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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사용 절차를 기재한 장이 있습니다. OccluSense® 시스템의 어떤 동
작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I해당 EU 지령을 준수합니다

사용 지시에 따르십시오!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의료기기 제조업자

상품 번호

고유 식별 번호

시리얼 번호

로트 번호

IP 보호 등급

등급 II

만료 기한 [yyyy-mm-dd]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WEEE)에 따라서 반드시 따로 
폐기해야 합니다. 이들을 일반가정물 쓰레기와 같이 처분

IEC 60601-1, TYPE B의 적용부품

포장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온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핸드헬드와 사용자의 상호작용

아이패드와 사용자의 상호작용

I환자와의 상호작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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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록된 미가공 데이터:  

핸드헬드 장치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 
 
OccluSense®-아이패드 앱:  

OccluSense® 핸드헬드에 의해 기록된 미가공 데이터를 관리,저장,각 
   화하는 소프트웨어(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입수가 능). 
 
기록물:  

OccluSense® 아이패드 앱에 의해 변환된 미가공데이터. 
 
OccluSense®-시스템: 

제4장 “디바이스 설명”에 관한 전체 치료 장치. 
 
핸드헬드:  
미가공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시 보존한 후에 아이패드로 전송하 

   는 OccluSense® 시스템의 중앙 전자 디바이스(제4.1장). 
 

필요 하드웨어 아이패드 
(포함되지 않음) 
 
이러한 조작 설명서와 관련해서 평가 유닛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Occlu-
Sense®” 앱을 설치한 애플 아이패드입니다. 처음에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앱 내에 시스템을 등록해야 합니다.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은 아래의 아이패드 모델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에는 설치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앱의 모든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려면, 처음 앱 내에 시스템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와 등록 
방법에 관한 설명은 제10장을 참조하십시오. 

iPad Air 2013 

iPad Air 2 2014 

iPad Pro 12.9" 2015  

iPad Pro 9.7" 2016  

iPad (5th gen.) 2017  

iPad Pro (2nd gen., 12.9") 2017  

iPad Pro (2nd gen., 10.5") 2017  

iPad (6th gen.) 2018  

iPad Pro (3rd gen., 11") 2018  

iPad Pro (3rd gen., 12.9") 2018  

iPad Air (3rd gen.) 2019 

iPad (7th ge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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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용자는 지원받지 않은 기기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
경우에는 사용자 자신의 책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지원받지 않은 iOS 버전에서 앱을 작동시킬 수 있•
으나, 그 경우에는 사용자 자신의 책임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비고 
앱이 지원되지 않는 iOS 또는 하드웨어에서 작동시킬 경우에•
는 특정 통지가 팝업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앱의 기술 범위에서 벗어난 사용을 기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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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1 의료제품 제조업자 

Dr. Jean Bausch GmbH & Co. KG 
Oskar-Schindler-Str. 4  
D-50769 Köln - Germany 
연락처: +49-221-70936-0 
팩스: ++49-221-70936-66 
이메일: info@bauschdental.de 
홈페이지: www.occlusense.com 
 

2 의료제품 판매대리점 

(미국의 최초 수입업자) 
Bausch Articulating Papers, Inc.  
12 Murphy Drive, Unit 4 
Nashua, NH 03062 - United States of America 
연락처: (603) 883-2155 | T연락처: 1-888-6-BAUSCH 
팩스: (603) 883-0606 
이메일:info@bauschdental.com 
홈페이지: www.bauschdental.com  
 
Bausch Articulating Papers (Australasia) Pty. Ltd 
G.P.O. Box 3733, Sydney NSW 2001, Australia 
연락처: +61-2-9345-1945 | 팩스: +61-2-9345-1955 
이메일: info@bauschdental.com.au 
홈페이지: www.bauschdental.com.au  
 
Bausch Articulating Papers Japan K. K. 
2nd Floor, 1-4-2 Jonan, Ikedashi, Osaka Japan 563-0025 
연락처:+81 72-737-9501 | 팩스:+81 72-737-9502 
이메일: info@bauschdental.jp  
홈페이지: www.bauschdental.jp 
 
Bausch Importaão de Materiais Odontológicos Ltda. 
Rua Paulo Eduardo Xavier de Toledo, 379 salas 8 e 9 
13304-240 Itu-SP, Brasil 
연락처: +55 11 3020-9263 
이메일: vendas@bauschbrasil.com.br 
홈페이지: www.bauschbrasil.com.br 
 

 

 



3 사용 목적 

이 앱은 교합압의 분포를 기록 및 표시하여 통틀니를 사용하는 환자의 안
전한 치열구의 관련압력점을 국재화합니다. 이 앱은 특정전문연수(CMD, 
악관절 장애)를 받은 치과의사 및 의사/물리치료사가 사용할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습니다. 
 

4 디바이스 설명(부속품 등) 

The OccluSense®-시스템은 다음의 부속품으로 구성됩니다: 

 
- 핸드헬드                                          BK 5001 
- 전원 어댑터를 포함한 충전기         BK 5002 
- 애플 앱스토어에서 입수가능한 아이패드 앱 BK 5100 
(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애플 아이패드(비의료 기기)가 필요합니다.) 
- 테스트 센서 1개                              BK 5011 
- 센서 25개                                        BK 5025 
- 매뉴얼                                             BK 5051 
- NiMH 재충전 배터리 3개                 BK 5013  
- 스크류 드라이버 IP 6 1개                BK 5012 
 
의료기기 부속품은 아래의 물질을 일절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약제 
- EU 규제 722/2012 범위 내의 동물 또는 동물 파생물의 조직이나 세포 
- EU 규제 722/2012 범위 내의 동물 또는 동물 파생물의 조직이나 세포 
의료기기 부속품의 접촉 가능한 표면은 생물학적으로 인체에 무해한 플라
스틱과 착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조건: 
온도 범위                                       0° … +35° 
상대 습도                                       20% … 90%. 결로 없음 
기압                                                650hPa … 1060hPa 
최대 표고                                       3000m 

 
국제보호등급:                                    IP 40 
등급:                                                   등급 II

12



4.1 OccluSense® 시스템의 조작 및 기능 요소 

 
 

 

 1 – 전원 어댑터 2를 포함한 충
전기(부속품) 

3 – 센서(B 타입 적용부) 
4 – 핸드헬드(ME 디바이스) 
5 – 제어 버튼 1(분홍색) 
6 – 제어 버튼 2(초록색) 
7 – 센서 뚜껑 
8 – 디스플레이 
9 – 잠금해제 버튼 

10 – 제어 버튼 3(리셋) 
11 – 배터리함 
12 – 테스트 센서(부속품) 

(비표시 
13 – 스크류 드라이버 (부속품) 

(비표시)  
14 – AAA NiMH 재충전 배터리  

3개(부속품)(비표시)  

13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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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스템 특징 

OccluSense® 시스템은 교합 접촉점의 압력 상태 또는 저작력의 분
포를 표시해서 교합상태의 기록을 그려내고 진단을 보조하는 역할
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추천 치료 방법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치료를 제어하지 않으며 생체기능에 개
입하지 않습니다. 
 
교합 상태는 센서를 삽입한 핸드헬드에 의해 기록됩니다. 교합 테
스트 중에 생성되어 기록된 미가공 데이터는 핸드헬드 장치 내부에 
저장됩니다. 그 후에 핸드헬드에서 무선 인터페이스로 Occlu-
Sense® 아이패드 앱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OccluSense® 아이패
드 앱은 수신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여 표시합니다.  

 
 

 
디바이스

 
 

유도전력전송 
(갈바닉 절연)

 
전기접속

WLAN 
와이파이

iPad

전원

전기접속

OccluSense®  
센서

OccluSense®  
디바이스



5 금지사항  

OccluSense® 시스템은 전문가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장 참조), 다음의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치악의 환자 •
턱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환자 •

 

 
6 기대되는 임상적 이점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환자의 저작 압력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종래의 교합실험재(종이, 필름)와 비교했을 때, 이 시스템은 교합치
면의 조기접촉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OccluSense® 아이패드 
앱으로 교합압 상태를 그래픽 형태로 아이패드에 표시할 수 있습니
다. 
치열궁 전체의 교합력의 비율을 시각화해서 의사가 각각의 환자에
게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러개의 기록을 아
이패드에 저장하고 치료 전후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OccluSense® 시스템의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하
지 마십시오.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표시된 교합력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값이며, 실제로 작
용하는 힘(절대치)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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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안전지시 
 
OccluSense® 시스템에는 지정된 부속품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OccluSense® 시스템의 어떠한 부품도 외부 DC 전원에 연결하지 마
십시오. 시스템의 전원 공급은 반드시 주어진 충전 부속품으로만 실
행해야 합니다.  

