의 위치를 
바로잡습니다.



13126 안압 측정하기

반드시 녹색 고리가 대칭으로 
보일 때 측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측정 버튼 을 한 번 누릅니다. 
프로브가 눈에 가볍게 와서 
닿습니다.

프로브 베이스 불빛이 
빨간색으로 깜박이고 알림음이 
여러 번 나는 경우 측정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17페이지의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알림음이 한 번 들리면 측정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알림음이 길게 한 번 나고 
프로브 베이스의 불이 꺼질 
때까지 측정을 계속합니다.

6x

연속 6회 측정에 성공해야 전체 측정 시퀀스가 
완료됩니다.

팁: 6회 측정이 연속으로 모두 완료될 때까지 
측정 버튼 을 계속 누르고 있는 방법으로도 
측정 시퀀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6회 측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긴 알림음이 
들리고 프로브 베이스의 
불이 꺼지면서 측정 결과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측정 버튼 을 한 번 누른  
다음,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눈의 측정을 진행합니다.

START

1x

START



15147 누운 자세로 안압 측정하기

측정하기 전에 잠시 누워 
있습니다.

목이 뒤로 굽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베개를 베고 편안한 자세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똑바로  
위를 봅니다.

안압계를 얼굴에  
90도 각도로 대고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안압을 측정합니다.

성공적으로 측정이 완료되면 
측정 버튼 을 한 번 누른  
다음,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눈의 측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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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8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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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디스플레이 표시 문구 소리 문제 해결 방법

너무 멈

너무 가까움

정렬 오류

반복

프로브가 눈에서 너무 멉니다.

프로브가 눈에 너무 가깝습니다.

프로브가 각막과 수직 상태가 아니거나  
프로브가 눈꺼풀 또는 속눈썹에 닿아  
있습니다.

프로브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측정 버튼 을 한 번 눌러 오류를 확인합니다.  
이마 및 볼 지지대 길이를 줄입니다.

측정 버튼 을 한 번 눌러 오류를 확인합니다.  
이마 및 볼 지지대 길이를 늘립니다.

측정 버튼 을 한 번 눌러 오류를 확인합니다.  
프로브는 눈의 중심부와 직각을 이루도록 안압계  
위치를 조정합니다. 눈을 계속 뜬 상태로 유지합니다.

측정 버튼 을 한 번 눌러 오류를 확인합니다.  
측정을 반복합니다.

길게 3회

짧게 5회

짧게 2회

짧게 2회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브 베이스에 빨간색 불이 깜박입니다. 
디스플레이와 소리로 오류 발생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확인하고 측정 버튼 을 한 번 누른 다음, 
문제점을 시정한 후 다시 측정합니다.



19189 안압계 끄고 프로브 폐기하기

프로브와 컨테이너는 
혼합 폐기물함에 넣어 
폐기합니다.

알림음이 3회 들리고 
디스플레이가 꺼질 
때까지 선택 버튼  

을 길게 누릅니다.

프로브를 분리해 
프로브 용기에  
다시 넣습니다.

3s

이제 사용하고 계신 모바일 기기에 설치한 iCare 
PATIENT2 앱이나 컴퓨터에 설치한 iCare EXPORT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측정치를 담당 의사의 iCare 
CLINIC 또는 iCare CLOUD 의 내 개인 계정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START



자세한 사항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www.icare-world.com

Icare	Finland	Oy	
Äyritie 22  
FI-01510 Vantaa, Finland 
전화: +358 9 8775 1150
info@icare-world.com

iCar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Icare Finland Oy. Centervue S.p.A., Icare Finland Oy, and Icare USA Inc. are parts of Revenio Group and represent the brand iCare.
Not all products, services or offers referenced in this brochure are approved or offered in every market and approved labeling and instructions may var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Product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in design and scope of delivery and as a result of ongoing technical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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