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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사항
설명서 내의 기호

제품 외부의 기호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경고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나 부적절한 사용을
의미합니다..
참고:
배경색: 노란색
삼각대: 검은색
기호: 검은색

이 기호는 제조사를 나타내며,
해당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 옆에
나타납니다.

주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나 부적절한
사용을 의미하며, 피하지 못하면 경미한
상해 및/또는 상당한 물질적, 재정적 및
환경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시스템의 여러 부분을
동일한 전위로 가져오는 등전위
극을 의미합니다.

이 이미지는 제조사를 나타내며, 해당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 옆에 나타납니다.

보호 접지

이 기호는 시스템의 여러 부분을
동일한 전위로 가져오는 등전위 극을
의미합니다.

I : AC 전원 ON
O : AC 전원 OFF

이 장치는 스플리터 Y 어댑터 전원 케이블과 함께 공급되어
케이블의 얽힘을 줄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전원 케이블의 한쪽
암컷 쪽이 위쪽이 아닌 아래쪽 또는 수평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단일 전원 케이블 입력부에 액체나 습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장치 전원 커넥터의 경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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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장비는 보호 접지가 있는 전원 공급장치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제조사의 허가없이 이 장비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퓨즈를 교체할 때 감전 위험을 피하려면 자격 있는 서비스 기술자만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퓨즈 유형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줄이려면 이 장비를 비 또는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 장치는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켜져 있을 때 실제 비디오 연결장치를 연결/분리하지 마십시오. 이 장치는 작동 중에 특히 바닥과 뒷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비디오 연결을 변경할 때는 장치를 다시 연결하기 전에 장치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신호 입력/출력 또는 기타 커넥터에 연결하기 위한 외부 장비는 의료 전기 장비에 대한 UL/EN 60601-1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비를 신호 입력부 또는 신호 출력부에 연결하는 담당자는 의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의료 시스템 표준 IEC 60601-1-1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UL/EN/IEC 60601-1을 준수하지 않는 장비는 시스템 표준에 정의된 대로 환자 환경의 바깥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
화재나 감전의 위험 및 방해가 될 수 있는 간섭을 줄이려면 권장 부속품만 사용하십시오.
진단이나 평가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압축은 이미지의 정보를 감소시키므로 진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MVR / MVR Pro는 Class I 활성 의료 장비(의료 장비 지침 93/42/EEC)입니다. 환자,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 의료 기기의 작동 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가능한 다른 지역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EN 62353에 따라 2년에 한 번 이상 안전 및 문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개 또는 강한 정전기 방전과 같은 강한 전기적 교란이 발생하면 출력 신호가 흔들리거나 색이 변하거나
검정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전원을 끄고 몇 초 기다렸다가 전원을 켜서 장치를 다시
시동하십시오.

미국 FCC CLASS A:
이 장비는 테스트 결과, FCC 규정 제15조 Class A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폐기 방법: 적절한 폐기를 위해 해당 지역 규정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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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

MediCapture는 MediCapture 브랜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권장합니다.
플래시 드라이브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medicapture.com을 방문하십시오.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기타 문의 사항은 medicapture.com을 방문하거나 888-922-7887(미국 내 무료
전화) 또는 503-445-6935(미국 이외 지역)로 전화하십시오.

MediCapture® Inc.