OccluSense®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육안으로 부속품 외부에 손
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
시오. 

제조업자의 허락 없이 OccluSense®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잘라서 사이즈를 변경하는 등 센서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디바이스는 배터리 작동 전용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충전 불가능한 
배터리의 사용은 허가되지 않으며, 재충전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
용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디바이스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
다. 

 

디바이스는 충전 하는 곳에서 떨어져서 사용해주십시오. 

충전기는 플러그인 전원 어댑터에 가깝고 전원 어댑터에서 분리하
기 쉬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에는 충전기와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충전기는 플러그인 전원어댑터를 콘센트에서 당겨서 주전원을 분
리할 수 있습니다. 

OccluSense® 시스템은 미살균 상태에서 출하되었기 때문에 가열
살균이나 고압증기멸균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1장 “세척 및 소독”에 기재된 세정제와 소독제만을 사용하십시
오. 

충전기는 유지관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손상을 막으려면 진찰용 전등을 디바이스에 직접 비
추지 마십시오. 

OccluSense® 시스템만을 검진 및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
준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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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8 OccluSense® 아이패드 앱 설치 

OccluSense®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아이패드에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을 설치합니다. 
 (www.occlusense.com/install). 
 
OccluSense® 시스템을 처음 조작하기 전이나 기본값으로 재설정
한 후에는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설정과 아이패드와의 연결이 필요
합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고 
디바이스의 부속 배터리는 충전되지 않은 상태로 출하된 것•
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사용해야 합니다(제8.1장 참조). 

 OccluSense® 디바이스는 AAA NiMH 배터리 3개(부속품)만•
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속품 이외의 것으로는 
AAA NiMH 배터리도 작동하지만 그 경우에는 최저 1000mAh 
이상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외부에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

외부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만 디바이스 및 충전기를 사용하•
십시오.



18

8.1 배터리 충전  

      

 

      

2. 배터리함의 덮개를 다시 닫
고 나사를 조입니다. 

1. 부속의 스크류 드라이버로 나
사를 풀어서 배터리함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제공된 NiMH 배터
리를 집어넣습니다. 

4. 그림과 같이 디바이스를 충
전기에 집어넣습니다. 

3. 플러그인 전원공급장치를 공
급전압에 연결합니다. (정격 전
압: 100-240V, 정격 전류: 160-
80mA) 

주의 

• 배터리를 역방향으로 집어넣으면 발열되어서 기기에 손상
을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19

5. 충전 중에는 2개의 버튼 사이에 있는 빨간색의 LED 램프가 점등
합니다. 
 
 

 
 
 
 
 

 

비고 

디바이스에서 항상 점등 상태인 빨간색 LED와 충전기에서 •
번쩍이는 빨간색 LED는 모두 충전중임을 의미합니다. 이것
은 경고 표시가 아닙니다. 

NiMH 배터리가 비어있는 경우, 디바이스의 충전에는 최소 •
15분이 소요됩니다. 

배터리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디바이스를 장기간 동안 사용•
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배터리가 방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바이스에서 배터리를 분
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배터리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3
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충분히 충전한 후에도 방전되거나 현저히 낮은 전압이 표시•
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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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배터리 없음                      그림 2: 배터리 낮음 
 
디스플레이 상의 배터리 아이콘에 빨간색 막대기가 1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전이 필요합니다(그림 1). 하지만, 아이콘에 노란색 막대기 2개
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충전할 것을 권장합니다(그림 2). 그보다도 더 
빠른 단계에서 충전하면 기기를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 충전에는 디바이스와 배터리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
록 제공된 전원 공급 장치와 충전기만을 사용하십시오.  

충전기를 환자의 진찰 의자 등 환자 환경에 직접 연결하지 마•
십시오. 

AC 어댑터는 멀티탭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플러그인 전원공급장치는 반드시 주전원에 직접 접속시켜 주•
십시오.



 
디바이스는 전원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어떠한 상태에서도 충전할 수 있
습니다. 디바이스를 충전기에 꽂으면 디바이스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배터리 충전 아이콘이 표시됩니다(그림 3). 배터리 충전 시 점등하는 
LED가 표시됩니다(경고 표시가 아닙니다!)(그림 4). 충전을 완료하면 LED
는 소멸합니다. 
 
1000mAh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3~4시간 정도의 충전 시간이 소요됩
니다 충전 시간은 사용하는 배터리 종류나 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한번에 150Hz, 10초 모드 녹화 시간으로 소요되며 100회(또
는 30분 라이브 모드) 이상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충전 프로세스 시작. 
 

 
 
그림 4: 충전 중에는 빨간색 LED 램프가 점등합니다. 

       (경고 표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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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luSense® 아이패드 앱 

9 개요 

 
9.1 OccluSense® 아이패드 앱 사용목적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을 사용하여 OccluSense® 디바이스충전
기는 플러그인 전원 어댑터에 가깝고 전원 어댑터에서 분리하기 쉬
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 중의 모든 교합 데이터는 앱으로 전송됩니다. 이 앱은 수신한 
데이터를 2D, 3D 또는 이들을 조합한 데이터로 표시합니다. 기록된 
데이터를 그림 형태로 보거나 필터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데이
터를 시각화하여 그림을 확대하거나 각도를 변경, 또는 회전할 수
도 있습니다.  
 
기록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해당 환자에게 할당됩니다. 데이터에 
메모를 남기거나 환자별 데이터를 비교하여 보다 쉽게 교합 데이터 
분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9.2  OccluSense® 아이패드 앱 개요 
 
이 앱은 화면 상단의 네비게이션 바에 표시된 5개의 중요 메뉴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림 5).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 항목
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각각의 메뉴 항목의 구조와 기능은 다
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 5: 앱의 메인 메뉴 
 
 
 
 
 
 

22



9.3 사용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은 통합 PDF 뷰어를 경유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그림 6). 
 

그림 6: 사용자 매뉴얼 
 
 
“MANUAL (사용자 매뉴얼)”을 누르면 자동으로 현재 동작에 따라
서 그에 대응하는 PDF 매뉴얼의 장이 표시됩니다. 
(예: 환자 관리를 실행하는 경우, “MANUAL(사용자 매뉴얼)”을 탭하
면 PDF 매뉴얼이 제13장을 열어줍니다.) 
 
 
화면 하단에 상태바가 있습니다 (그림 7). 앱이 디바이스에 연결되
지 않았을 경우, 상태바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디바이
스에 연결된 경우, 디바이스의 펌웨어 버전이 왼쪽에 표시되고 상
태가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그림 7: 앱 하단에 있는 상태바 
 
 
디바이스의 기호: 디바이스가 앱에 연결됨. 
색깔표시된 둥근점: WLAN(와이파이)연결 상태  
- 초록색: 연결상태 양호함 
- 노란색: 연결상태 적당함 
- 빨간색: 연결상태 불량함  
배터리 기호: 디바이스의 배터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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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10 초기사용  

10.1 데모 모드  

앱 설치를 완료한 후, 앱이 데모 모드를 시작하고 상단 왼쪽 모서리
에 “UNREGISTERED(미등록)”가 나타납니다 (그림 8). 
 

 
그림 8): 앱 상단 왼쪽 모서리에 있는“UNREGISTERED(미등록)”의 
라벨. 
 
 
데모 모드에서는 먼저 사전에 설정한 환자와 기록을 볼 수 있습니
다. 환자와 기록을 신규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 관리에 관한 자
세한 설명은 제13장을 참조하십시오. 
 
설정 메뉴의 기능은 등록 메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앱의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려면, 데모 모드를 중지하고 디바이스를 앱에 연결해
야 합니다(제10장). 등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10.2.4장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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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초기 설정 
 
제공되는 디바이스는 가지고 계신 기존 와이파이와 환경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과정에서 아이패드가 먼저 오클루센스® 
디바이스에 연결됩니다. 이후 디바이스를 기존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와
이파이 암호를 준비합니다. 
 

 

10.2.1 디바이스 켜기 

디바이스를 켜려면 버튼 1을 누릅니다(분홍색 버튼, 제4.1장 참조). 
디바이스는 WLAN(와이파이)설정을 사전에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
에,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이패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WLAN(와이파이)이름과 비밀번호는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그림 9). 

 

 
그림 9: WLAN(와이파이)-SSID및 제공된 비밀번호 

비고 

와이파이(WLAN)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적 요구 사항입니다. 

