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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For Use 

CART-I by Sky Labs Inc. 

 

 

 

CART-I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제품 사용 전 이 사용설명서

를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아래 내용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품의 파손 또는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IF-02(revision I)의 발행일자는 2021년 09월입니다.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매뉴얼일 경우 주식회

사 스카이랩스에 연락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또는 모바일 앱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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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기 설명 및 용도 

1.1. 사용목적  

1) 홀터심전계, 맥파계 

본 제품은 심전도 해석을 위하여 피검자가 장기간 착용하여 심전도를 측정/기록하고 이를 재생하는 기구와 맥동, 

맥박수, 동맥 헤모글로빈의 기능적 산소 포화도(SpO2)를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측정/기록하고 이를 재생하는 광

전식 기구로 기록기를 포함한다. 

 

1.2. 작용원리 

본 제품은 반지 형태의 기기를 피검자가 장시간 착용하여 심전도, 맥동, 맥박수, 동맥 헤모글로빈의 기능적 산소 

포화도(SpO2)를 기록하고, 무선통신(Bluetooth)을 통해 전송 및 저장하여 신호를 분석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기

기이다.  

제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CART-Ring: 신호를 수집하는 착용형 기기 

 CART-Cradle: CART-Ring을 충전하기 위한 전용 충전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신호를 저장하고 분석 결과를 화면에 표시, iOS 및 Android를 지원하고 

App store 또는 Google Play를 통해 다운로드 

 웹 사이트(Web site): 신호를 저장하고 분석 결과를 화면에 표시(뷰어 형태로, 의료진 열람용) 

CART-Ring은 2가지 방식으로 신호를 수집한다.  

 ECG 신호: CART-Ring의 내측과 외측의 금속을 전극으로 활용하여 심장 근육의 수축 이완 작용에 따

른 미약한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탐지  

 PPG 신호: 손가락 내부의 혈관에 LED를 발광하고 이 빛이 혈류에 반사된 신호를 수집함으로써 맥동과 

동맥 헤모글로빈의 기능적 산소 포화도(SpO2)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본 기기는 심방세동을 진단받았거나 심방세동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ECG 신호를 기반으로 

심전도 데이터를 측정하는 홀터심전계, 그리고 PPG 신호를 기반으로 PPG 그래프 및 맥박수, 불규칙 맥파

(Irregular pulse)를 모니터링하는 맥파계, 그리고 동맥 헤모글로빈의 기능적 산소 포화도(SpO2)를 측정하는 펄

시옥시미터로 이루어진 조합의료기기이다. 수집된 신호는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다. 

  



 

1.3. CART-I 정확도 및 계산법  

항목 구분 측정범위 및 정확도 

심전도 

PPG로 수집된 데이터 기반의 

맥박수 
40bpm~240bpm(±2bpm) 

ECG로 수집된 데이터 기반의 

맥박수 
30bpm~240bpm(±3bpm) 

산소포화도 

산소포화도 측정범위 1%~100% 

산소포화도 정확도 ±4% @ 70%~100% 

산소포화도 데이터 평균 15초 

산소포화도 

신호 파형 정규화 여부 
정규화 됨 

※ 기능시험기가 CART-I의 산소포화도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측정된 산소포화도

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PPG로 수집된 데이터 기반의 산소포화도(SpO2) 화면표시 범위는 1%~100%로 표시되지만 70% 미만의 성

능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구성품 

 

CART-App을 설치하기 위한 스마트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ky Labs Inc.의 제품을 작동시키려면 몇 가지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iPhone 7, ≥iOS 10.0, ≥Android 6.0(& ≥BT 4.1) 

 CART-App 은 Apple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설치 가능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에 따른 구성품 명칭] 

 CART-Ring: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KC 인증번호: R-C-15i-CART1R 

 CART-Cradle: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KC 인증번호: R-R-15i-CART1C  



 

3. 제품사양 

3.1 제품정보  

R0K1 ~ R0K8 SL-MRA1K06~ SL-MRA1K13 

 

 
 

 

 
 

 

구분 설명 

품목명 홀터심전계 

품목번호 A26040.01(2) 

제품명 CART-I, 카트원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

형식 및 보호정도 
내부전원형 기기, BF형 장착부 

장착부 CART-Ring의 외장 내/외부 표면(ECG 전극) 및 센서(PPG 센서) 

모델명 

1. CART-I(카트원)는 16 가지 유형의 

모델이 있습니다.  

2. 각 모델의 차이는 치수와 형상입니다. 

R0K1 SL-MRA1K06 

R0K2 SL-MRA1K07 

R0K3 SL-MRA1K08 

R0K4 SL-MRA1K09 

R0K5 SL-MRA1K10 

R0K6 SL-MRA1K11 

R0K7 SL-MRA1K12 

R0K8 SL-MRA1K13 

3.2 제품사양 

구분 설명 

CART-Ring 

정격출력 내부전원, 리튬-폴리머 배터리, 3.7 Vd.c. 

RF주파수 
(RX)무접점충전주파수 : 205kHz 

작동 중 주파수 : 2402~2480MHz 



 

방진방수 등급(IP grade) IP58 

RF 시험 온도 -20℃ ~ 50℃ 

운전모드 연속모드 

전기충격에 의한 보호 내부전원형 기기, BF 장착부 

RF 사양 저전력 블루투스(BLE), BT 5.0, 거리 : <2m  

PPG LED 

Specification 

Red 660nm (IF=10mA), Optical power: Max 0.35mW 

IR 940nm (IF=10 mA), Optical power: Max 0.35mW 

Green 525nm (IF=10 mA), Optical power: Max 1.00mW 

CART-Cradle 

정격출력 5 Vd.c. 