Korean License Holder:
2250 Hickory Road,		
Suite 200, 26th Floor, 		
Plymouth Meeting, PA 19462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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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전 지침
1. 모든 지침을 숙지하십시오.
2. 이 지침을 지키십시오.
3. 이 지침에서 모든 경고에 유의하십시오.
4. 모든 지침을 따르십시오.
5. 이 장치를 오용하지 마십시오.
6. 마른 천으로만 닦으십시오.
		 중요!
		 장치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장치에는 세제, 정련 약품 또는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7.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8. 라디에이터, 난방기, 스토브 또는 열을 발생시키는 기타 장치와 같은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9. 극성 또는 접지형 플러그를 무단으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극성 플러그에는 두 가지 유형의
블레이드가 있으며 하나는 다른 것보다 넓습니다. 접지형 플러그에는 두 개의 블레이드와 세 번째
접지 단자가 있습니다. 넓은 블레이드나 세 번째 갈래는 안전을 위해 제공됩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콘센트에 맞지 않으면 전기 기술자에게 문의하여 구식 콘센트를 교체하십시오.
10. 전원 코드가 밟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플러그, 콘센트 및 장치에서 코드가 나오는 지점
가까이에서 끼지 않게 하십시오.
11. 제조사가 지정한 부착물/부속품만 사용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접지를 제공하는 병원 등급 또는
이와 동등한 등급의 전원 코드만 사용하십시오.
12. 제조사가 지정하거나 장비와 함께 판매되는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래킷 또는 테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카트를 사용할 경우 카트/장비의 조합을 옮길 때 카트가 뒤집히거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원 코드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장치를 놓으십시오.
13. 번개가 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본 기기의 플러그를 뽑아 두십시오.
14. 분리 방법: 후면 패널의 로커 스위치로 AC 전원을 끄고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15. 물이나 기타 액체가 담긴 용기(화병 등)를 장치 위에 놓지 마십시오. 장치 위에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16. 모든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에게 의뢰하십시오. 전원 코드 또는 플러그가 손상되거나,
장치에 액체가 엎질러졌거나, 장치에 물체가 떨어졌거나, 장치가 비나 습기에 노출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떨어뜨린 경우 등, 장치가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었다면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17. 유자격자에 의한 장비 서비스. 여기서 유자격자란 병원, 의료기관 또는 공인 유통업체로부터 적절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18. 제조사는 서비스 담당자의 부품 수리 또는 교체를 돕기 위해 회로도, 부품 목록 및 보정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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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용도:
MVR / MVR Pro는 다양한 수술 영상 시스템에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VR / MVR Pro는 이러한 수술
영상 시스템에서 수집된 이미지를 보고, 보관하고, 검토하고, 처리하여 원래 기록된 상태로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장치에 대해 대상 환자 인구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사용자 직업은 20-59세 사이의 대학 또는 대학 수준 이상 학력을
가진 의사 또는 간호사입니다.
금기 사항 및 부작용:
본 제품과 직접 관련된 금기 사항은 현재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계획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주의 사항 및 지침은 최신 의학 문헌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인 기능 설명:
MVR / MVR Pro는 의료용 등급의 고화질 영상 레코더입니다. MVR / MVR Pro에는 환자와 접촉하는 응용 부품은 없습니다.
이 장치는 장치를 사용할 때 의료용 응용 프로그램이 없는 환자를 위한 보조 도구입니다.
MVR / MVR Pro는 통합 터치 스크린 모니터, 외부 터치 스크린 모니터, 전면 패널 버튼 또는 제공된 IR 리모컨을 사용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버전 MVR에는 통합 터치 스크린 모니터가 없습니다.
외부 터치스크린 모니터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edicapture.com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물리적 비디오 연결(후면 패널 참조)을 설치한 후 사용자는 이미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와 비디오를 내부 저장
장치, USB 저장 매체 또는 네트워크 저장 장치에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JPG 형식 또는 PNG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비디오는 고품질 MP4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수집된 형식은 USB 저장 장치에서 일반적인 PC 시스템이나 서버에
저장하여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추가(옵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4K 활성화. MVR / MVR Pro는 2160p30에서 2160p30 HDMI 신호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하지 않으면
신호는 1080p30으로 다운스케일됩니다.)
검토(Review) 기능에서 사용자는 활성 환자 연구 내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세션을 닫은 후 사용자는 아카이브(내부 저장소 또는 USB 미디어)에 액세스하여 다른 환자의 저장된 세션을 검토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MVR / MVR Pro는 다중 입력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두 가지 비디오 입력의 입력 해상도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MVR / MVR Pro는 신호 소스가 활성화되기 전에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두 개의 신호가 감지되면
모니터에 추가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활성 환자 연구 중에 이 신호 소스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뷰에서 입력 신호 변경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MVR / MVR Pro는 최소화된 기계적 차원에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패시브 냉각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팬이 없는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장치를 만지면 매우 따뜻한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MVR / MVR Pro는
-20°C ~ 40°C의 완전한 온도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MediCapture는 공기가 적절한 냉각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MVR / MVR Pro를 변환기 또는 다른
따뜻한 장치 위/아래에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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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려면:
1. HDMI 출력 커넥터가 있는 카메라를 해당 MVR / MVR Pro 입력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케이블로 인한 전자기 간섭을
피하려면 케이블 연결을 최대한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제공된 MediCapture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전면 패널에 삽입하십시오. (후면 패널에서 기기를 켜기 전에 먼저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마우스, 키보드, 터치 스크린 등과 같은 모든 외부 포인팅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3. 후면 패널 전원 스위치에서 장치를 켜십시오. MVR / MVR Pro가 부팅 순서를 시작한 후 카메라 시스템을 켭니다.
4. 처음으로 이미지 및 비디오를 녹화하기 전에 정보 페이지
에 있는 초기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연구를
시작하지 않는 한, 이 정보 페이지에서 MVR / MVR Pro 설정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VR / MVR Pro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다음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
➤ Settings ➤ System ➤ Language
참고: 터치 키보드가 나타날 때마다 터치 키보드
레이아웃(언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변경하려면 “지구본”아이콘을 탭하면 됩니다.
b) 시간대, 날짜 및 시간
➤ Settings ➤ System ➤ Date and Time
c) 환자 정보 정의
➤ Settings ➤ System ➤ Patient Info
d) 저장 장치 대상 선택. 다중 저장소의 경우 세 가지
옵션 중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기존
환자 정보의 보관(Archive) 및 검색 옵션에서 검토

(Review) 옵션을 정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Settings ➤ System ➤ Storage
e) 비디오 품질 및 코덱 형식 H.264 또는 HEVC
➤ Settings ➤ Video/Audio ➤ Recording Quality
f) 사진 형식 JPG 또는 PNG
➤ Settings ➤ Video/Audio ➤ Photo Settings
g) 프린터 선택 및 인쇄 매수.
먼저 IT 관리자에게 MVR / MVR Pro를 LAN 네트워크
또는 Wi-Fi에 연결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 Settings ➤ System ➤ Printer
h) 오디오 녹음 ON/OFF 및 마이크 선택
➤ Settings ➤ Video/Audio ➤ Audio Input

5. 설정을 사용자 정의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미징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시작(Start) 필드를 눌러 새 환자
폴더를 만들고 리스트에서 환자를 선택하거나 환자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사진 캡처(Capture Photo) 또는 비디오
녹화(Record Video) 버튼을 눌러 선택하십시오. 다시 누르면 녹화가 중단됩니다.
6. 연구를 종료하려면 터치 스크린에서 연구 종료(END OF STUDY)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마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연구를 계속하려면 상단의 돌아가기 아이콘

. 그 후에 연구 검토를

을 탭하십시오.

7. 연구를 마치면 MVR / MVR Pro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틱을 컴퓨터의 USB
커넥터에 삽입하십시오. 보기 및 보관 등을 위해 스틱에 있는 녹화물을 컴퓨터로 끌어다 놓습니다.
참고: 녹화하는 동안 MVR / MVR Pro에서 플래시 드라이브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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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모니터
MVR Pro만
통합된 터치 스크린 모니터는
MVR Pro를 작동하고 설정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터치 스크린 위치는
왼쪽의 해제 버튼을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
비디오 녹화 버튼

모니터에 표시된 내용을 비디오
사진 캡처 버튼
클립으로 녹화합니다. 한 번 누르면
모니터의 이미지를 저장 녹화가 시작되고 다시 한 번 누르면
장치에 저장합니다.
녹화가 중단됩니다.

새로운 환자 버튼

각 환자 세션 전에 누르십시오.
새 폴더/새 연구를 열어서 환자의
이미지와 비디오를 저장합니다. 연구
종료. 활성 기록 세션을 닫습니다.

USB 드라이브 커넥터

USB 드라이브를 여기에
연결합니다. 이미지 및 비디오가
드라이브에 캡처됩니다.

IR 수신기

라이트 링

녹화 준비가 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를 만들 수 있는 경우 파란색으로 깜박입니다.

파란색 LED 표시등은 현재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표시합니다.