• 2.4GHZ WLAN-표준 IEEE802.11 B/G/N  

  (5GHZ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활성화된 MAC 필터가 없음(MAC = 중간 액세스 제어). 

•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두 개 있는 DHCP 서버 

 

오클루센스®는 네트워크 장치입니다. OccluSense®를 네트워크에 연결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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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초기 설정 시작 
 
설정에서 "초기 설정"을 선택하고 "시작"을 누릅니다. 
 

그림 10: 초기 설정 
 
이제 오클루센스®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칸(그림11)에 
암호WEP(그림9)를 입력합니다. 

 

 
그림 11: 암호(WEP) 입력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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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눌러 와이파이 "Occlusense"에 액세스를 허용하십시오. 
 

   

 
그림 12: 오클루센스® 디바이스의 통합 와이파이에 연결 

 
디바이스가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화면에 그림 13이 표시됩니다. 이
는 "오클루센스® 아이패드 앱과의 연결 성공", "센서를 삽입하지 않
음" 및 "환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림 13: 디바이스가 연결됨 그림 14: 설정 성공 
 
 

 
 
 

 

 

 

비고 
 
말굽 모양의 기호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경우 기능 테스트•
가 필요합니다.(챕터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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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WLAN 네트워크에 통합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림 14의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Yes(예)를 사
용하여 대화 상자를 확인합니다.  
 
이제 OccluSense®-iPad-App이 "연결" 설정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그림 15). 다음 화면에 네트워크의 WLAN 자격 
증명을 입력해 주십시오(그림 16).  
 
iPad가 연결된 마지막 WLAN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SSID로 제안됩
니다. WLAN 네트워크의 암호를 입력하고 OccluSense®-iPad-App
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여 핸드헬드에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합니
다. 

  

   
그림 15: 외부의 WLAN(와이파이)   그림 16: WLAN(와이파이) 

           설정에 관한 설명                             이름과 비밀번호 입력 
 
 
디바이스와 WLAN(와이파이)이 정상적으로 접속되면 초록색 바와 
WLAN(와이파이)의 처음 6자리가 디스플레이 왼쪽 모서리에 나타
납니다. 

                                             
디바이스와 WLAN(와이파이)접속이 실패한 경우에는 디바이스 화
면에 투명한 상태바로 접속 상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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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시스템 등록 
초기 연결 후 앱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홈 버튼을 2번 누른 후 (홈 버
튼이 없는 아이패드 화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올림) 앱 미리
보기를 위쪽으로 쓸어 올려 닫습니다. 초기 연결 후, 앱을 재시작하
십시오. 그러면 앱의 모든 기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앱을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
는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데모 모드가 다시 활성화
되고, 앱을 더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앱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림 
17).  

  

 
그림 17: 디바이스 등록란은 “Setting(설정)”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고 

등록은 디바이스 장치와 접속하여 앱의 기능을 충분히 사용•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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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  앱과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등록란에 이름, 주소, 이메일 주
소를 기입합니다.  
 
단계 2: “Register(등록)”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의 등록 데이터를 전
송합니다. 그러면, 사용자에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단계 3: 이메일 본문에 있는 “Confirm(확인)” 버튼을 눌러서 앱으로 
돌아갑니다. 앱이 사용자의 등록 데이터 확인을 수신하려면 인터넷
에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초록색 체
크마크가 표시됩니다.:  
 

 

등록한 후, 데모 모드를 종료하려면 오클루센스® 아이패드 앱을 재
시작해야 합니다. 홈 버튼을 2번 누른 후(홈 버튼이 없는 아이패드 
화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올림) 앱 미리보기를 위쪽으로 쓸어 
올려 닫습니다. 그리고 오클루센스® 아이패드 앱을 다시 엽니다. 

 

 
 
 
 
 
 
 
 
 

비고 

확인 이메일이 전송되지 않은 경우, 스팸 메일 폴더를 확인하거나 •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비고 

데모 모드를 재활성화시키면 사용자의 데이터는 비표시 상•
태가 되지만 앱 내의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등록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다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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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오클루센스®디바이스 관리  
초기 설정 외에 오클루센스®- 아이패드 앱은 디바이스 관리를 위해 
다른 기능을 제공합니다.  
 

10.3.1 디바이스 이름변경 

앱 하나에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려면, 각각의 디바이스
의 이름을 정해서 간단하게 고유 식별을 설정합니다. 등록 설정 섹
션에서 디바이스의 이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림 18). "디바이
스 이름" 칸을 눌러 텍스트를 변경합니다. 

그림 18: “Renaming (이름변경)”과 “Switch Handheld Device  
(디바이스 변경)” 화면. 

 

10.3.2 디바이스 접속해제 

I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려면 사용 중인 디바이스와 아이패드 앱의 
접속을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의 전원을 켜고 아이패드 앱과 접속합니다. 

그 후 “Disconnect(접속해제)”를 누르십시오.  

WLAN(와이파이)데이터와 디바이스의 이름은 기기에 저장되므로 
언제든지 다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제10.3.3장 참조). 

 

 



10.3.3 디바이스와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을 연결하
기 
 
앱은 “Devices(디바이스)” 목록의 연결되어 있지 않은 디바이스를 
보여줍니다.  
(OccluSense® 아이패드 앱 -> 설정 -> 디바이스 등록 -> 디바이스 
변경) (그림 18). 
 
“Devices(디바이스)” 목록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연결합니다  
(그림 19) (디폴트 이름은 “DEFAULT”입니다). 
 
연결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제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은 자
동으로 이 디바이스에 연결됩니다.  

 

그림19: “Switch device(디바이스 변경)” 버튼을 선택한 후에 나타
나는 사용가능한 디바이스 목록 

 
 
 
 

비고 

이전에 분리했던 디바이스만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챕터•

10.3.2장)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 목록에 디바이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
목록을 닫고 이전 화면에서 “디바이스 찾기”를 누른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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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디바이스와 평가 장치를 IT 네트워크에 통합해서 라이브 모드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IT 네트워크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은 다음과 같
습니다: 

    • WPA/WPA2 WLAN(와이파이)의 암호화 

    •2개 이상의 IP 공주소가 있는 IT 네트워크의 DHCP 서버             

    •WLAN(와이파이)규격 IEEE802.11 b/g/n (2.4 GHz) 

 

IT 네트워크의 이러한 환경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디바이스를 사용
할 수 없거나 일부의 기능밖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
된 WLAN(와이파이)데이터가 잘못된 경우, 아이패드와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장 출하 시의 기본값으로 리셋해야 
합니다(19.2장 참조). 

 

• 치과 의원 내에서 WLAN(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디바
이스가 제공하는 WLAN(와이파이)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치과 의원의 독립적인 WLAN(와이파
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 

다른 기기를 포함하는 IT 네트워크에 디바이스를 통합할 경우, 환자•
, 사용자, 제3자에게 제조업자가 감정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는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평가•
하고 또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네트워크의 변경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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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11 안전 확인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기능 테스트는 OccluSense® 시스템이 정상
적으로 작동하고 교합압 분포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능 테스트는 1일 1회를 실시해야 합
니다. 
 
먼저, 기기 외부에 손상이 없는지를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디바이
스 충전기 또는 테스트 센서의 손상이 감지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서 센서 뚜껑에 고장난 부분이 있는 경우, 기기 사용을 중지하십시
오.  이러한 경우는 제19장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12  기능 테스트 

디바이스의 센서 테스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디바이스를 앱과 연결
해야 합니다. 그 후, “Next(다음)”을 누르고 화면 상의 지시를 따르십
시오 (그림 20-23). 
 
기능 테스트는 다음의 5단계에 따라서 제공된 테스트 센서로 실행
됩니다: 
 
1. 테스트 센서를 정확한 위치에 두고 센서 뚜껑을 닫습니다. 
 
2. 디바이스를 켜고 아이패드와 연결합니다. 
 
3.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의 지시를 따릅니다. 기능 테스트는 자
동으로 실행됩니다. 
 

 
 
 
 

비고 
센서 테스트의 통지는 매일 팝업합니다. 그러나, 센서 테스트•
를 실시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5일 연속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 앱은 센서 테스트가 실행
될 때까지 모든 라이브 모드 또는 기록 기능을 중단시킵니다 
(그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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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센서 테스트의 첫 단계로,         그림 21: 두번째 단계로, 왼쪽 버튼 
디바이스에 테스트 센서를 삽입합니다     (분홍색)을 눌러서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림 22:센서 테스트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림 23:센서 테스트에 실패하였습니다 

                                     
4. 기능 테스트의 결과는 앱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연속으로 실패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에는 제19.5
장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5. 디바이스에서 테스트 센서를 분리하고 보관함에 두십시오. 
 