전력소모 50mW~1W 

충전방법 (TX)무선충전 / 자기유도방식 / USB cable 이용 

RF 주파수 
(TX)무접점 충전주파수: 205 kHz 

(TX)동작주파수: 175.3 kHz 

CART-App 
언어: 한국어 

Version: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Home > 내 정보에서 확인 가능 

제조년월 YYYY-MM  

제조국가 대한민국 

제조자 주식회사 스카이랩스 

제품사용가능기간 CART-Ring의 내부 배터리는 최소 2년동안 사용할 수 있음을 보증합니다. 

 

 

4. 환경조건 

구분 설명 

동작 & 충전을 위한 온도 조건 5℃~45℃ 

동작 & 충전을 위한 습도 조건 10%~95% 

보관 & 운송을 위한 온도 조건 -25℃ to 70℃ 

보관 & 운송을 위한 습도 조건 10%~95% 

동작 & 보관 & 운송을 위한 대기압 조건 700hPa ~ 1060hPa 

 

 

  



 

5. 라벨 기호(심볼) 

5.1 운송상자의 심볼 

     

취급주의 습기 주의 보관, 운송 시 온도, 습도, 대기압 조건 

 

5.2 제품 심볼 

 

 

 

제조회사 

 

 

 

제조일자 

 

 

 

제조단위 

 

 

 

BF형 장착

부 

 

 

 

사용설명서 참

조 

 

 

 

방진/방수 등

급 

 

 

 

직류 

 

 

 

유럽 인증 

(CE MDD) 

 

 

 

온도제한조건 

 

 

 

습도제한조건 

 

 

 

대기압제한조

건 

 

 

 

유럽대리인 

 

 

 

가정용 폐기물 

처리 불가 

 

 

 

SpO2  

경보 없음 

 

 

 

SpO2 

신호의 부적합 

 

 

 

CLASS 1  

레이저 

 

 

 

주의사항     

 

 

      

 

 

  



 

6. 안전을 위한 경고 사항 

 
경고: 매뉴얼에서 언급한 안전을 위한 경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화재, 감전, 부상 또는 제품의 손

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경고 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6.1 안전과 관련된 정보 

 이 제품은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국제규격인 “IEC 60601-1, IEC 60601-1-2”를 만족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본 제품 사용 시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6.2 사용의 제한 

 본 제품은 성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RT-Ring은 손가락에만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신체부위에 착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본 제품은 의료진의 도움 없이 어떠한 질환도 진단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을 설명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심장질환 진단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Sky Labs Inc.는 남용, 사고, 변경, 오용, 방치 또는 설명서에 따라 장비를 유지 보수하지 않아 발생하

는 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을 통한 해석은 심장 상태의 완전한 진단이 아닌 잠재적인 결과입니다. 의사는 임상양상 및 증

상을 보고 함께 진단해야 합니다.  

 불규칙 맥파 결과가 나온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불규칙 맥파 혹은 심방세동 의심파형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6.3 일반적인 안전/경고 사항 

 어린이 또는 애완 동물이 있는 곳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조정, 수리, 분해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상해 또는 제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손상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품을 계속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사용 중 발열이 발생할 경우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착용으로 인해 CART-Ring 센서 부분의 손가락이 붉어지거나 피부자극이 생기면 즉시 제품 착용

을 멈추십시오. 2~3일 이상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계속되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문의하십시오.  

 CART-Ring을 손가락 크기에 알맞게 선택하지 않으면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혈액 순환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Pacemaker와 같은 심장박동 조절기가 있는 환자는 ECG 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제품 사

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CART-Ring에 장착된 내부배터리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2년을 보증하며, 사용 2년 후 

배터리의 성능은 약 80%입니다. 



 

 CART-Ring은 완전한 충전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약 48시간 동안 지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USB Cable은 아이들의 질식, 목졸림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이 최소 또는 최대온도로 보관된 경우, 사용 전 최소 1시간 이상 상온에서 보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정된 것 이외의 조작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제어 또는 절차를 사용하면 위험한 방사선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Note:  

 손가락에 알맞은 사이즈의 CART-Ring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Sizing Kit을 이용하

여 제품을 선택하기를 권고합니다. 가급적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의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손

가락에 착용하는 것을 추천하며, 다른 반지와 함께 착용하지 마십시오. 

 

6.4 맥박수 및 심전도 판독 주의/경고 사항 (시그널 수집 방법) 

 피부 관류(얼마나 많은 혈액이 피부를 통과하는지)는 수집되는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 손가락의 피부 관류가 너무 낮아 제품의 측정 센서의 판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문신과 같이 피부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 변화를 주면 측정 센서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측정 시 움직이는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ART-Ring은 방진/방수 등급 IP58이 적용되어 생활방수가 가능하나, 수집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

기 위해서 손이나 CART-Ring에 물기가 있는 경우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6.5 산소포화도 주의/경고 사항 

 CART-I의 정상 동작과 정확한 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해 제조사에서 제공한 구성품만 사용하십시오. 제

조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제품과 연결될 경우 측정이 부정확하거나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ART를 생리학적 상태 변화를 감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산소포화도 또는 맥박수의 생리학적 경보 상태를 감지하는 기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CART-I는 CART-Ring 이외의 다른 프로브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CART-Ring을 이용한 산소포화도는 다른 펄스옥시미터프로브 또는 펄스옥시미터모니터의 정확도를 평

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6.6 산소포화도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주변의 과도한 빛에 노출된 경우 

 낮은 피부 관류 (혈관을 지나는 혈액의 양이 적을 경우) 

 인도시아닌, 메틸렌 블루 등의 혈관 염료 사용 

 문신과 같이 피부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 변화를 주는 경우 

 측정 시 움직임 

 카보옥시헤모글로빈, 메테모글로빈 등의 기능 장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을 경우 

 빌리루빈 수치가 높을 경우 

 고주파 전기 기기와 함께 사용할 경우 

 CART-Ring을 착용한 팔에 혈압 측정 커프, 카테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심한 저혈압, 심한 혈관 수축, 심한 빈혈, 심한 저체온, 심장 마비 쇼크가 있는 경우 



 

 CART-Ring을 착용한 위치에 동맥혈관폐색이 나타나는 경우 

 정맥 울혈이나 정맥의 맥박이 나타나는 경우 

 

6.7. SpO2 정확도 확인을 위한 임상 연구 

 펄스옥시미터의 정확도는 기능시험기 또는 환자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ISO 80601-2-61: 2011

의 Annex EE 또는 ISO 14155:2011에 따른 통제된 불포화 연구(The CONTROLLED DESATURATION 

STUDY) 측정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6.8 제품관리 

 제품을 고온세척 하거나 세척액에 담그지 마십시오. 제품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착용 전 부드러운 천으로 CART-Ring의 표면 내외부를 닦아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착용 전에 CART-Ring의 표면을 닦아주십시오. 