후면 패널 후면 패널 MVR / MVR Pro
USB 커넥터 (2)
부속품 연결용(옵션)

안테나 커넥터 1

HDMI 커넥터가 있는
안테나 커넥터 2
HD 카메라용
Wi-Fi용 두 번째 안테나 (어댑터가 있는 DVI)

유선 네트워크
연결(LAN)

풋 스위치 /
원격 케이블

LAN

WiFi / BT

WiFi

USB

PC
Remote

헤드셋/
마이크

HDMI 입력 1

(Bluetooth 및 Wi-Fi)

HDMI out

전원 커넥터

제공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여 100V-240V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l=켜짐(메인
전원 공급장치에
연결)

Input 1 (4K / HD)

전원 스위치
O=꺼짐(
메인 전원
공급장치에
연결 안 됨)

Input 2 (HD)

H/S

PC 커넥터(USB 유형-C). HDMI 출력

HDMI 입력 2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외부 출력은 HD 모니터 또는 HDMI 출력(어댑터가
제어용(RS-232).
옵션인 터치 스크린에
있는 DVI)이 있는 HD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메라용.

등전위극

이 장치는 환자 환경의 IEC60601 인증 장비 및 환자 환경 외부의 IEC60XXX 인증 장비와 독점적으로 상호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장비에는 인증된 전원 공급 코드 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설치 및/또는 장비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원 코드는 IEC 60245(지정 53)에 따라 일반 견고한 고무 피복 유연 코드 또는 IEC 60227(지정 53)에 따라 일반
폴리염화비닐 피복 유연 코드보다 견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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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MVR / MVR Pro는 사용이 쉬운 아이콘들을 표시합니다. 아이콘은 터치 스크린에서 직접 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캡처
비디오 녹화 시작/중단
아이콘 제어 및 마지막
연구 검토
입력 신호 변경
USB 저장 장치 또는 내부 저장
장치에 남은 기록 시간/공간
네트워크 저장 장치 활성
정보 페이지
MVR / MVR Pro 라이브 뷰 화면. 이것은 아이콘 크기로 풀 HD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4K 모니터에서는 아이콘들이 더 작게 나타납니다.

연구 종료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 뷰에서 아이콘의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위치 변경을 위해
아이콘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쓸어넘기면 됩니다.
모니터에서 아이콘들을 보지 않으려면 보이는 모니터 영역 밖으로 쓸어넘기면 됩니다.
터치 스크린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한 손가락으로 아이콘들을 쓸어넘깁니다.

리모컨
중요:
사용하기 전에
리모컨의 배터리
보호 탭을
제거하거나
배터리를
넣으십시오.

입력 선택 버튼.

사진 캡처 버튼

입력 1과 입력 2
사이에서 토글

모니터의 이미지를 저장
장치에 저장합니다.

탐색 휠

페이지 위로/아래로

확인 버튼 = 선택 버튼
확인 버튼 3초 = 비디오 일시
중지

ESC 버튼

(Page Up/Down) 버튼:
MVR / MVR Pro 정보 페이지
(Info Page)애 액세스하고
닫습니다.

새로운 환자 버튼

비디오 녹화 버튼

검토 페이지
(Review Page)를 닫습니다.
각 기록 세션 전에
누르십시오. 새 폴더/
연구를 엽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내용을
비디오 클립으로 녹화합니다.
한 번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고 다시 한 번 누르면
녹화가 중단됩니다.

연구 종료. 다음 단계를
위해 기록 세션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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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R / MVR Pro 연결하기
MVR / MVR Pro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비디오 소스(예: 내시경, 수술 카메라, 초음파 등)
에 연결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후면 패널에서 기기를 켜기 전에 먼저 마우스, 키보드,
터치 스크린 등과 같은 모든 외부 포인팅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1. MVR / MVR Pro를 이미 사용 중인 이미징 장비에 추가한다면 먼저 기본 비디오 소스의 비디오 출력을
찾습니다.
2. 비디오 소스의 비디오 출력과 MVR / MVR Pro 후면 패널에서 적절한 비디오 입력 사이에 적절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3. 전원 코드를 꽂습니다.
4. 또한 표준 풋 스위치 또는 카메라 트리거를 후면 패널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풋 스위치 또는 트리거를
사용하여 사진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풋 스위치를 연결하거나 “원격(Remote)” 커넥터로 트리거합니다.
풋 스위치 또는 트리거를 탭하면 전면 패널의 사진 캡처(Capture Photo) 버튼을 누를 때와 동일한 기능이
수행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소스에서 두 개의 원격 케이블을 조작하려면
(사진 캡처 + 비디오 녹화) MVR / MVR Pro 원격 커넥터에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풋 스위치는 medicapture.com에서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카메라 트리거가 MVR / MVR Pro와 호환되려면 “프로그램 가능한” 유형의 트리거가 아닌 단순한
“폐로접점” 유형이어야 합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 삽입하기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제공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1 플래시 드라이브를 전면 USB 포트에
삽입하십시오. MediCapture 브랜드 플래시 드라이브가 권장됩니다.
USB 드라이브 커넥터
USB 드라이브를 여기에 연결합니다. 이미지
및 비디오가 드라이브에 캡처됩니다.

1 MediCapture 브랜드 플래시 드라이브는 다양한 모델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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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데이터 생성하기
환자 데이터 입력의 작업흐름은 환자 정보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 Settings ➤ System ➤ Patient Info
MVR / MVR Pro는 전원을 켠 후 또는 연구가 끝난 후에 정의된 홈 화면과 함께 시작됩니다.
MVR / MVR Pro가 켜진 후 부팅 순서.

시작

시작
환자를 선택 또는 추가하고 새 연구를 시작합니다.

환자 정보 없음
MVR / MVR Pro는 해당 연구에 기록된 이미지와
비디오를 저장할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에 순차적인
번호가 붙습니다(CASE0001, CASE0002 등).
수동 환자 정보
환자 정보를 입력하여 이미지와 비디오를 환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 정보를 입력하려면
내장형 터치 모니터, 외부 터치 모니터 또는 USB
키보드를 사용하십시오.

기록을 위한 라이브 화면

연구로 돌아가기
(라이브 화면)

연구 종료

환자 버튼을 사용하여 연구 기록 종료
전면에 있는 환자(Patient) 버튼을 사용하여 연구를 닫을 수 있습니다.

라이트 링
연구 기록을 끝낼 수 있을 때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연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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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환자 데이터 입력
환자 정보를 입력하여 이미지와
비디오를 환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 정보 설정을
Manual로 설정해야 합니다.
➤ Settings ➤ System ➤ Patient Info

계속(Continue)을
탭하여 새 연구를
시작하십시오.