 

비고 

센서 테스트에 계속 실패할 경우(그림 23), 본사 웹사이트의 •
서포트로 연락주십시오: help.occluse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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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관리 

13 환자 데이터 관리 

13.1 개요 

“Patients(환자)” 섹션에서 환자 정보와 기록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그림 24). 이 메뉴에서는 환자 데이터를 작성하고, 편집, 
삭제, 엑스포트하거나, 오래된 교합 데이터를 열람, 삭제, 코멘트 편
집할 수 있습니다. 또, 표시 환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24: 앱의 환자 관리 
 
이 화면은 두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모든 환
자의 목록이 있으며, 이 목록의 상단에는 검색 툴이 있습니다. 여기
서 신규 환자의 등록, 편집 모드로 전환, 환자 삭제 또는 엑스포트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고 
검색 툴에서는 환자 ID 및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13.2 환자 등록  

T화면 상단 왼쪽에 있는 “Plus(추가)” 아이콘을 눌러서 환자를 신규
작성합니다. 그러면 환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그림 25). 
모든 항목을 채워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면 “Done(완료)”
을 탭해서 확정하십시오. 환자의 신규작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 
“Cancel(취소)”를 누르십시오. 

 

 
그림 25: 환자 관리에서 환자를 신규작성할 때 나타나는 화면 
 

한국어 입력으로 성과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이 나타
납니다. 이 항목에는 ASCII 문자(라틴 알파벳)만을 입력할 수 있으
며,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는 여기에서 입력한대로 표시됩니다. 환
자번호 항목에는 ASCII 문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26). 

 

 
그림 26: 한국어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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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환자 데이터 편집   
 
환자 데이터를 편집하려면 먼저 환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 후, 
화면 상단 오른쪽의 “Edit Patient(환자 편집)”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환저 번호는 변경할 수 없습
니다. 변경된 사항을 저장할 경우, “Done(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변경을 파기할 경우, “Cancel(취소)” 버튼을 누르십시오. 
 
 

13.4 환자 데이터 삭제   

환자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먼저 환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 후, 
화면 상단 오른쪽의 “Edit Patient(환자 편집)” 아이콘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Delete(삭제)”를 누르십시오. 
 
한번에 여러 환자를 삭제하려면, 환자 목록 상단의 “Edit(편집)”을 
누릅니다. 그러면 삭제하고 싶은 환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 목록 하단에 있는 “Delete(삭제)” 를 누르십시오. 
 
 

 

 

 

 

 
 
 
 
 
 
 
 
 
 
 
 
 
 



 

기록  

14 기록 개시 

 

14.1 개요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환자를 작성/선택합니다 
- 디바이스에 센서를 삽입합니다 
- 캡처 모드를 선택합니다 
 
환자가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검사를 실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고 

이 단계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초기설정을 해야합니다(제•
10장 참조). 

OccluSense® 디바이스의 제어 버튼으로만 기록을 시작하거나 정지•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실행하려면, 디바이스와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의 무선 •
접속이 필요합니다.

주의 
디바이스는 액세스 커버(배터리 부품과 센서 덮개)가 닫히고 환자•
의 입에 센서를 삽입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나 배터리 교환은 액세스 커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구•
강외에서 실행해 주십시오. 

액세스 커버를 열 때 사용자는 환자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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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디바이스 끄기 
 
원치 않은 운전을 막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반드시 꺼야합니다. 디
바이스가 충전기에서 분리한 후에 계속 켜져 있는 경우에는 홀드 버
튼 1(분홍색)을 2초 이상 누르십시오. 그러면 디바이스가 꺼집니다
(디스플레이 꺼짐). 
 
 

14.1.2 센서 삽입 
OccluSense® 센서는 말굽형 압력센서입니다. 센서는 256 단계의 
압력 레벨의 감도를 특징으로 하는 인쇄 전자 회로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센서 외부에 있는 빨간색 코팅은 치과 의사가 일반적인 교합시험재
와 같이 교합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센서의 전체 두께는 60 미
크론으로 동적인 교합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OccluSense® 센서는 1회용 제품이며, 사용은 1명의 환자에게 동일
한 치료를 실행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주의 
포장 봉투에서 꺼냈을 때 손상이 없는 센서만 사용하십시오!  •

사용기간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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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삽입 방법: 

 

 

 
 
 
 
 
 
 
 
 
 
 
 
 
 

 
1) 디바이스 양쪽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디바이스의 센서 뚜껑을 잠금해제
합니다. 그리고 센서 뚜껑을 열어 줍니다.

2) 포장 봉투에서 센서를 꺼내고 센서의 
장착 부분에 삽입합니다. 
삽입 방향과 위치는 센서와 위치결정 핀
의 표시에 따라서 센서를 삽입하십시오. 
 

3) 센서 양쪽에 있는 잠금 해제 버튼이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센서 뚜껑을 아래 방향
으로 눌러서 뚜껑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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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디바이스 켜기 

  

 
                       그림  27: 디바이스 시작 화면 

 
디바이스를 켜려면 조작 버튼 1(분홍색)을 가볍게 누릅니다. 시작
하는 동안 디바이스는 펌웨어의 버전 번호를 포함한 제품 로고를 표
시합니다(그림  27). 
 

14.1.4  WLAN(와이파이)접속 확인 

        

 
                       그림  28: WLAN(와이파이)접속 성공 

 
디바이스가 켜지면 자동으로 마지막에 설정된 WLAN(와이파이)에 
접속합니다. 접속 상태는 디스플레이 상단 왼쪽에 색깔표시된 바 다
이어그램으로 표시됩니다.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설정하지 않은 경
우에는 제10.3 장을 참조하십시오. 디바이스를 변경한 경우에는 접
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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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센서의 기록 준비 상태 확인 

                         

   
그림 29: 센서 삽입이 적절합니다  그림 30:센서 삽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그림 29)는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이 디바이스에 
접속되었으며 센서가 적절히 삽입되었음을 나타냅니다. 
I센서에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하게 삽입되었을 경우에는 오른쪽 그
림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그림 30). 센서에 이상이 없는지, 센
서가 바르게 삽입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제14.1.2장 참조) 

 
14.2 환자 활성화하기 
 
기록을 시작하려면 먼저 환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환자 목록에서 
환자를 선택하면, 그 환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확인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그림  31). 

  

그림 31: 환자 활성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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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환자 데이터 
 

                                                      

   
그림 32: 활성화한 환자(디바이스)        그림33: 활성화한 환자(아이패드) 
 
환자 데이터를 작성하거나(제13.2장) 환자를 활성화합니다(제14.2
장) 환자의 이름이 디바이스로 전송됩니다 (그림 32). 환자의 데이
터가 적절한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활성화된 환자는 아이패드 화면 
상단 왼쪽 모서리에 항상 표시됩니다(그림 33). 어떠한 이름도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활성화된 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합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비고 
환자 데이터는 기록을 환자에게 할당할 때 사용되고, 기록된 •
데이터와 함께 저장됩니다. 환자를 활성화한 후에만 디바이
스가 기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4.3 기록 모드 
 
기록은 각각 다른 모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모드 
디바이스는  20Hz(=매초 20 프레임)의 주파수로 미가공 기록 데이
터를 기록하고, 중간 기억 장소 없이 OccluSense® 아이패드 앱으로 
직접 전송합니다.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은 실시간 화면으로 이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라이브 모드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록 모드 
디바이스는 사전에 설정된 시간에서 조정 가능한 주파수(50Hz, 
100Hz, 150Hz = 매초 프레임 수)로 미가공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데이터는 디바이스에서 버퍼됩니다. 기록을 완료한 후에만 데이터
가 OccluSense® 아이패드 앱에 전송됩니다. 
 
라이브+기록 모드 
라이브 모드가 설정 등을 위해서 먼저 시작됩니다. 버튼 1(분홍색)
을 누르면 라이브 모드를 종료하고, 기록 모드에서와 같이 기록을 
시작, 저장하고 시작하고 OccluSense® 아이패드 앱에 전송됩니다. 
 
 
현재 선택된 기록 모드 및 기록 시간은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와 
OccluSense® 아이패드 앱에 표시됩니다. 
 