 

6.9 무선 주파수/전자기/사용환경  

 본 제품을 강한 전자기장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MRI, CT 또는 X-ray 장비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전자기장을 방출하는 구성요소와 무선 주파수를 포함합니다.  

 고온, 저온, 습기 또는 젖거나 직사광선이 있는 곳에 제품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화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목욕탕 및 사우나에서 CART-Ring을 착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설명된 환경 조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CART-Ring은 배터리를 포함한 제품입니다. 자동차 내부에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CART-Ring 또는 기기의 부품을 입에 넣거나 삼키지 마십시오. 

 인증되지 않은 어댑터 및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6.10 방진 및 방수  

 수압이 강한 물에 CART-Ring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잠수, 다이빙, 스노클링 및 유속이 빠른 곳에서의 수상스포츠 등을 할 때에는 CART-Ring을 착용하지 

마십시오. 

 CART-Ring이 젖어 있거나 손이 젖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말린 후 사용하십시오. 

 CART-Ring이 깨끗한 물에 젖었을 때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 완전히 건조하여 사용하십시오.  

 CART-Ring이 깨끗한 물이 아닌 액체(소금물, 수영장물, 비눗물, 오일, 향수, 자외선 차단제, 손 세정

제, 화장품과 같은 화학제품 등)에 노출된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

아 완전히 건조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성능이나 외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CART-Ring이 떨어지거나 충격을 받으면 방수 또는 방진 기능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CART-Ring은 분해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방수/방진 기능이 손상될 수 있으니 직접 분해하지 마십시

오. 

 CART-Ring을 급격한 기온 및 수온 변화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헤어 드라이어와 같은 발열 장치를 이용하여 CART-Ring을 말리지 마십시오. 

 사우나와 한증막 같은 환경에서는 방수 기능이 손상될 수 있으니 CART-Ring을 착용하지 마십시오. 

Note:  

 CART-Ring은 통제된 환경(IEC60529)에서 테스트되었으며, 방진/방수 등급은 IP58입니다. 정상적인 

방진/방수 기능 동작을 위해서 위 내용에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6.11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제조사 번호(1599-3402)로 연락하고 관리자가 조치할 때까지 기다

리십시오. 

 

 

7. 제품 사용 제한 

심전도 및 맥파 그래프 수집, 맥박수, 산소포화도 측정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8. 제품 폐기 방법 

본 제품 및 배터리는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할 수 없습니다. 현지의 환경 법규 및 규제에 따라 기기 및 배

터리를 폐기하십시오. 
 

9. 품질보증 및 제한보증 

본 제품은 구입 후 1년 동안 보증이 되며,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배송 후 최대 30일까지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10. 설치 및 충전 방법 

10.1 설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모바일의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CART-App을 다운로드합니다.  

 검색어는 “CART, Cardio tracker”입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등록 후 사용하세요. 

 

10.2 CART-Ring 의 충전 

 

번호 명칭 설명 

1 배터리 잔량 표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CART-App을 이용해 CART-Ring의 배터리 잔량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USB 충전 포트 
 CART-Ring 충전을 위해 USB-C Type 케이블을 CART-Cradle의 USB충

전 포트에 연결합니다. 

3 
CART-Ring  

고정심지 

 CART-Ring을 CART-Cradle의 고정심지에 단단히 밀착하여 끼워 넣습니

다. 

4 
CART-Cradle 

LED 표시등 

 충전이 진행되는 동안, CART-Cradle의 LED가 빨강색으로 점등되며, 완

전히 충전되었을 경우, LED는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CART-Ring은 완전한 충전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약 48시간 동안 지

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10.3 CART-Ring 과 CART-Cradle 의 결합 모양 

 

   

 

Note:  

 정격전압이 1~2A인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모바일용 충전용 어댑터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전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ART-Ring이나 CART-Cradle의 LED가 깜빡이면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전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10.4 CART-Cradle 의 LED 표시등 

 
 

번호 명칭 설명 

1 전원 연결 시  USB 케이블로 전원을 연결하면 LED 표시등이 녹색으로 1초 점등됩니다.  

2 충전 중  충전이 시작되면 LED 표시등이 적색으로 점등됩니다.  

3 충전 완료  충전이 완료되면 LED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4 충전 오류 시  충전 오류가 발생하면 LED 표시등이 적색으로 점멸 점등됩니다. 

 

  



 

11. 작동방법 

11.1 사용 전 준비사항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제품 사용 전 이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11.2 초기 설치 및 제품 등록 

모바일의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애플리케이션 CART-App을 다운로드 합니다.  

설치된 CART-App의 아이콘을 누르고,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11.3 회원가입 & 로그인 

11.3.1 회원가입 

 

번호 명칭 설명 

1 회원가입 버튼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11.3.2 회원가입 양식 작성 

 

번호 명칭 설명 

1 아이디 
 “아이디” 칸을 터치하고,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세요. 

2 비밀번호 

 “비밀번호” 칸을 터치하고, 비밀

번호를 설정하세요. 개인정보 보

호를 위해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

정하세요. 

3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 칸을 터치하여,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

십시오. 