저장 장치에서 최근 환자 검색
환자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대신 MVR / MVR Pro 저장 매체(사용 가능하고 연결된)에 있는 모든 최근 환자를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데이터 입력(ENTER PATIENT DATA)”화면에서 “검색(Search)”아이콘을 눌러 목록을
검색하십시오.
기존 환자 데이터를 선택하고
다시 탭하면 환자 데이터가 새
연구로 복사됩니다. 계속해서
이들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Continue)을 탭하여 새
연구를 시작하십시오.

이미지 캡처하기
이미지를 캡처하려면 터치 스크린에 있는 사진 캡처(Capture Photo)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전면 패널: 전면 패널에 있는 사진 캡처(Capture Photo) 버튼을 누르십시오.

라이트 링
장치에서 이미지를 캡처할 준비가 되면 파란색으로
켜집니다. 이미지를 캡처할 때는 잠깐 불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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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녹화하기
비디오 녹화를 시작하려면 터치 스크린에 있는 비디오 녹화(Record Video)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아이콘을 다시
탭하여 녹화를 중지합니다.
전면 패널: 전면 패널에 있는 비디오 녹화(Record Video)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녹화가
중단됩니다.
녹화 팁:
• 비디오가 녹화되는 동안 정지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녹화가 진행 중일
때 사진 캡처(Capture Photo)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비디오 파일을 검토할
때 타임라인에서 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태그는 녹화 도중 사진이 캡처된 시기를
식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 긴 녹화 분량은 자동으로 각각 4GB의 파일로 분할됩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이 관리
가능한 크기로 유지됩니다. 프로세스가 “원활합니다.” 오랫동안 녹화를 할 때 언제 새
파일이 자동으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속 재생”(대부분의 미디어 플레이어의
기능)을 사용하여 긴 녹화 분량을 재생할 때는 재생에 공백이 없습니다.

태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VR / MVR
Pro에서 비디오
검토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 링
장치에서 비디오를 녹화할 준비가 되면 파란색으로
켜집니다. 비디오 녹화 중에는 파란색으로 깜박입니다.

비디오 녹화 일시 중지하기
일시 중지(Pause)를 사용하려면 설정(Settings)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Settings ➤ Video/Audio ➤ Recording Options
일시 중지(Pause)가 활성화된 후에 라이브 화면에 일시 중지(Pause)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려면 터치 스크린에 있는 일시 중지(Pause)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비디오 녹화를 계속하려면 일시
중지(Pause) 아이콘을 다시 누르십시오.
대체 방법:
• 비디오를 녹화 중에 일시 중지하려면 전면 패널에 있는 비디오 녹화(Record Video) 버튼을 3초간 누르십시오.
• 또한 리모컨의 OK 버튼을 사용해도 됩니다.
비디오 녹화가 일시 중지된 상태에서는 라이트 링이 매우 빠른 순서로 깜박입니다.
• 비디오 녹화를 계속하려면 리모컨에 있는 비디오 녹화(Record Video) 버튼 또는 OK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일시 중지(Pause) 기능은 여러 섹션이 있는 컨텐츠로 하나의 비디오 파일만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 번의 비디오
녹화 중에 여러 번 사용하여 “원치 않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지된 비디오 파일을 검토할 때 타임라인에서
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태그는 비디오의 여러 섹션을 식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비디오 시작

비디오 중단
일시 중지

파트 1

비디오 시작

파트 2

일시 중지
파트 3

태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VR / MVR
Pro에서 비디오
검토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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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뷰에서 입력 신호 바꾸기 = Multi-Input
두 대의 카메라를 연결한 경우 MVR / MVR Pro는 두 입력 해상도를 모두 감지하고 모니터에 추가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하나의 이미징 세션(환자 연구) 중에 언제든지 입력 1과 입력 2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활성
중인 비디오 녹화를 먼저 중단해야 합니다.
입력 1은 4K 카메라 신호용이고, 입력 2는 HD 카메라 신호용입니다.
터치 스크린 모니터를 사용하면 입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두 신호를 토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리모컨 버튼을 사용하여 입력을
토글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장치 옵션 = Multi-Storage
➤ Settings ➤ Archive ➤ Storage
MVR / MVR Pro는 녹화한 연구 내용을 여러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참고: 동시에 두 가지 유형/옵션의 저장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USB 저장 장치
• 내부 저장 장치
• 네트워크 저장 장치
또한 여러 저장 장치에 대해 서로 다른
비디오 해상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가능한 한 최고의 해상도로 USB에
녹화하고 약간 낮은 해상도로 네트워크
서버에 녹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미지는 항상 초기 입력 해상도로 캡처됩니다.

해상도 1920x1200 및 1280x1024는 1080p 설정에서 지원되며, 원래의 해상도와 형식으로 기록 및 캡처됩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녹화하기
제공된 MediCapture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녹화하는 것이 가장 쉽게 MVR / MVR Pro의 사용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녹화가 끝나면 플래시 드라이브를 분리하고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USB 드라이브 커넥터
USB 드라이브를 여기에 연결합니다.
이미지 및 비디오가 드라이브에
캡처됩니다.

USB 저장 장치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Settings ➤ Archive ➤ Storage

참고: IT 환경의 정책이 USB 저장 매체의 사용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IT
관리자는 USB 저장 옵션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Settings ➤ Advanced Settings ➤ Storag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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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하드 드라이브에 녹화하기
USB 하드 드라이브에 녹화하는 것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녹화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USB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의 주요 장점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보다 훨씬 더 큰 저장 용량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MVR / MVR Pro와 함께 USB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을 주의하십시오.
주의:
• 드라이브에 미리 로드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십시오(MVR / MVR Pro와 호환되지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않을 수도 있음).
삽입한 후 플러그를
• 비디오 및 이미지를 보호하려면 외부 하드 드라이브에서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로
뽑지 마십시오!
파일을 전송하여 백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외장형 하드
드라이브를 인식할
• 외부 USB 하드 드라이브의 대용량으로 인해 MVR / MVR Pro에서 장치를 인식하는
때까지
최소 1분 정도
데 20-60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외장형 하드 드라이브가 인식될
기다리십시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새 환자(New Patient) 백라이트가 켜지고 연결된 모니터에
해당 USB 아이콘이 나타나면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인식됩니다.