 

 

 

비고 
환자 데이터는 기록을 환자에게 할당할 때 사용되고, 기록된 •
데이터와 함께 저장됩니다. 환자를 활성화한 후에만 디바이
스가 기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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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기록 및 라이브 모드 

기록을 시작하려면, 디바이스에 센서를 삽입한 상태에서 앱에 연결
하고(제14.1.2장) 환자를 선택합니다(제13장). 현재 활성화된 환자
는 화면 상단 왼쪽에 항상 표시됩니다 (그림 34). 상단 왼쪽의 환자 
정보를 누르면, 앱은 제13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환자 관리 화면
으로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그림 3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아이콘과 환자 ID를 포함한 활성화된 
환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기록을 시작하려면, 디바이스는 운전 모드와 기록 시간에 관한 정
보를 수신해야 합니다 (그림 35). 이 값은 기록의 표시화면에서 설
정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디폴트값은 설
정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새로운 환자를 선택하거나 환자 관
리 화면의 “New Recording(신규기록)” 버튼을 누르면 적용될 수 있
습니다. 
 

 
그림 35: 기록 화면의 기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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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시간은 1 ~ 99초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 모드에 관
해서는 다음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36): 
 
라이브                     실시간 모드(기록 없음) 
50Hz 기록                50화상/초로 기록(라이브 화면 없음)  
100Hz 기록              100화상/초로 기록(라이브 화면 없음) 
150Hz 기록              150화상/초로 기록(라이브 화면 없음) 
라이브 + 50Hz 기록 50화상/초로 기록(라이브 화면 있음) 
라이브 +100Hz 기록 100화상/초로 기록(라이브 화면 있음)  
라이브 +150Hz 기록 150화상/초로 기록(라이브 화면 있음) 
 

 

 
그림 36: 기록 모드 및 시간 
 
라이브 모드는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경유
해서 접속되었을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록 모드와 기록 시간의 값을 모두 선택하고, 디바이스의 왼쪽(분
홍색) 버튼을 누르면 기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 화면이 현재 
유효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으로 이 화면으로 전환합니
다. 
 

 

 
그림  37: 기록 화면 상의 라이브 모드 아이콘 

비고 
라이브 모드는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 뿐, 기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
다. 하지만, 라이브 데이터의 스냅샷을 저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스냅샷은 하나의 그림만을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냅샷을 저장
하려면, 디바이스의 오른쪽 초록색 버튼을 누르십시오. 라이브 모드
가 설정되면 화면의 하단에 빨간색 둥근 점과 “LIVE MODE(라이브 
모드)”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Figur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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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저작력 분포 기록 

환자의 저작력 분포를 기록하려면 실행자는 다음의 단계를 실행해
야 합니다: 
 
 

14.4.1 환자의 입에 센서 삽입하기 
 

   

   
 

 
 
 

 

비고 

판지제 틀을 가볍게 짜서 환자에 입에 삽입하기 쉽도록 만듭니다. •

센서에 프린트된 빨간색 삼각형은 중앙선을 나타냅니다. •

센서는 판지제 틀만을 갖고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센서를 환자의 입 안에 너무 깊게 삽입하지 마십시오! •

센서를 구부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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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기록 
 

   

 
• 버튼 1(분홍색)을 눌러서 디바이스의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 환자는 실행자의 지시에 따라서 입을 열고 닫습니다. 기록 모드
는 버튼 1(분홍색)을 누르거나 최소 교합압이 감지되기 전에는 시
작할 수 없습니다. 디바이스는 음성 신호를 통해 기록의 시작과 종
료를 알립니다. 
• 선택 모드에 따른 기록 정지 방법: 
라이브 모드: 라이브 모드에서는 음성 신호로 시작과 종료를 알리
지 않습니다. 기록을 종료하려면 버튼 1(분홍색)을 누르십시오. 
• 기록 모드/통합 모드: 지정된 기록 시간이 경과되면 기록을 자동
으로 종료합니다. 
 

  

비고 
정적 및 동적 교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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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기록 종료 
 

   

 
 

환자의 입에서 센서를 제거합니다. •
기록된 미가공 데이터의 평가와 교합압 분포의 화상 처리는 •
OccluSense® 아이패드 앱에 의해 공정처리됩니다. 
원하는 기록을 취득한 후, 디바이스에서 센서를 제거하고 폐기•
하십시오. 
제20장의 기재에 따라서 세척과 소독 처리를 실행합니다. •

 
 
 

 
 

 

 

 비고 
교합압 접점은 환자의 치아 표면에도 표시됩니다.•

주의 
OccluSense® 센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이므로 사용 후에는 반•
드시 폐기해야 합니다(제2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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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의 화상표시 및 데이터 저장은 선
택된 기록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라이브 모드: 화상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라이브 기록은 •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튼 2(초록색)를 눌러서 각각의 
스냅샷을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기록 모드/통합 모드: 기록 후, 미가공 데이터는 OccluSense® •
아이패드 앱의 환자 파일에 저장되고 기록이 종료되면 자동
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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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평가 

15 기록 보기 

15.1 개요 

“기록” 섹션에서 기록 또는 라이브 모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림 38). 데이터의 그래픽 표시는 화면의 중앙에 배열됩니다. 기록 또
는 라이브 데이터는 2차원, 3차원 또는 통합 화면으로 표시될 수 있
습니다. 다음의 장에서는 이 메뉴 항목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기록
하는 방법과 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 38: 앱의 기록 화면 
 

 

비고 
이미지의 색 분포와 막대기 높이는 환자의 치열과 교합상태•
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환자의 기록과 비교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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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뷰 
기록된 화면은 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화면은 색
깔표시된 사각형 모양으로 교합압 분포 데이터를 2차원으로 표시
하는 “2D”입니다 (그림 39). 

 
그림39: 교합압 분포의 2D 뷰 
 
3D 뷰 
두번째 옵션은 “3D”라고 불리는 3차원 화면으로 막대 그래프를 사
용해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림 40).막대기는 각각 다른 높이로 
표시되며, 막대기가 높을수록 교합압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교합압 분포를 계산할 때, 주변과 각각의 접촉점의 비율 및 치열궁 
전체의 접촉점과의 비율을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접촉점의 수와 교
합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대기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나며, 특정 
부분에서의 교합압 분포를 표시합니다. 핀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
은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넓은 표면에 접촉하는 부분은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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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합압의 접점과 치아 표면의 상대 압력은 3D 뷰에서는 막
대기의 높이로 표시됩니다. 
 
막대기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그라데이션으로 표시되며 접촉점
의 압력과 그 주변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냅니다. 초록색은 임접하
는 접촉점과의 작은 상대적 차이를 의미합니다. 임접하는 접촉 간
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 색의 그라데이션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종래의 교합시험재와 같은 교합 표면의 마킹에 더하여, Occlu-
Sense®는 교두감합의 일시적인 연속성을 기록합니다. 이 동적 프
로세스 중에는 압력점과 표면이 그 외관에서 변화합니다. 
 
 

 

 
그림 40: 교합압 분포의 3D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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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3D 뷰 
T세번째 옵션으로는 “2D/3D”라고 불리는 이 두개의 뷰를 조합한 것
으로, 하나의 화면에서 두개의 뷰를 모두 표시합니다 (그림 41) . 

 
그림 41: 2D/3D 뷰 조합 
 

15.2 뷰의 크기, 회전, 기울기 조정 

두 손가락으로 핀치 제스처를 취하면 3차원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도면 전체를 수평으로 넘기면 회전할 수 있
으며, 수직으로 넘기면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차원 화면의 
위치와 방향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5.3 기록 재생 

기록이 스냅샷 형식이 아닌 경우, 교합압의 변화는 동영상처럼 확
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한 조작 버튼은 화면의 하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 42). 

 

그림 42: 기록 제어(동영상이 정지중일 때) 
 
 
기록을 재생하려면 오른쪽 화살표시로 표시된 “Play(재생)” 버튼을 
누르십시오. 기록이 재생중인 경우에는 “Play(재생)” 버튼 대신에, 
막대기 두개로 표시된  “Pause(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그림 43).  
 

 
그림 43: 기록 제어(동영상이 재생중일 때) 
 
 
양쪽 버튼을 보면 이중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한 프레임씩 기록을 앞뒤로 움직이며 원하는 기록의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위쪽을 보면 하얀색 둥근점과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기록의 총 길이를 나타내고 둥근점은 총 길이에 대해서 사용자의 현
재 프레임 지점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초와 밀리초 단위로 표시됩
니다. 
 