4 
이름 & 

성 

 “이름” 칸과 “성” 칸을 누르고, 

이름을 작성하세요. 

5 성별 
 “성별” 칸을 누르고, 성별을 선

택하세요. 

6 생년월일 
 “생년월일” 칸을 누르고, 생년월

일을 선택하세요. 

7 지역 
 “지역” 칸을 누르고, 지역을 선택

하세요. 

8 
신장 & 

몸무게 

 “신장” 칸을 누르고, 키(cm)를 

작성하세요. 

 “몸무게” 칸을 누르고, 몸무게

(kg)를 작성하세요. 

9 약관 동의 
 약관을 확인하신 후 약관에 동

의해 주세요. 

10 
가입완료  

버튼 

 작성이 완료된 후, “가입” 버튼을 

누르세요. 본인확인을 위해 작성

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발송됩

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여 본인인

증을 완료해 주세요. 

   

   

   

 

  

Note:  

 비밀번호는 보안을 위해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포함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20자 이하로 설정해주

세요. 



 

11.3.3 본인인증 

 

번호 명칭 설명 

1 인증 메일 재전송 
 인증 메일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인증메일 재전송” 버튼을 터치하여 인증 

메일을 재전송합니다. 

2 로그인  “로그인” 버튼을 터치하여,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 합니다. 

 

Note:  

 이미 등록이 완료된 계정이라면, 안내메시지가 뜨면서 확인메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11.3.4 로그인 

 

번호 명칭 설명 

1 아이디  “아이디” 칸을 터치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2 비밀번호  “비밀번호” 칸을 터치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3 자동 로그인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하려면, “자동 로그인”을 오른쪽으로 밀어 활성화합

니다. 

4 로그인 버튼  “로그인” 버튼을 눌러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 하세요.  

5 오류 메시지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가 잘못 입력될 경우 오류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11.4 비밀번호 변경 

1)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터치하고, 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가입 시 사용하였던 이메일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 변경 메

일이 발송됩니다. 변경 메일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코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아이디  “아이디” 칸을 터치하고, 가입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2 확인  “확인” 버튼을 터치하고, 이메일로 “비밀번호 재설정 코드”를 받으세요. 

3 
비밀번호  

재설정 코드 
 이메일로 발송된 “비밀번호 재설정” 코드를 확인하세요. 

 

  



 

3)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비밀번호 

재설정 코드 

 “인증 코드” 칸을 터치하고, 이메일로 전송된 “비밀번호 재설정 코드”를 입

력하세요. 비밀번호 재설정 코드는 총 8자리입니다. 

2 새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 칸을 터치하고 새로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3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 확인” 칸을 터치하고 새롭게 설정하신 비

밀번호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4 
확인 

 “확인” 버튼을 터치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완료하세요. 

5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터치하여 완료하세요. 

 

 

4) 변경된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Note:  

 비밀번호는 보안을 위해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포함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20자 이하로 설정해주

세요. 



 

11.5 메인 화면 

 

번호 명칭 설명 

1 
데이터 

상태표시 

 데이터의 수집 또는 전송 상태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알람 
 발생한 알람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3 나의정보 
 “나의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4 
배터리  

상태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측정  “측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증상관리  “증상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 통계관리  “통계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 기록보기  “기록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 맥박수  “맥박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0 구독  “구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 공지사항  “공지사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2 셀프 측정  “기록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3 
불규칙  

맥파 비율 

 “불규칙 맥파 비율” 화면으로 이

동합니다. 

14 맥박수  “맥박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5 
산소 

포화도 

 “산소포화도”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16 
CART-I 

착용시간 

 “CART-I 착용 시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7 편집 
 “오늘의 리포트”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1.6 측정 

11.6.1 CART-Ring 착용 방법 

 

번호 명칭 설명 

1 Top  CART-Ring의 Top(상단)이 손가락의 위쪽에 위치하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2 Sensor 
 CART-Ring의 Sensor(센서)가 손가락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착용해야 합

니다. 

 

11.6.2 셀프 측정 

 

번호 명칭 설명 

1 측정  “측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6.3 셀프 측정 방법 

 

번호 명칭 설명 

1 안내 1  1~3의 안내에 따라 셀프 측정을 

진행해 주세요. 안내에 따르지 않

을 경우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른 자세로 

측정해 주세요. 

2 안내 2 

3 안내 3 

4 시작하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5초 

후에 측정이 시작됩니다. 

   

Note:  

 “CART-Ring의 착용방법”에 따라 손가락의 

위쪽에 Top이, 손가락의 아래쪽에 sensor가 

위치해야 측정할 수 있습니다.  

 CART-Ring을 착용한 손의 반대편 손가락을 

접촉해야 ECG 신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손가락에 잘 맞는 사이즈의 CART-Ring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맥박수 및 

불규칙 맥파 증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

니다. 제품의 구매 전 제조사의 Sizing kit을 

신청하여 착용하고자 하는 손가락에 가장 적

합한 사이즈의 CART-Ring을 선택하시기 바

랍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측정하는 동안에는 손가

락과 자세를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

니다. 

   

   

   

  



 

11.6.4 셀프 측정 및 결과 

 

번호 명칭 설명 

1 측정 % 

 셀프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률이 표기됩니다. 진행 그래프가 100% 될 

때까지 측정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셀프 측정이 시작되면 반지의 녹색 LED가 2초 동안 점등되고, 측정이 완

료되면 녹색 LED가 1초 동안 점등됩니다. 

2 
PPG 그래프 

(측정 중) 
 서버에서 분석된 PPG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ECG 그래프 

(측정 중) 
 서버에서 분석된 ECG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PPG 그래프 

(결과) 
 셀프측정이 완료되면, 화면에 PPG 분석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5 범례  PPG 그래프와 ECG 그래프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ECG 그래프 

(결과) 
 셀프측정이 완료되면, 화면에 ECG 분석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7 측정방법  셀프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분석결과  측정이 완료되면 분석된 신호의 종류와 분석결과가 나타납니다. 