하드 드라이브 형식
외장형 USB 하드 드라이브는 FAT32, NTFS 또는 exFAT처럼 두 가지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MVR / MVR Pro는 이 세 가지
형식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USB 하드 드라이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드라이브를 FAT32로 포맷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Automatic video repair 기능은 exFAT 파일 형식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82014MediCapture는 FAT32 또는 NTFS 형식의 하드 드라이브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USB 하드 드라이브의 형식을 결정하는 방법:
• 드라이브를 Windows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 드라이브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operties(속성)”를 선택하십시오.
• 일반(general) 탭에서 파일 시스템(File System)(형식)이 나열됩니다.
USB 드라이브에서 컴퓨터로 이미지 전송하기
1.

비디오를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USB 하드 드라이브에 기록하는 경우, 이미징 세션 마지막에 MVR / MVR Pro
에서 드라이브를 분리하십시오. 드라이브를 컴퓨터의 USB 커넥터에 삽입하십시오.
참고: 녹화 중에는 플래시 드라이브나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USB 저장 장치를
MVR / MVR Pro에서 제거하지 마십시오! 녹화 파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

컴퓨터는 컴퓨터의 다른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USB 드라이브를 관리합니다. 드라이브를 탐색하고 열어서
폴더에 포함된 폴더를 볼 수 있습니다.

3.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와 비디오를 클릭하여 검토하거나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로 옮겨 검토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권장). 컴퓨터의 드라이브에 액세스하고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Windows 또는 Mac O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내부 저장 장치에 기록
두 번째 옵션으로 내부 저장 장치에 기록하면 항상 백업 기록을 만들 때 저장된 데이터의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내부 저장
장치를 장기적인 저장 장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가장 큰 내부 메모리조차도 결국은 용량이 가득 찰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캐시를 지우는 것입니다.
MVR / MVR Pro는 내부 저장 장치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부 메모리 정리 규칙은 IT 관리자가 설정해야
합니다.
➤ Settings ➤ Advanced Settings ➤ Storag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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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저장 장치에 기록
네트워크 저장소에 기록하는 것이 장기간 저장을위한 최상의 옵션입니다. 이미지 및 비디오는 실시간 및 표준 형식으로 이 외부
대용량 저장 장치에 기록됩니다.
IT 관리자에게 네트워크 저장 장치 설정을 요청하십시오.
1. MVR / MVR Pro 후면의 네트워크 커넥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서버에 물리적 LAN 연결을 만드십시오. 또는 Wi-Fi
라우터에 Wi-Fi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Settings ➤ Advanced ➤ Wi-Fi
2. 무선 LAN 연결의 경우: IP 설정 Auto-IP setup 또는 Manual IP setup을 선택하십시오.
			
➤ Settings ➤ Advanced ➤ Network
3. 네트워크 저장 장치 서버 속성.
			
➤ Settings ➤ Advanced ➤ Network storage server
4. 네트워크 저장 장치 저장 설정(활성화 및 해상도 제한).
			
➤ Settings ➤ Archive ➤ Storage

MVR / MVR Pro에서 연구 검토하기
라이브 기록 화면에서 활성 연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연구를 끝내기 전에 기록한 내용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토로 변경하기 전에 비디오 녹화를 중지해야 합니다.
검토(Review) 아이콘을 탭하여
검토를 입력하십시오. 검토(Review)
화면을 닫으면 라이브 녹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제어 아이콘
현재 연구 검토

보관소
보관소(Archive)는 기록된 연구를 검색할 수 있는 직관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작(Start) 화면에서 보관소(Archive)
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중 저장소(Multi-Storage)에 대해 활성화된 두 옵션을 모두 보관소(Archive)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모든 옵션을 MVR / MVR Pro에 연결해야 합니다.
보관소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 이미지 검토 및 비디오 재생
• 파일 삭제
• 빈 연구 삭제
• 일시 중지된 비디오에서 스냅샷 찍기. 일시 중지된 비디오는 프레임
단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주석이 있는 이미지를 편집하여 새 이미지로 저장
• 이미지를 확대 또는 잘라내서 새 이미지로 저장
• 전체 연구, 단일 이미지 또는 단일 비디오를 USB로 복사
• 이미지를 선택하고 보고서에 인쇄
• 네트워크 프린터로 보고서를 보내거나 PDF 파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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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저장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내부, USB 또는 네트워크

선택할 연구 누르기

연구, 비디오 또는 정지 이미지를 선택하려면 미리보기 아이콘을 탭하기 만하면 됩니다.

재생할 비디오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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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R / MVR Pro에서 비디오 검토하기
선택한 비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려면 일시 중지(Pause) 아이콘을 탭하십시오.
이제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비디오 또는 탭 내의 위치를 프레임 단위로 앞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을 사용하여 일시 중지된 비디오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지된 비디오의 스냅샷을 찍으려면 사진(Photo)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캡처된
이미지가 환자 연구에 추가됩니다.
비디오 타임라인에서
태그들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태그는 다음의 경우에 매번
생성됩니다.
•녹화 중에 비디오가
일시 중지된 경우
• 녹화 중에 이미지가
캡처된 경우
• 비디오 신호가 10초
이내에 동기화되지
않을 경우(대부분
비디오 케이블이
손상된 것이 원인)
파란색 앞으로/뒤로 아이콘을
사용하여 태그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태그 뒤로 태그

타임라인 내 위치

한 프레임 뒤로

스냅샷 찍기

한 태그
앞으로
한 프레임 앞으로

MVR / MVR Pro에서 정지 이미지 검토하기

선택한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으며
나중에 연구에 새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 확대/잘라내기
• 텍스트 메모 추가하기
• 원, 사각형 또는 자유형
도면으로 영역 표시하기
• 보고서에 나타날 이미지
파일에 메모 추가