 

비고 
주파수가 높은 이유로 항상 초당 25 프레임을 사용해서 표시•
하기 때문에 실제 표시된 재생 시간보다 깁니다. 예를  들어
서, 50 Hz의 주파수로 10초간 기록한 경우의 재생시간은 전
체 20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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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필터링 

화면 오른쪽 모서리를 보면 하얀색 둥근점과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로 특정 임계값보다 낮은 값을 필터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
계값은 선상의 둥근점을 움직여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의 상단
은 임계값 “0”을, 하단은 “255” 의 최대 임계값을 표시하며 이것은 
막대기의 최고 높이와 같습니다. 이 수치 간의 임계값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44). 

 

 
그림 44: 임계값을 조정하는 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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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기록 데이터 보기 

기록된 데이터는 “기록” 섹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과 스
냅샷을 로드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Load recording(기록 로드)” 버
튼을 누르고 확인하고 싶은 기록을 선택하십시오 (그림 45). 
 

 

 
그림 45: 활성화된 환자의 사용가능한 기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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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기타 시각화 옵션  
 
화면 상단 오른쪽에는 세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세개의 점과 나란히 있는 
중앙 버튼을 누르면 작은 메뉴가 열리고 교합압 분포의 시각화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46). 각 센서 존의 교합압 
분포를 표시합니다. 하나 또는 모든 메뉴 옵션을 선택하면 시각화는 2D 표
시로만 나타납니다.  
 
“Show Force Distribution in Percent(교합압 분포 백분율로  보기)” 옵션은 
센서의 12개의 존마다 12개의 백분율을 표시합니다. 이 존은 센서 주위에 
파란 선으로 나타납니다.  
“Show quartered Force Distribution(교합압 분포 쿼터식으로 보기)” 옵션은 
센서 다이어그램의 배경에 쿼터의 원을 표시합니다(그림 46). 각 쿼터의 색
깔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그라데이션으로 표시되고, 쿼터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쿼터의 압력은 쿼터의 막대기 값으로 계산됩니다. 막대기 높
이의 차이에 따라서 쿼터 색깔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림 46: 교합압 분포의 두 옵션이 모두 작동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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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기록물 이름 변경과 메모 추가 

기록물 이름 변경  
이 버튼을 누르면, 기록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
(Recording)” 혹은 “환자(Patients)”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목록에서 
이름을 검색하여 기록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메모  
이 버튼을 사용하면 기록물에 메모를 남기거나 기존의 메모를 편집
할 수 있습니다. 메모의 상단에는 두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 휴지통  열린 메모를 삭제합니다.    

- 버튼  메모를 저장하고 닫습니다.   

 
메모는 기록물에 첨부되어서 기록물 아래의 환자 관리에 나타납니
다. 메모의 글자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림 47). 

 

그림 47: 메모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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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전체 화면  
화면의 상단 오른쪽을 보면 전체 화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면 다이어그램에 간섭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메뉴를 감추
고 다이어그램 뷰를 최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표시하면 그림, PDF 또는 동영상 등의 기록물을 엑스
포트할 수 있습니다(제 16장). 전체 화면을 닫으려면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그림 48). 
 

 

 
 그림 48: 기록물 전체화면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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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리 

16 기록 관리와 엑스포트 

환자의 폴더 내에서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49). 환자 목록
에서 환자를 선택하면 그 환자의 모든 기록이 나타납니다. 기록물에 
메모가 있는 경우에는 메모가 기록 입력 아래에 표시되고, 메모가 너
무 긴 경우에는 처음 두줄까지만 나타납니다. 
 
메모 전체를 보려면 “..more(더 보기)” 버튼을 눌러서 메모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9: 환자 기록 
 
기록을 삭제할 경우, 왼쪽으로 넘겨서 서브메뉴 “NOTE/DELETE(메
모/삭제)”를 열고 “DELETE(삭제)를 누르십시오. 메뉴 항목 “NOTE(
메모)”를 누르면 메모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제15.7장). 
선택한 환자에 새로운 기록을 시작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 모서리
에 있는 “New Recording(신규기록)” 버튼을 누르십시오. 환자가 활
성화로 설정되고 “RECORDING(기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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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기록 재생 

기록을 재생하려면 환자 목록에서 환자를 선택하십시오. 환자를 선
택하면 그 환자와 관련된 기록 목록이 나타납니다. 재생하고 싶은 
기록물을 누르면 새로운 다이어그램 화면에 모든 교합 데이터가 표
시됩니다(제13.3장). 기록이 재생중일 때에도 왼쪽 목록을 사용해
서 동일한 환자의 기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16.2 기록 비교 

재생 화면의 “기록 비교”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화면의 두개의 기록
물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두 기록이 나란히 표시됩니다(그림 50). 
비교할 기록을 변경하려면 각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Load 
Recording(기록 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비교 화면에서는 교합압 분포(제16.2장), 전체 화면(제15.8장), 조
합 2D/3D 뷰(제15장)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생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화면 상단 왼쪽에 위치한 “Back(돌아가기)” 버튼을 탭
하십시오. 
 

 

그림 50: 두 기록의 비교 화면 

 



 
 

16.3 기록과 스냅샷 엑스포트  
 
기록물은 PNG 그림 , 메모를 포함한 PDF 파일, 동영상 등의 형식으로 엑스
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 엑스포트 기능은 기록물의 전체 화면 모드에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제15.8장).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 위치한 엑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화면이 열리고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  
- PDF: 메모를 포함한 프리뷰를 연속으로 엑스포트 또는 인쇄할 수 있습니

다.   
- PNG: 현재 화면의 스크린샷을 찍어서 아이패드의 “Photo(사진)” 애플리케
이션에 저장합니다.  
또, 그림이나 PDF는 공유 파일로 복사되어 사용자의 PC 또는 맥북을 경유
해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제16.5). 

 

 
그림 51: PDF 또는 PNG 포맷으로 스크린샷 엑스포트 

비교 
• 이 기능은 동일한 환자의 기록물을 비교만 할 수 있는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환자에게 두개 이상의 기록 또는 스냅
샷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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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동영상 형식으로 기록 엑스포트 

동영상을 녹화해서 MP4 파일로 동영상을 엑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엑
스포트할 동영상은 기록물의 특정 프레임에 대해서 실행한 회전, 각도 
조정, 확대, 임계값 변경 또는 초기설정에서의 필터 처리 등을 반영한 
상태에서 엑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엑스포트는 전체 화면 모
드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의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동영상을 엑스포트할 프레임을 선택
합니다. 그 후, 빨간색 기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화면의 캡처를 허
용하고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고 동영상을 보기 
쉽도록 조정합니다. 종료하려면 회색의 “Stop(정지)” 버튼을 누르십시
오. 이제 기록된 동영상의 프리뷰가 나타납니다 (그림 52). 동영상은 
하단에 있는 컨트롤러로 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트리밍하면
,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Done(완료)” 버튼을 탭해서 확정해야 합
니다. 그 후, 같은 위치에 있는 “Save(저장)” 버튼을 눌러서 iOS “Pho-
tos(사진)” 앱에 동영상을 저장합니다. 

 

 
그림 52: 비디오 녹화 모드 미리보기 

 

주의 
iOS에서는 아이클라우드 포토 라이브러리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
장할 수 있으나 아이클라우드 설정에서 이 기능을 무효로 설정할 것
을 권장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사용
자 본인의 책임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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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아이튠즈 PC/맥북 소프트웨어를 경유한 데이터 엑
스포트 

PC/맥북으로 데이터를 엑스포트하려면, 먼저 아이패드를 PC/맥북에 접속
시켜야 합니다. 케이블은 아이패드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
이튠즈”는 PC/맥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www.apple.com/itunes/download/). 

 
선택한 환자의 데이터는 오른쪽 “Edit Patient(환자 편집)” 버튼 아래에 있는 
“Export(엑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엑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콘텍스트 메뉴
에서 “iTunes(아이튠즈)”를 선택하고 엑스포트를 확정합니다. 
하나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엑스포트하려면, 환자 리스트 상단에 있는 
“Edit(편집)”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환자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자
를 고르고 목록 하단에 있는 “Export(엑스포트)”를 누르십시오. 그 후, 콘텍
스트 메뉴에서 “iTunes(아이튠즈)”를 고르고 엑스포트를 확정합니다. 
 