9 
Filter On 

Filter Off 

 “Filter on”을 선택하여 신호에 포함된 잡음 제거 수준을 변경합니다. 

 “Filter off”는 파형에 왜곡이 생기지 않게 하고, “Filter on”은 ECG 파

형의 잡음을 감소시킵니다. 

10 메인  “메인” 버튼을 터치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 확인  “확인” 버튼을 터치하면 “기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6.5 셀프 측정 LED 표시등 

 

번호 명칭 설명 

1 
셀프 측정  

시작 알림 
 셀프 측정이 시작되면 LED 표시등이 녹색으로 2초 점등됩니다.  

2 
셀프 측정  

종료 알림 
 셀프 측정이 종료되면 LED 표시등이 녹색으로 1초 점등됩니다.  

3 고장 알림  고장이 발생하면 LED 표시등이 적색으로 1초 주기로 점멸 점등됩니다.  

 

11.6.6 백그라운드 체크(Background check) 

 

번호 명칭 설명 

1 
데이터 

상태표시 

 CART-Ring은 사용자의 PPG 신호를 주기적으로 수집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CART-Ring에 백그라운드 체크 데이터 및 업로드 상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RT-Ring은 10초 데이터를 1500개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이후 데이터

는 소실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전송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통계관리  수집된 결과는 CART-App의 통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백그라운드 체크는 CART-Ring을 착용한 손에서만 측정됩니다. (셀프 체크와 달리, CART-Ring을 착

용한 반대편의 손가락을 CART-Ring에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CART-App과 CART-Ring의 동기화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수행됩니

다.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Bluetooth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11.7 증상 관리 

11.7.1 증상 입력 

 

번호 명칭 설명 

1 증상관리  “증상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증상 선택  “증상 선택” 화면에서 사용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증상을 선택합니다. 

3 세부증상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은 세부증상을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 쿵쾅거림, 건너뛰는 느낌, 갑자기 빠르게 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함 

4 기타(직접입력)  증상 항목에 없는 “기타” 증상이 느껴지면 텍스트로 직접 입력합니다. 

5 저장  증상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버튼을 터치하여 증상 입력을 완료합니다. 

6 취소 
 증상 입력이 완료되면 셀프 측정을 진행합니다. 진행을 원하지 않으시면 

취소 버튼을 터치합니다. 

7 확인 
 증상 입력이 완료되면 셀프 측정을 진행합니다. 진행을 원하는 경우 “확인” 

버튼을 터치해 셀프 측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7.2 증상 입력 확인 



 

 

번호 명칭 설명 

1 증상 카테고리  카테고리의 정보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날짜  입력한 날짜를 선택해 증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증상  저장된 증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증상 입력  “증상 입력” 버튼을 터치하면 “증상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삭제 
 저장된 증상 정보의 삭제를 원하면 “삭제” 버튼을 터치하여 증상 정보 삭

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증상관리 상세  증상관리를 상세하게 볼 수 있으며,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7 증상 제목  리스트에서 표시된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상세 내용  저장된 증상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불규칙 맥파  

측정 기록 
“불규칙 맥파 측정 기록” 버튼을 터치하면 “불규칙 맥파 측정 기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11.7.2 증상 삭제 

 

번호 명칭 설명 

1 증상 카테고리  카테고리의 정보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날짜  입력한 날짜를 선택해 증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증상  저장된 증상 중 삭제를 원하는 증상을 선택합니다. 

4 완료 
 “완료” 버튼을 터치하면 증상 정보 삭제에 대한 안내 창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5 취소  삭제를 원하지 않으면 “취소” 버튼을 터치하여 증상 삭제를 취소합니다. 

6 확인  삭제를 원하면 “확인” 버튼을 터치하여 증상을 삭제합니다. 

  



 

11.8 통계관리 

11.8.1 일간  

 

 

번호 명칭 설명 

1 통계관리  “통계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기간 카테고리  “일간”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날짜  “일간”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통계 그래프  “일간”의 맥박수 정보와 불규칙 맥파 비율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PPG 분석결과  “일간” PPG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불규칙 맥파  

발생시간 
 불규칙 맥파가 감지된 시간과 지속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알람 기준 설정  불규칙 맥파의 알람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8 
시간별  

그래프 정보 

 그래프에서 선택된 시각의 불규칙 맥파 비율, 맥박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9 범례  “통계관리” 페이지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8.2 주간  

 

 

번호 명칭 설명 

1 기간 카테고리  “주간”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날짜  “주간”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계 그래프  “주간” 맥박수 정보와 불규칙 맥파 비율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PPG 분석결과  “주간” PPG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불규칙 맥파  

에피소드 
 “주간” 불규칙 맥파가 감지된 시간과 지속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알람 기준 설정  불규칙 맥파의 알람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시간별 그래프  

정보 

 그래프에서 선택된 시각의 불규칙 맥파 비율, 맥박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8 범례  통계관리 페이지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8.3 월간  

 

 

번호 명칭 설명 

1 기간 카테고리  “월간”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날짜  “월간”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계 그래프  “월간” 맥박수 정보와 불규칙 맥파 비율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PPG 분석결과  “월간” PPG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불규칙 맥파  

에피소드 
 “월간” 불규칙 맥파가 감지된 시간과 지속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알람 기준 설정  불규칙 맥파의 알람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시간별 그래프  

정보 

 그래프에서 선택된 시각의 불규칙 맥파 비율, 맥박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8 범례  통계관리 페이지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월간 불규칙 맥파 

발생비율 전체보기 
 “월간” 발생한 전체 불규칙 맥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8.4 알림 기준 설정  

 

 

번호 명칭 설명 

1 알림 기준 설정  “알람 기준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불규칙 맥파 알림  “불규칙 맥파 알림”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3 
지속시간  