참고: 편집 옵션을 모두 찾으려면
medicapture.com에서 데모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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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및 인쇄
선택된 연구의 정지 영상을 PDF 보고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네트워크 프린터*로 인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모든 이미지가 보고서에
나타납니다.
* IT 관리자에게 네트워크 프린터 또는
로컬 Wi-Fi 프린터를 연결하고 프린터
속성을 설정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보고서 헤더 이미지
헤더 이미지를 가져와서 보고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 상단에 나타납니다. 권장
헤더 이미지 크기는 너비가 1600-3200 픽셀입니다. 권장 높이는 200-1000 픽셀입니다. 헤더 이미지에는 PNG 또는
JPG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정지 이미지 보기
컴퓨터로 전송한 기록된 이미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Windows 및 Mac 컴퓨터는 이미지 파일을 두 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내장된 이미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또한 많은 타사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특수 의료 이미지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지 이미지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비디오 보기
MVR / MVR Pro는 H.264 또는 HEVC(= H.265) 형식의 고화질 비디오를 기록하며 MPEG-4 또는 MP4라고도 합니다.
이 널리 사용되는 형식은 컴팩트한 파일 크기로 최고 품질의 비디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용 프로그램에 이상적입니다.
새로운 Windows 및 Mac 컴퓨터는 비디오 파일을 두 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내장된 이미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형 컴퓨터는 H.264 / HEVC 비디오를 재생하기 위해 추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indows XP 및 Vista 컴퓨터에서는 Windows Media Player에 간단한 “추가 기능”을 설치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기능”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medicapture.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기타 기능
비디오 녹화 중에 이미지 캡처하기
비디오를 녹화하는 동안 정지 이미지를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사진 캡처(Capture Photo) 버튼을 누르기 만하면
됩니다.
비디오 파일에서 태그 만들기
태그는 중요한 이벤트를 식별해주는 비디오 파일에 유용한 마커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태그가 비디오 타임 라인에
추가됩니다.
• 비디오 녹화 중에 이미지가 캡처된 경우
• 비디오 녹화가 일시 중지되고 계속된 경우
• 비디오 소스가 잠시 동안 동기화를 잃어 버린 경우(손상된 케이블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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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pture Automatic Video Repair 기능
녹화 중에는 USB 드라이브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녹화 중에 USB 드라이브를 제거하면 파일이 손상됩니다.
활성 비디오 녹화 중에 MVR / MVR Pro를 끄거나 메인 전원 장애가 발생하면 손상된 비디오 파일이 생깁니다.
MVR / MVR Pro는 자동 비디오 복구 기능을 제공합니다. 손상된 비디오 파일이 있는 USB 드라이브를 연결하면 MVR / MVR
Pro가 파일을 감지하고 수정하여 재생합니다. 성공적인 진행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또한 MVR / MVR Pro는 내부 저장소에서 손상된 비디오 파일을 검색하여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비디오 복구는 FAT32 또는 NTFS로 포맷된 USB 드라이브에서만 작동합니다.
exFAT 형식의 USB 드라이브는 자동 비디오 복구 기능에 의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풋 스위치 및 카메라 트리거
하나의 표준 풋 스위치/카메라 트리거 커넥터가 후면 패널에 있습니다. 전면 패널에 있는 해당 사진 캡처(Capture Photo)
및 비디오 녹화(Record Video) 버튼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풋 스위치/트리거 커넥터는 간단한 “폐로접점”에 응답합니다.
이들은 “프로그래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소스에서 두 개의 원격 케이블을 조작하려면
(사진 캡처 + 비디오 녹화) MVR / MVR Pro 원격 커넥터에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정보 페이지 / System Settings
정보 아이콘이 라이브
화면에 표시됩니다.
터치스크린 모니터 또는
USB 마우스를 통해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여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정보
페이지는 관련 매개변수에 대한
개요와 시스템 SETTINGS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SETTINGS 아이콘/기능은 녹화 연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화 연구를 시작한 후에는
설정(Settings)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설정(Settings)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해당 연구를 닫아야 합니다.
그 다음 정보(INFORMATION) 페이지를 열고 SETTINGS를 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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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관리자용)
설정(Settings)에서 모든 MVR / MVR Pro 설정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고급 설정 및 네트워킹 옵션 또는 기술 담당자 또는 IT 관리자만 변경해야 합니다.
SETTINGS는 영어로만 지원됩니다.
고급 설정은 암호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암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의 구조
Video/Audio
• Video Input
- Renaming Video Input 1
and Video Input 2
- Picture in Picture
- Stamp function in pictures
and videos
- Parallel recording
• Recording Quality
- Quality
- Codec selection
• Recording Options
- Video Time Limit
- Time Lapse Speed
- Pause Function
- Pre-Recording
• Photo Settings
- Image Format
- Freeze on capture
• Audio Input
- Audio activation
- Microphone selection (voice
source) Bluetooth / Wired
headset microphone / USB
microphone
System
• Patient Info
- Patient Info selection
(Off / Manual / CSV)
- Location input (Hospital /
Department / Location /
Device title)
• Printer
- Printer Selection
- Number of copies
• Display (MVR Pro only)
- Brightness

• Date and Time
- Time zone selection
- Date
- Time
• Language
- User Interface language
selection
Archive
• Storage
- Activation of USB / Internal /
Network
- Resolution limits
• Report Settings
- Header image import
- Page layout
- Page size
- Auto print report (activation)
Advanced
(can be password protected)
• Network
- Auto IP / Manual IP selection
- Manual IP setup
• Wi-Fi
- Wi-Fi activation
- Selection of available Wi-Fi
connection
• Storage Rules. Internal Storage.
Rules for deleting files
on internal storage
- Disable USB
- Auto delete Internal Storageactivation
- Keep 10GB free space
- Keep last 7 days
- Settings and password to
share internal storage over the
network (S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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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Storage
- Server Properties
- Video resolution limit to network
(preset for administrator)
- Find server
- Connection test
• Remote Access
- MVR IP address info
- Remote Configuration
activation
- Remote password configuration
- Resolution limits
- Streaming activation
- Streaming password
configuration
- Streaming resolution
• Bluetooth
- Bluetooth activation
- Pairing with visible
Bluetooth device
• Update & Default
- Update firmware
- Format USB storage
- Format internal storage
- Reset settings to default
- Reset device to factory default
• Activation keys
- 4K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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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비디오 입력 설정:
➤ Settings ➤ Video/Audio ➤ Video Input
Picture-in-Picture 기록 (PIP)
다중 입력 사용 시 Picture-In-Picture
MVR / MVR Pro를 Picture-inPicture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2는 입력 1에 창으로 표시됩니다.
이 뷰는 환자 연구 폴더에 정확히
하나의 이미지 또는 하나의 비디오로
기록됩니다.
PIP 창의 크기와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렬 녹화
다중 입력 사용 시 MVR / MVR Pro를
병렬 녹화(Parallel Recording)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녹화를 시작할 때 입력 1과 입력 2의 두 입력이 동시에 녹화됩니다.
• 그러면 환자 연구 폴더에 두 개의 독립 비디오 파일이 생성됩니다.
• 라이브 뷰 화면에서는 하나의 입력만 볼 수 있고 두 번째 입력도 녹화됩니다.
참고: 특별 비디오 입력 설정에 대해서는 하나의 옵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PIP 또는 병렬(Parallel) 녹화.

