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증상을 추적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장비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모니터링 장비 사용법

COVID Care at Home은 Calvary와 Medibank의 합작 투자 회사인 Calvary Medibank JV Pty Ltd에서 전달합니다. 12.2021

손가락끝 산소 농도계
이 장치는 맥박과 산소 수치를 측정합니다.

1.	 AAA 사이즈 배터리 2개를 배터리 칸에 넣고 
덮개를 다시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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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소 농도계를 눌러 오픈하여 고무 쿠션 안에 검지 
손가락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고정합니다. 

3.	 장치가 2초 이내에 자동으로 켜집니다.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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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장 높이에서 가슴에 손을 대고 움직이지 마세요.

산소 농도계는 몇 초 후에 맥박을 감지하고 
장치 디스플레이에 혈중 산소 수치와 맥박수를 
표시합니다.

안정된 측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5초 동안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까지 맥박 산소 
농도계를 적어도 1분 이상 제자리에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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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치가 5초 
동안 바뀌지 
않으면 결과를 
기록합니다.
 

기기에서 
손가락을 뗍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손가락끝 산소 농도계로 정확한 수치를 
얻기 위한 요령

차가운 손, 움직임, 센서의 먼지 및/혹은 매니큐어는 
부정확한 수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 요령을 참조하여 보다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도록 하십시오.

1.	 매니큐어를 제거하고 손을 따뜻하게 합니다. 

2.	 측정 전 최소 5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3.	 어떤 수치가 심박수이며 어떤 수치가 산소 
수치인지 신중하게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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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Care at Home은 지역 
의료 서비스를 대신하여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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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이 기기는 체온을 측정합니다.

1.	 On/Off 버튼을 눌러 체온계를 켭니다  
(화면이 켜지면 신호음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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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온계를 입이나 겨드랑이에 넣습니다. 
• 입 - 체온계를 혀 밑에 위치하고 입을 

다뭅니다. 코를 통해 고르게 호흡을 합니다.
• 겨드랑이 - 겨드랑이를 건조시킵니다. 

체온계를 겨드랑이 안에 놓고 팔을 몸통 
쪽으로 단단히 누릅니다.

3.	 테스트 과정 내내 온도 신호가 깜박거릴 것입니다. 
깜박임이 멈추면 약 10초 동안 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체온 수치가 LCD 화면에 나타납니다. 

가장 정확한 수치를 얻으려면, 체온계를 입에 넣는 
경우 2분 동안, 겨드랑이에 넣는 경우 5분 동안 
유지합니다 (기기에서 이미 경고음이 울리더라도). 

4.	 입이나 
겨드랑이에서 
체온계를 
제거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려면 테스트 완료 후 버튼을 눌러 기기를 
끕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약 10분 후 기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정상’ 수치란? 
50 - 110 사이의 맥박수가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수치는 증상과 기저 질환에  
따라 의료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소 수치는 95% 이상이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이보다 
낮은 수치는 증상과 기저 질환에 따라 의료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7.5도 미만의 체온은 정상, 37.5~38.5도 사이는 약간 
높음, 38.5도 초과는 높은 체온으로 간주됩니다. 

수치가 이 범위를 벗어나고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아래 
번호로 COVID Care at Home 팀에 전화하십시오. 

몸 상태가 좋으면, 15분 후에 측정을 반복하고 여전히 
해당 범위를 벗어나면, COVID Care at Home 팀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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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less

Normal blood oxygen 
for most people

If you continue to record 
blood oxygen levels in this 
range after 15 minutes, please 
contact the COVID Care at 
Home team on 1800 317 375

If you continue to record blood 
oxygen levels of 92% or less 
call 000 immediately or go to 
your nearest emergency 
department within an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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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여러분을 
언제라도 도와드립니다. 전화 1800 367 277 
www.covidcareathom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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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정상 혈중 산소 

15분 후에도 이 범위의 혈중 
산소 수치가 계속 나오는 경우, 
COVID Care at Home 팀에  
1800 317 375로 연락하십시오. 

혈중 산소 농도가 92% 이하로 
계속 나오면, 즉시 000에 
전화하거나 1시간 이내에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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