알림 기준 
 불규칙 맥파의 “지속시간 알림 기준”을 30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알림 간격 
 불규칙 맥파의 “알림 간격”을 1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시

간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5 설명  “지속시간 알림 기준”과 “알림 간격”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알림 기준 설정”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저장  “저장” 버튼을 터치하면 설정된 “알림 기준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1.9 기록보기 

11.9.1 기록보기  

 

번호 명칭 설명 

1 기록보기  “기록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기간 카테고리  “월간”을 터치하면 월간 “셀프 측정”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날짜  “월간”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록보기 선택 
 “월간”, “연간”의 전체 “셀프 측정” 기록과 불규칙 맥파가 검출된 기록을 선

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월간기록  선택된 “월간”의 “셀프 측정”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기간 카테고리  “연간”을 터치하면 연간 “셀프 측정”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날짜  “연간”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범례  “기록보기” 페이지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연간기록  선택된 “연간”의 “셀프 측정”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측정하기  “측정하기” 버튼을 터치해 셀프 측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9.2 기록 결과 정보  

 

번호 명칭 설명 

1 검출 기록  “기록보기” 화면의 기록을 터치하면 “검출 기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종합 분석결과  측정이 완료되면, 화면에 PPG, ECG의 종합 분석결과가 나타납니다. 

3 PPG 그래프  선택된 “셀프 측정” 기록의 PPG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ECG 그래프  선택된 “셀프 측정” 기록의 ECG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9.3 PDF 확인 및 다운로드  

 

번호 명칭 설명 

1 PDF 확인 
 “PDF 확인”을 터치하면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검출 기록 데이터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다운로드 
 “데이터 다운로드” 버튼을 터치하면 검출된 기록을 PDF로 다운로드 하고 

데이터 저장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PPG 그래프  선택된 “셀프 측정” 기록의 PPG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ECG 그래프  선택된 “셀프 측정” 기록의 ECG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그래프 정보  측정된 데이터의 환자 정보와 그래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확인 ”확인” 버튼을 터치하면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10 맥박수 

 

번호 명칭 설명 

1 맥박수  “맥박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기간 카테고리  “일간”, “주간”, “월간”의 맥박수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날짜  “일간”, “주간”, “월간”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맥박수 그래프  “일간”, “주간”, “월간”의 맥박수 및 범위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그래프 정보  그래프에서 선택된 시각 및 날짜의 맥박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범례  “맥박수” 페이지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맥박수 정보  일간”, “주간”, “월간”의 맥박수와 맥박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맥박수 상세  “일간”, “주간”, “월간”의 평균 맥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1 구독 

 

번호 명칭 설명 

1 구독  “구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구독 서비스 ”구독 서비스”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2 내 정보 

 

번호 명칭 설명 

1 

내 정보 

 “내 정보” 아이콘을 터치하면 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저장된 내 정보가 표시되며, “내 정보”의 내용을 터치하면 “내 정보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나의 의사  등록된 나의 의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기기  등록된 기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나의 구독서비스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App 정보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설정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12.1 내 정보 변경 

 

번호 명칭 설명 

1 내 정보  “내 정보”의 내용을 터치하면 “내 정보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내 정보 관리  “내 정보 관리” 화면에서 저장된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터치하면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로그아웃  “로그아웃” 버튼을 터치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아웃합니다. 

5 수정하기  “수정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내 정보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내 정보 변경  각 항목을 터치하여 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취소  수정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8 완료  수정이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을 완료합니다. 

9 기존 비밀번호  “기존 비밀번호”를 터치하여 기존에 저장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10 새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를 터치하여 새롭게 설정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11 새 비밀번호 확인  “새 비밀번호 확인”을 터치하여 새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12 취소  수정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3 완료  수정이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을 완료합니다. 

  



 

11.12.2 나의 의사 

1) 나의 의사 확인 & 나의 의사 등록 

 

번호 명칭 설명 

1 나의 의사  “내 정보”의 “나의 의사”를 터치하면 “나의 의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나의 의사 목록  등록된 나의 의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사 코드  “의사 코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의사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범례  “나의 의사” 아이콘의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나의 의사 설명  “나의 의사” 페이지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등록된 

나의 의사 정보 

 “내 정보” 의사 목록의 의사를 터치하면 등록된 의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등록할  

나의 의사 정보 
 “의사 코드”와 일치하는 의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취소  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 버튼을 터치하여 등록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9 등록  의사 확인이 완료되면 “등록” 버튼을 터치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2) 나의 의사 삭제 



 

 

번호 명칭 설명 

1 나의 의사  “내 정보”의 “나의 의사”를 터치하면 “나의 의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의사 목록  “나의 목록”에 있는 의사를 길게 터치하면 나의 의사 삭제 팝업이 뜹니다. 

3 삭제 
 “나의 의사” 상세 화면에서 “삭제” 버튼을 터치하면 나의 의사 삭제 팝업이 

뜹니다. 

4 취소  삭제를 원하지 않으면 “취소” 버튼을 터치하여 삭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확인  삭제를 원하시면 “확인” 버튼을 터치하여 나의 의사 삭제를 완료합니다. 

 

  



 

11.12.2 나의 기기 

 

번호 명칭 설명 

1 나의 기기  “내 정보”의 “나의 기기”를 터치하면 “기기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기기 사용 가이드 
 “내 정보”의 “나의 사용 가이드” 버튼을 터치하면 “기기 사용 가이드” 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3 기기 관리 
 “내 정보”의 “나의 기기” 버튼을 터치하면 “기기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4 등록 방법 
 “기기 관리”화면에서 “등록 방법” 버튼을 터치하면 기기 등록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등록된 나의 기기 

 등록된 나의 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기기가 없다면 기기를 등

록해야 합니다. 

6  최근 연결되었던 기기 혹은 현재 연결된 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등록된 나의 기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기기 상세 관리 
 “…”버튼을 터치하면 기기 삭제, 기기 업데이트, 기기 최적화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연결하기  선택된 기기를 연결합니다. 