녹화 옵션
➤ Settings ➤ Video/Audio ➤ Recording Options
비디오 시간 제한
녹화 시 시간 제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화 시간 제한을 5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속 녹화
저속 녹화는 저장 매체의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것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완전하고 긴 작업 또는 프로세스의
문서화에 유용합니다. 나중에 보관소
(Archive)의 편집 기능에서 녹화한
비디오의 스냅샷을 캡처하여 중요한
이벤트를 캡처한 그림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저속 모드로 녹화된 비디오는 속도에 따라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재생됩니다. 비디오 설명서에 대한
요구가 실시간 비디오 재생인 경우에는 저속 녹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저속 녹화의 속도(=인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x60은 비디오 재생 속도를 60배 빠르게 합니다(1시간 녹화 분량이 1분 안에 재생됨).
일시 중지 기능
선택사항인 일시 중지(Pause)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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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활성화 키
➤ Settings ➤ Advanced ➤ Activation keys
4K 녹화 업그레이드
MVR / MVR Pro는 2160p의
고해상도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장비는 2160p30의 HDMI
신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카메라 장비가 Quad-Split(=Square
Division)으로 4x 3G-SDI를
제공하거나 2-Sample Interleave
형식을 제공한다면 MediCapture위
추가 항목인 MVC Pro HDMI to SDI가
SDI-신호를 HDMI로 전환합니다.
8자리 활성화 키를 입력하십시오.
이 키는 현재 장치에만 적용되며 다른
장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MVR / MVR Pro의 2160p 활성 키 주문 정보는 MediCapture에 문의하십시오.
고유한 장치 ID를 제공해야 합니다(정보 화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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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MVR / MVR Pro 사양
기능

의료 비디오 소스에서부터 USB 저장 장치, 내부 저장 장치 또는 네트워크 저장 장치에 이르기까지
고해상도의 비디오 및 정지 이미지를 녹화합니다.

케이스

스테인레스 스틸 금속 케이스, 구리 금속 베이스

버튼

스테인리스 스틸, 유체 저항력

비디오 연결

HD inputs: HDMI (어댑터가 있는 DVI), 1920x1200p60, 1080p60/50/30/25, 1080i60/50,
720p60/50, 1280x1024p60/50
4K / UHD Input: HDMI 2160p30/25*, 1920x1200p60/50, 1080p60/50/30/25, 720p60/50,
1280x1024p60/50
Video output: HDMI (어댑터가 있는 DVI), 3840x2160p60/50/30/25, 1920x1080p60/50

녹화 해상도

1280x720, 1280x1024, 1920x1080, 1920x1200, 3840x2160*
*3840x2160 녹화의 경우 “4K 녹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비디오 녹화 형식

MP4: H.264 / HEVC H.265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비디오 녹화 비트레이트

H.264 coding (Adaptive Constant Bitrate):
Normal quality: (HD 1080): 16 Mbps, (HD 720): 8 Mbps
Super quality: (HD 1080): 32 Mbps, (HD 720): 16 Mbps
HEVC coding (Adaptive Constant Bitrate):
Normal quality: (HD 1080): 8 Mbps, (HD 720): 4 Mbps
Super quality: (HD 1080): 16 Mbps, (HD 720): 8 Mbps

이미지 형식

JPG / PNG

사운드 녹음

Bluetooth 마이크,
마이크가 달린 유선 헤드셋(4극),
USB 마이크

Headset input

PIN Table:
1. Left
2. Right
3. Common/Ground
4. Mic Input

내부 저장 장치

High speed solid-state memory 128GB
주문에 의한 더 큰 내부 저장소.

외부 저장 장치

USB 드라이브(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하드 드라이브). FAT32 / NTFS / exFAT

USB 지원

USB3.0, 수퍼 스피드, 1개의 전면 커넥터, 2개의 후면 커넥터
후면 USB 커넥터에 허용되는 최대 로드는 1A입니다.

리모컨

3.5mm 미니 잭. 표준 풋 스위치(포함되지 않음) 및 폐로접점 카메라 트리거와 호환됩니다.

LAN

RJ-45, Ethernet 10BASE-T/100BASE-TX/1000BASE-T

WLAN

Dual-band 2x IEEE802.11a/b/g/n/ac
작동 대역폭:
2.412-2.472GHz, 5.18-5.24GHz, 5.26-5.32GHz, 5.5-5.70GHz

Bluetooth

BT4.1+HS, BLE, 2.402-2.480GHz

기계적 사양

터치 스크린 모니터가 있는 MVR Pro:
규격(WxDxH): 173 x 153 x 50mm (안테나 부착 안 됨), 무게: 1,28kg
터치 스크린 모니터가 없는 MVR:
규격(WxDxH): 160 x 150 x 40mm (안테나 부착 안 됨), 무게: 1,00kg

환경

작동: 주변 온도 -20° ~ +40° C, 기압 700 ~ 1060hPa,
습도 30 ~ 75% (비응결),
보관 및 운송: 주변 온도 -40° ~ +85° C, 기압 700 ~ 1060hPa,
습도 0 ~ 93% (비응결)

<24>

MVR/MVRPRO-UG01-KO-181218-EM

MVR / MVR Pro 사용 설명서 - 한국어

액체 침투 방지:

IP20 (= 보호 안 됨)

인화성 혼합물이 있을
경우 보호 등급:

이 장치는 폭발로부터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력

AC 100-240V, 0.4-0.2A, 50/60Hz, 3구 AC 잭

퓨즈

T1AH, 250V

키트 내용물

MVR / MVR Pro 레코더, USB 플래시 드라이브, HDMI 케이블, Wi-Fi / BT 안테나, HDMI-DVI
어댑터, 분할 원격 케이블 어댑터, 전원 케이블, IR 리모컨, 고무 다리 (4), 사용 설명서.