엑스포트한 기록물은 미가공 2진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특정 앱 폴더를 찾
으면 아이튠즈에서 PC/맥북을 경유해서 엑스포트한 데이터를 복사하고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림 53). 엑스포트한 환자의 이미지, PDF, 동영상 등
의 기록물을 동일한 방식으로 PC/맥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비고: 맥 OS 카탈리나(10.15) 처럼 파일 매니저가 파인더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림 53: 앱에서 엑스포트한 파일에 액세스하기 위한 아이튠즈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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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에어드롭을 경유한 환자 데이터 엑스포트  
선택한 환자의 데이터는 오른쪽 “Edit Patient(환자 편집)” 버튼 아래에 있는 
“Export Data(데이터 엑스포트)”를 눌러서 다른 아이패드/맥북에 엑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콘텍스트 메뉴에서 “AirDrop(에어드롭)” 섹션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를 선택하십시오. 
여러 환자의 데이터를 동시에 엑스포트하려면, 환자 목록 상단에 있는 
“Edit(편집)”을 누르십시오. 엑스포트할 모든 환자의 기록물을 선택합니다. 
콘텍스트 메뉴에서 “AirDrop(에어드롭)” 섹션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를 선
택하십시오. 
맥북에서 수신한 데이터는 데이터 백업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Occlu-
Sense® 아이패드 앱을 설치한 다른 아이패드에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 그 
아이패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7 가져오기 
이전에 엑스포트한 데이터를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이 실행되고 있는 
다른 아이패드에 가져오기하려면, 우선 아이패드를 PC/맥북에 연결하고, 
아이튠즈 소프트웨어를 열어서 제16.5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특정 앱 폴
더를 찾습니다 (그림 53). 
아이튠즈에서 “Add(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전에 엑스포트한 데이터를 추
가합니다(그림 53).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을 시작하고 환자 관리 화면
으로 갑니다. 환자 목록 상단에 있는 “Edit(편집)” 버튼을 누르고 “Import(가
져오기)” 버튼을 사용해서 가져오기 공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림54). 
 

그림54: 가져오기 버튼 
 

데이터가 에어드롭을 공유해서 아이패드로 전송되면 OccluSense® 아이패
드 앱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수신된 파일을 즉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가져오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나중에 가져오
기할 경우, 환자 목록의 편집 모드에서 “Import(가져오기)” 버튼을 사용해서 
파일을 가져오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 54).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환자의 ID를 검토합니다. 그 환자가 이미 존재할 경
우, 기록을 동기화합니다. 다른 환자에게 같은 이름의 ID를 사용한 경우, 기
존의 환자와 가져오기된 환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 가져오기된 기록은 날짜별로 각각의 기록 목록에 추가됩니다. 동기화
된 기록의 업데이트된 메모도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주의 

에어드롭과 아이튠즈의 엑스포트 기능에 더해서, iOS 또한 클라우
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하며, 클라우드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사
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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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17 “Settings (설정)” 메뉴 

17.1 기록 설정 

시간과 주파수의 기본 설정은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설
정은 새로운 환자를 활성화하거나(제14.2장) 환자 관리의 “New re-
cording(신규기록)” 버튼을 누르면 상시 적용됩니다. 
 

17.2 디바이스 펌웨어(및 업데이트) 
이 화면은 접속된 디바이스의 펌웨어 버전과 사용가능한 최신 펌
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최신 펌웨어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업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자동으로 수신
하고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여기에는 몇분의 시간이 걸릴 수 있
습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디바이스와의 접속이 끊기면 WLAN(와
이파이)데이터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에 다시 접속하
려면 제10.2장을 참조하십시오.  
 

 

 

17.3 이용규약 및 조건 

앱의 이용규약과 조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앱의 모든 기능을 충분
히 사용하려면 디바이스 등록에 필요한 이용규약 및 조건에 동의하
십시오. 
 

18 “Imprint”(상표권)” 메뉴 (설정 -> 이메일) 
상표권는 법적제조자, 자세한 연락처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동의에 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누르면 아이패드의 디폴트 메일 앱이 열립니다. 

 

 

비고 
•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의 업데이트는 표준 업데이트 공정
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에 의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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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진단 및 해결 

19 기본문제 진단 및 해결 

19.1 디바이스의 손상 

 

19.2 공장 출하시 설정으로 리 

디바이스를 골장 출하시 설정으로 리셋하려면 배터리함 내부의 작
은 구멍을 통해서 리셋 버튼에 접근해서 그 버튼을 길게 눌러주십
시오(제4.1장) 
리셋이 시작되면 소리가 날 것입니다. 
버튼에 접근하려면 아주 얇은 물건(예를 들면 클립)이 필요합니다. 
재설정하면 디바이스는 공장 출하시의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의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지는 않
습니다. 

19.3 펌웨어 업데이트 후 접속 끊김 

디바이스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무선 네트워크의 접속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I디바이스가 로컬 무선 네트워크의 정보를 상실한 경우, 디바이스 
연결 표시기에 로컬 무선 네트워크의 잃어버린 이름이 표시되고, 아
이패드의 무선 네트워크를 OccluSense® 디바이스의 네트워크로 
전환합니다. 그 후, 디바이스가 로컬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0.2장을 참조하십시오. 
디바이스의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앱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19.4 잘못된 WLAN(와이파이) 계정 정보의 입력   

제10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WLAN(와이파이)계정 정보을 올바
르게 입력하지 않으면 디바이스를 접속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의
도치 않게 잘못된 WLAN(와이파이)계정 정보을 입력하게 된 경우, 
제19.2장을 참조해서 디바이스를 리셋한 후, 다시 한번 시도해 주
십시오. 
 
 

주의 

디바이스에 기계적인 손상이 있으면 기계를 즉시 반환하거•
나 적절히 처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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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증상) 원인 대책
디바이스, 충전기, 테스트 센서, 
스크류 드라이버 또는 Occlu-
Sense® 센서를 찾을 수 없음.

• Bausch에 문의해 주십시오
(support@occlusense.com)

디바이스, 충전기, 테스트 센서, 
스크류 드라이버 또는 Occlu-
Sense® 센서가 손상됨.상됨. 
OccluSense® 센서 밀봉 포장이 
손상됨. 
 

• Bausch에 문의해 주십시오
(support@occlusense.com)

19.5 문제 진단 및 해결 

일반(모든 부품)

오류(증상) 원인 대책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이 아이패드에 적
절히 설치되지 않음. 

• 사용자의 아이패드가 Occlu-
Sense ® 아이패드 앱과 호환되
지 않음. 
 
• 사용자의 iOS 버전이 Occlu-
Sense® 아이패드 앱과 호환되
지 않음. 
 
• 앱스토어에서 OccluSense® 
아이패드 앱이 올바르게 다운
로드되지 않았거나 다운로드를 
완료하지 않음.

• ”필요 하드웨어”의 작동 설명
서를 보십시오. 
 
 
• iOS를 업데이트하십시오. 
 
 
 
• 앱을 다시  한번 다운로드하
십시오. 
• 인터넷 액세스를 확인하십시
오.

OccluSense® 아이패드 앱과 디
바이스를 연결할 수 없음. 

• 다른 디바이스가 이미 앱에 
연결되어 있음. 
 
 
• 아이패드와 디바이스 간의 
WLAN(와이파이)연결이 충분
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음. 
 
• 디바이스 또는 아이패드의 충
전식 배터리가 적절히 충전되
지 않음.

• 현재 상호접속을 차단하십시
오. 자세한 사항은 제10.3.2장
을 참조하십시오. 
 
• WLAN(와이파이)연결을 확인
하십시오. 
 
 
• 배터리가 적절히 충전되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아이패드 
사용자 매뉴얼과 제8.1장을 참
조). 

아이패드와 디바이스가 연결되
지 않음.

• 아이패드와 디바이스가 같은 
WLAN(와이파이)에서 연결되
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설정  -
> 디바이스 등록). 

샘플/데모 데이터만 볼 수 있음. •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 •  등록을 실행하십시오(제
10.2.4장 참조). 

OccluSense®-아이패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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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증상) 원인 대책
교합압 분포의 기록을 시작할 
수 없음.

•  OccluSense® 아이패드 앱에
서 환자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
거나 활성화되지 않음. 
 
 
 
 
•  정기적으로 필요한 기능 테스
트(테스트 센서 사용)가 실행되
지 않음. 
 
•  기능 테스트를 실패함. 
 
 
 
 
 
 
 
 
•  OccluSense ® 아이패드 앱의 
필수 업데이트 또는 디바이스 
펌웨어가 설치되지 않음.

•  OccluSense ® 아이패드 앱에 
환자 파일을 작성하십시오(제
13.2장 참조). 
•  OccluSense®  아이패드 앱에
서 환자를 활성화하십시오(제
14.2장 참조). 
 