10 기기 재등록 
 “기기 재등록” 버튼을 터치하면 과거에 등록된 기기를 재등록 할 수 있는 

“기기 재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 기기 등록  “기기 등록” 버튼을 터치하면 “기기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기기 등록 



 

 

번호 명칭 설명 

1 기기 등록  “기기 등록”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기기(반지)  

등록 가이드 
 기기를 등록하기 전에 “기기(반지) 등록 퀵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3 확인  “확인”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등록을 계속 진행합니다. 

4 QR 코드  제품에 동봉된 QR 코드를 사용하여 기기를 등록합니다. 

5 시리얼 번호  제품의 시리얼 번호를 사용하여 기기를 등록합니다. 

6 확인  “확인”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최적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 기기 최적화  기기를 최적화하기 전에 기기 최적화 방법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8 시작하기  “시작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9 메인 
 기기 최적화를 완료하고 “메인” 버튼을 터치하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10 완료 
 기기 최적화를 완료하고 “완료”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관리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2) 기기 재등록 



 

 

 

번호 명칭 설명 

1 기기 재등록  “기기 재등록”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재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기기 재등록 화면 
 이전에 등록한 이력이 있는 기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최적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주의사항  기기를 재등록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4 기기 최적화  기기를 최적화하기 전에 기기 최적화 방법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시작하기  “시작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6 메인 
 기기 최적화를 완료하고 “메인” 버튼을 터치하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7 완료 
 기기 최적화를 완료하고 “완료”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관리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3) 기기 삭제 



 

 

번호 명칭 설명 

1 기기 상세 관리 
 “…” 버튼을 터치하면 기기 삭제, 기기 업데이트, 기기 최적화하기 화면으

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기기삭제  “확인”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재등록을 계속 진행합니다. 

3 취소  “취소”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최적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확인 
 기기 최적화를 완료하고 “완료”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관리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4) 펌웨어 업데이트 

 

번호 명칭 설명 

1 기기 상세 관리 
 “…” 버튼을 터치하면 기기 삭제, 기기 업데이트, 기기 최적화하기 화면으

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기기 업데이트 
 “기기 업데이트” 버튼을 터치하면 “기기(반지) 업데이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기기 업데이트  

가이드 
 기기 업데이트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시작하기  “시작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5 메인 
 기기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메인” 버튼을 터치하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

니다. 

6 완료 
 기기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완료”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관리 화면으로 이

동합니다. 

 

5) 기기 최적화하기 

 

번호 명칭 설명 

1 기기 상세 관리 
 “…” 버튼을 터치하면 기기 삭제, 기기 업데이트, 기기 최적화하기 화면으

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기기 최적화하기 
 “기기 최적화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기기 최적화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3 
기기 최적화하기  

가이드 
 기기 최적화하기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시작하기  “시작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5 메인 
 기기 최적화하기 완료하고 “메인” 버튼을 터치하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

니다. 

6 완료 
 기기 최적화를 완료하고 “완료” 버튼을 터치하여 기기 관리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11.13 오늘의 리포트 

 

번호 명칭 설명 

1 셀프 측정 
 오늘의 불규칙 맥파가 검출된 횟수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기록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불규칙 맥파 비율 
 오늘의 불규칙 맥파의 비율과 맥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

하면 “통계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맥박수 범위 
 오늘의 “맥박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자세한 맥박

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산소포화도 
 오늘의 평균 “산소포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자세한 

산소포화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CART-I 착용시간 
 오늘의 “CART-I 착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자세

한 CART-I 착용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편집  “편집” 버튼을 터치하면 오늘의 리포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1.13.1 맥박수 범위 

 

번호 명칭 설명 

1 맥박수 범위 
 오늘의 “맥박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자세한 맥박

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카테고리  “일간”, “주간”, “월간”의 맥박수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날짜  “일간”, “주간”, “월간”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맥박수 그래프  “일간”, “주간”, “월간”의 맥박수 및 범위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그래프 정보  그래프에서 선택된 시각 및 날짜의 맥박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범례  “맥박수” 페이지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맥박수 정보  일간”, “주간”, “월간”의 맥박수와 맥박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맥박수 상세  “일간”, “주간”, “월간”의 평균 맥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3.2 산소포화도 

 

번호 명칭 설명 

1 산소포화도 
 오늘의 평균 “산소포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자세한 

산소포화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카테고리  “일간”, “주간”, “월간”의 맥박수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날짜  “일간”, “주간”, “월간”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산소포화도 그래프 
 “일간”, “주간”, “월간”의 산소포화도 및 범위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5 그래프 정보 
 그래프에서 선택된 시각 및 날짜의 산소포화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6 범례  “산소포화도” 페이지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산소포화도 및  

맥박수 정보 
 일간”, “주간”, “월간”의 평균 산소포화도와 맥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산소포화도 및  

맥박수 상세 

 “일간”, “주간”, “월간”의 평균 산소포화도 및 산소포화도 범위, 평균 맥박수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3.3 착용 시간 

 

번호 명칭 설명 

1 CART-I 착용 시간 
 오늘의 “CART-I 착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자세

한 CART-I 착용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카테고리  “주간”, “월간”의 CART-I 착용 시간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날짜  “주간”, “월간”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CART-I 착용 시간 

그래프 
 “주간”, “월간”의 CART-I 착용 시간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CART-I 착용 시간 

정보 
 “주간”, “월간”의 CART-I 착용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CART-I 착용 시간”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CART-I 착용 시간 

상세 
 “주간”, “월간”의 상세 CART-I 착용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4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방법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CART-Ring과 CART-Cradle, USB Cable을 분리한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12. 전자파 정보 

12.1 지침 및 제조업체 선언 – 전자파 방출 

본 제품은 아래 지정된 전자파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본 제품을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방출시험 적합성 전자파 환경 – 지침 