규제 준수 및 인증

(발화 환경에서 본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IEC 60601-1:2005, IEC 60601-1:2005/AMD1:2012,
IEC 60601-1-6:2010, IEC 60601-1-6:2010/AMD1:2013
EN 60601-1:2006/ A1:2013/ A12:2014
EN 60601-1-6:2010/ A1:2015.
ANSI/AAMI ES60601-1 (2005/(R)2012 + A1:2012,
C1:2009/(R)2012 + A2:2010/(R)2012) – Amend.
1 – Rev. 2012/08/21;
CAN/CSA-C22.2 No. 60601-1:14 - Edition 3 – Rev.
2014/03;
IEC 60601-1: 2005 + CORR. 1:2006 + CORR. 2:2007
+ AM1:2012 - Edition 3.1 – Rev. 2013/05/01;
EN 60601-1:2006/A1:2013/A12:2014 - Publication
Date: 2014/06/24;
IEC 60601-1-6:2010 (Third Edition) + A1:2013;
EN 60601-1-6:2010/A1:2015
EN 60601-1-2:2015 (IEC 60601-1-2: 2014)
Emission: CISPR 11:2015, Class B

등급

IEC 61000-3-2:2014 and IEC 61000-3-3:2013
Immunity: IEC 61000-4-2:2008, IEC 61000-4-3:2010,
IEC 61000-4-4:2012,
IEC 61000-4-5:2014 +A1:2017, IEC 61000-4-6:2013,
IEC 61000-4-8:2009, IEC 61000-4-11:2004 +A1:2017
ETSI EN 301 489-1 V2.1.1: 2017-02
ETSI EN 301 489-17 V3.1.1: 2017-02
EN 55032:2015, Class B
EN 61000-3-2:2014, EN 61000-3-3:2013
EN 61000-4-3:2006 +A1:2008 +A2:2010,
EN 61000-4-2:2009
EN 61000-4-4:2012, EN 61000-4-6:2014
EN 61000-4-11:2004+A1:2017,
EN 61000-4-5:2014+A1:2017
ETSI EN 300 328
ETSI EN 301 893
47 CFR FCC Part 15 Subpart B and
ICES-003 Issue 6: 2016 (Class B Limit)

Class I 장비/작동 모드: 연속
AP/APG 없음. 응용 부품 없음.

참고: 이들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기 지침 93/42/EEC
EU 1999/5/EC의 R&TTE 지침 필수 요구 사항
의료 – IEC 60601-1, ANSI/AAMI ES 60601-1 (2005) + AMD (2012) 및 CAN/
CSA-C22.2 No. 60601-1 (2014)을 준수하는 전기 충격, 화재 및 기계적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의료 장비.
이 장치는 FCC 배출 규정의 FCC Part 15 Class B를 준수합니다.
FCC ID: 2AFDI-ITCNFA324
IC: 9049A-ITCNFA324
RoHS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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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compliance information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This product does not contain any user serviceable components. Any unauthorized product changes or modifications will invalidate
warranty and all applicable regulatory certification and approvals, including authority to operate this device.
FCC Part 15 Digital Emissions Compliance
We, MediCapture® Inc., 2250 Hickory Road, Suite 200, Plymouth Meeting, PA 19462 USA, Phone +1 610-238-0700 declare under our
sole responsibility that the product MVR / MVR Pro complies with Part 15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WARNING: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and radiates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
•
•
•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e one the receiver is connected to.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Operations in the 5.15-5.25GHz band are restricted to indoor usage only.
Radiation Exposure Statement
The product complies with the FCC portable RF exposure limit set forth for an uncontrolled environment and are safe for intended
operation as described in this manual. The further RF exposure reduction can be achieved if the product can be kept as far as possible
from the user body or set the device to lower output power if such function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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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MediCapture 제한 보증
MediCapture Inc.(“MediCapture”)는 아래 나열된 제품(들)에 재료 및 제조상의 하자가 없음을 1년 동안 보증합니다. 보증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보증 기간은 정상 작동 상태로 복원하고 제품을 반품하는 데 필요한 일 수만큼 연장됩니다.
MediCapture MVR / MVR Pro 의료 이미지 기록 장치
보증 조건
구입 직후 1년 동안이 보증이 적용되는 제품의 재료 또는 제조상에 결함이 발견 된 경우, MediCapture(또는 MediCapture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시설)는 부품 또는 인건비를 청구하지 않고 제품을 원래의 작동 상태로 복원합니다. 참고: MediCapture는
수리한 하위 어셈블리를 보증 교체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MediCapture에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가한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만 적용되며, 원래
구매자만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은 미국과 콜롬비아 지역의 50개 주에서만 적용됩니다. 미국령 또는 미국의 영토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기한 제품(들)과 관련하여 MEDICAPTURE가 선언하는 유일한 명시적인 보증입니다. 이러한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묵시적인 보증은 명시적 보증의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MEDICAPTURE는 이 청구가 근거로 하는 법적 이론에
상관없이, 그리고 MEDICAPTURE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익 또는 이익의 손실,
대체 장비 또는 위 목록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 또는 오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여 야기된 기타 특별한, 우발적인 또는 필연적인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에 나열된 제품(들)에 구매가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MEDICAPTURE
가 복구할 수 없습니다. 상기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귀하는 MEDICAPTURE의 과실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위에
열거된 제품의 사용 및 오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귀하 및 귀하의 자산 그리고 타인 및 타인의 자산에 대한 손해, 상해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합니다(일부 주에서는 묵시적 보증의 지속 기간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배제 또는 제한이 귀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증은 귀하에게 특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주마다 서로 다른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증의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나머지 조항이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소유자의 책임
■■ 사용 설명서를 완전히 읽으십시오.
■■ 보증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구매 날짜와 판매자의
신원(MediCapture 또는 공인 리셀러)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 및 인보이스를 잘
보관해두십시오.
■■저장한 구입 증명서에 일련번호가 있고 구입한 장치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장비 구입처에 따라 오작동 발견 시 MediCapture 또는 공인 리셀러에게 즉시 알려주십시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공인 MediCapture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반환하십시오. 모든 배송료는
선불입니다. 후불은 불가능합니다. MediCapture 또는 공인 서비스 센터의 보증 하에 수리된 제품은
발신자에게 선불로 반송됩니다.
■■서비스를 위해 반환된 제품(보증 적용 여부에 상관 없이)은 MediCapture 또는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발급한 RMA(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조항
중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본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ediCapture로부터 제품 판매 승인을 받지 않은 리셀러로부터 위에 나열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제품의 상표, 이름 또는 식별 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
■■제품 손상을 일으킨 부품 또는 소모품(MediCapture에서 판매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경우.
■■부주의, 남용, 오용, 개조 또는 우발적인 손상으로 인한 제품 고장.
©2018 MediCaptur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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