RF 방출 CISPR 11 Group 1 

본 제품은 내부 기능을 위해서만 RF 에너지를 사용합

니다. 따라서 RF 방출은 매우 적으며 주변의 전자장

비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RF 방출 CISPR 11 Class B 
본 제품은 가정 시설 및 가정용 건물에 공급하는 저 

전압 전원 공급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된 시설을 포함

하여 모든 시설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고주파 방출 IEC 61000-3-2 A 

전압변동 IEC 61000-3-3 Complies 

 

12.2 지침 및 제조업체 선언 – 전자파 내성 

본 제품은 아래 지정된 전자파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본 제품을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내성시험 
IEC 60601 

시험 수준 
적합성 수준 전자파 환경 – 지침 

정전기 방전(ESD) 

IEC 61000-4-2 

±8kV Contact 

±2kV, ±4kV, 

±8kV, ±15kV air 

±8kV contact 

±15kV air 

바닥은 나무, 콘크리트 또는 세라믹 타일이

어야 합니다. 바닥재가 합성 재질인 경우, 

상대 습도는 최소한 30% 이상이어야 합니

다.  

Electrical fast 

transient/burst  

IEC61000-4-4 

±2kV  

100kHz repetition 

frequency 

±2kV 

100kHz repetition 

frequency 

주 전원은 일반 상업 또는 병원 환경의 품질

이어야 합니다.  

Surge Line-to-line 

IEC 61000-4-5 

±0.5kV, ±1kV ±1kV 주 전원은 일반 상업 또는 병원 환경의 품질

이어야 합니다. 

Surge Line-to-

ground 

IEC 61000-4-5 

±0.5kV, ±1kV, 

±2kV 

±2kV 

Voltage dips  

IEC 61000-4-11 

0 % UT; 0,5 

cycle 

At 0°, 45°, 

90°, 135°, 

180°, 225°, 

270° and 315° 

0 % UT; 0,5 cycle 

At 0°, 45°, 90°, 

135°, 180°, 

225°, 270° and 

315° 

주 전원은 일반 상업 또는 병원 환경의 품질

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 기기의 무정전 전원 공급 또는 배터리

를 통해 전원을 공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Voltage 

interruptions  

IEC 61000-4-11 

0 % UT; 1 cycle 

and 70 % UT; 

25/30 cycles 

Single phase: at 

0° 

0 % UT; 1 cycle  

and 70 % UT; 

25/30 cycles 

Single phase: at 

0° 

전원 주파수 

(50/60Hz) 

자기장 

IEC 61000-4-8 

30A/m 30A/m 전원 주파수 자기장은 일반적 상업 또는 병

원 환경의 일반적 위치 레벨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성 RF 

IEC 61000-4-6 

3V 

0.15 MHz – 

80MHz 

3V 

0.15 MHz – 

80MHz 

휴대 및 이동 RF 통신 장비는 케이블을 포

함하여 본 제품의 어떤 부분에도 트랜스미터 

주파수에 대한 방정식에서 계산한 권장 이격 



 

6V in ISM bands 

between 0.15 

MHz and  

80MHz 

80% AM at 1kHz 

6V in ISM bands 

Between 0.15 

MHz and  

80MHz 

80%AM at 1 kHz 

거리보다 가깝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P는 트랜스미터 제조업체에 따른 트

랜스미터의 최대 출력 정격(W)이며, d는 권

장 이격거리(M) 입니다.  

전자파 사이트 설문조사에서 결정된 고정 

RF 트랜스미터의 필드 세기는 각 주파수 범

위의 적합성 수준보다 작아야 합니다.  

다음 기호가 표시된 장비 근처에서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RF  

IEC 61000-4-3 

3V/m 

80MHz – 2,7GHz 

80% AM at 1kHz 

3V/m 

80MHz – 2,7GHz 

80%AM at 1kHz 

 

 

 

  



 

13. 문제해결 및 업데이트 

13.1 셀프체크 

오류 또는 오류메시지 원인 권장방법 

충전 중에는 셀프 체크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CART-Ring은 충전 중에는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셀프 체크

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CART-Ring을 Cradle에서 분리

해주세요. 

2) CART-Ring을 착용해주세요. 

3) 가이드를 참고하여 셀프체크를 

재시도해 주세요. 

데이터 전송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만약 같은 에러가 나타난다면 설정

>지원을 확인해 주세요. 

CART-Ring과의 통신이 불안정하

여 CART-Ring으로부터 수집된 데

이터를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

다. 

셀프 체크 가이드 화면으로 자동으

로 이동합니다. 셀프 체크를 재시

도 해주세요. 

 

13.2 General (CART-App) 

오류 또는 오류메시지 원인 권장방법 

 나의 기기에서 기기 추가를 해주

세요. 

로그인한 계정에 등록된 CART-

Ring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설정 > 나의기기 에서 CART-Ring

을 등록해주세요. 

블루투스가 끊겼습니다.  CART-App과 CART-Ring의 연결

이 끊겼을 때 발생합니다.  

CART-Ring을 모바일과 2m 내에 

위치해주세요. 블루투스 검색이 완

료되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CART를 착용해주세요. CART-Ring 착용 불량 상태일 때 

발생합니다. 

CART-Ring을 올바르게 착용해 주

세요.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를 키신 후 CART를 다시 

시작해주세요. 

핸드폰의 블루투스가 비활성화 되

어있을 때 발생합니다.  

블루투스를 활성화로 변경하신 후 

CART-App을 실행해 주세요. 

WiFi와 모바일 데이터 연결 상태를 

확인하신 후 재시도 해주세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발

생합니다. 

1) 네트워크 연결을 활성화하신 후 

재시도 해주세요. 

2)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신 

후 재시도 해주세요.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CART를 충전해주세요. 

CART-Ring 배터리 잔량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배터리 충전 후 사용해 주세요. 

 

Note:  

 위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Sky Labs In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599-3402 

 고객센터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Website: www.skylabs.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