•  테스트 센서로 기능 테스트를 
실행하십시오(제12장) 
 
 
•  디바이스에서 테스트 센서가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 기능 테스트를 다시 한번 실행
하십시오. 
• 기능 테스트가 또 실패한 경우
에는 Bausch에 문의하십시오. 
(support@occlusense.com) 
 
 
•  애플 앱스토어와의 연결을 확
인하십시오. 
•업데이트를 실행하십시오(제
17.2장, 제21.3장 참조).

OccluSense®-디바이스
오류(증상) 원인 대책
디바이스에 안켜짐. • 배터리함에 배터리가 없음. 

 
 
•  배터리가 적절히 삽입되지 않
음. 
 
 
 
 
 
 
 
•  T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음.

• 배터리함에 배터리를 넣으십
시오(제8.1장 참조). 
 
• 배터리함에서 배터리를 제거
하고 배터리함 내부의 식별마
크에 따라서 배터리를 집어 넣
으십시오(제8.1장 참조). 
 
• 배터리 폴과 배터리 프로브가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
인하십시오. 
 
•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제
8.1장 참조). 
 

디바이스에 배터리를 삽입할 
수 없음.

•  배터리함 덮개가 열려있지 않
음. 
 
•  용할 수 있는  (적합한) 배터
리가 없음.

• 매뉴얼을 보십시오(제8.1장). 
 
 
• 1000 mAh의 AAA NiMH 재충
전식 배터리 3개를 사용하십시
오(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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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증상)) 원인 대책
배터리함이 안닫힘 •배터리함 덮개에 손상이 있거

나 분실함 
• 스크류 드라이버에 손상이 있
거나 분실함

• Bausch에 문의하십시오
(support@occlusense.com)

OccluSense® 아이패드 앱과 디
바이스를 연결할 수 없음.

• 디바이스와 아이패드 앱을 연
결하십시오(제10.2.3장 참조). 
•디바이스를 공장 출하시 설정
으로 리셋하십시오(제19.2장 
참조). 

아이패드와 디바이스가 연결되
지 않음.

•WLAN(와이파이)설정 셋업이 
적절하지 않음.

• WLAN(와이파이)설정 셋업이 
적절하지 않음. 
• 아이패드 앱을 디바이스에 연
결하고(제10장) WLAN(와이파
이)계정 정보을 다시 입력하십
시오(제10장).

교합압 분포 기록을 시작할 수 
없음.

•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 
 
•  정기적으로 필요한 기능 테스
트(테스트 센서 사용)가 실행되
지 않았거나 실패함. 

•  등록 절차를 실행하십시오(제
10.2.4장 참조). 
 
•  테스트 센서로 기능 테스트를 
반복하거나 실행하십시오(제12
장 참조). 
 
• Bausch에 문의하십시오

(support@occlusense.com) 

OccluSense®-충전기
오류(증상) 원인 대책
충전기를 (로컬) 전원에 연결할 
수 없음.

•  대응하는 전원 플러그가 손
상되었나 분실됨.

• Bausch에 문의하십시오 
(support@occlusense.com) 

디바이스 배터리를 (적절히) 충
전할 수 없음.

•  배터리함에 배터리가 없음. 
• 배터리가 적절히 삽입되지 않
음. 
 
• 디바이스가 충전기에 적절히 
위치하지 않음. 
 
•  충전기가 놓여진 디바이스를 
인식하지 않음.

• 배터리를 배터리함에 삽입하
십시오(제8.1장 참조). 
 
 
• 충전기에 디바이스를 삽입하
십시오(제8.1장 참조). 
 
• 충전기에 디바이스가 적절히 
놓여져 있는지 또는 장애물은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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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luSense®-테스트 센서
오류(증상) 오류(증상) 대책
디바이스가 OccluSense® 테스
트 센서를 인식하지 않음

•  OccluSense® 테스트 센서가 
적절히 삽입되지 않음

• 디바이스에 테스트 센서가 적
절히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하
십시오(제12장 참조)

OccluSense®-센서
오류(증상) 오류(증상) 대책
디바이스가 OccluSense®  센서
를 인식하지 않음.

•OccluSense® 센서가 적절히 
삽입되지 않음. 
 
•  T사용된 OccluSense® 센서
에 결함이 있거나 조작됨. 

•디바이스에서 테스트 센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센서를 다시 놓으십시오(제
14.2장 참조). 
 
• 인식되지 않는 OccluSense® 
센서를 교환하십시오. 
 
• Bausch에 문의하십시오 
(support@occlusense.com)

취급
오류(증상) 오류(증상) 대책

몇번의 기록 후에 디바이스가 
꺼짐

•  배터리함에 적합한 배터리가 
삽입되지 않음 
 
•  배터리에 결함이 있음

• 매뉴얼을 보십시오(제8.1장 
참조) 
 
• 1000 mAh의 NiMH 재충전식 
배터리 3개를 사용해서 교환하
십시오(제8장 참조)

기록이 다른 환자에게 할당됨 • OccluSense® 아이패드 앱에
서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환자
가 아닌 다른 환자가 활성화되
어 있음

•  OccluSense® 아이패드 앱에 
환자 파일을 작성합니다(제
13.2장 참조).  
•  OccluSense® 아이패드 앱에
서 환자를 활성화하십시오(제
14.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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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20 세척 및 소독 
 
OccluSense® 시스템의 부품(디바이스, 충전기, 테스트 센서)을 다
루고 난 후에는 위생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RKI(Robert Koch Insti-
tute) 및 약물 및 의료기기 공과대학(BfArM)의 의료기기의 위생적인 
재가공에 대한 필요조건과 병원 위생 및 감염 위원회(KRINKO)의 
권고” Bundesgesundheitsblatt 2012 - 55:1244-1310 손상된 시스템 
부속품을 재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증 기간이 종료된 경
우에는 적절히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시스템 부속품은 충분한 소독과 세척 작업을 거쳐서 방진 상
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조건: 

온도 범위 0°C ... +80°C 
상대습도 20% ... 90% 
기압                       500hPa ... 1060hPa 

 

20.1 디바이스 
 
사용하고 2시간 이내에 디바이스를 세척 및 소독하십시오: 
1.홀드 버튼 1(분홍색)을 2초 이상 눌러서 디바이스의 전원을 끕니
   다. 또는, 약 4초 후에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2. 디바이스에서 센서를 제거하고 공식 폐기 규정에 따라서 폐기합
   니다(제24장 폐기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3. 타액 등으로 오염된 경우, 젖은 천으로 표면을 닦아내고 건조시
킵 니다. 
4. 디바이스에 손상이 없는지를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5. 소독 티슈로 (센서 아래 센서 뚜껑 부분도 포함한)표면을 소독합
   니다. 
-   권장 소독 티슈: Kanizid Microspray -Kaniedenta의 AF 퀵 소독 
   티슈나 그에 적합한 소독약 
-  비고: 청정제 및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소독약은 단백질 고정 예
   방을 위한 세척 및 소독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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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충전기 
1. 전원 공급 시스템에서 충전기를 분리합니다. 
2.  제20.1장의 3~5 단계에 따라 진행합니다. 
 

20.3 테스트 센서 
제20.1장의 3~5 단계에 따라 세척 및 소독을 실행합니다. 
  

20.4 재사용 가능성 
제품 수명은 제품 사용으로 인한 마모, 파손 및 손상 등에 따라 다르
며, 빈번한 재사용은 OccluSense® 시스템의 부속품에 대해서 어떠
한 영향이나 제한도 없습니다.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속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시하고 사용한 결과도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
니다. 
 
 

 

 

 

 

비고  
세척 및 소독제의 제조업자의 지시는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

다. 특히 사용 농도와 적용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OccluSense® 시스템의 부속품은 기계 세척 및 열소독 처리•
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척 및 소독 중에는 배터리함 덮개를 닫아야 합니다. •

세척 및 소독 전에는 디바이스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

소독한 제품의 접촉 시간을 준수하고 이 시간 동안에는 장치•
를 켜지 마십시오. 

OccluSense® 센서는 1회용 의료기기이므로 재사용하지 마•
십시오.



유지관리 

21 배터리, 전기 안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1.1 일반 

OccluSense®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하루에 한번(사용하는 경우) 기능 테스트 형식으
로 보정해야 합니다. 기능 테스트가 제11장 및 제12장 “안전 확인& 
기능 테스트”에 설명된 대로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유지보수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바이스 기능 테스트 중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OccluSense®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는 제19장을 참조하십시오. 
 

 
 
 

21.2 배터리 교환 
 

 
 

주의 
시스템을 수리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

파손된 부품이나 대체 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
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
져야 합니다. 

•

1. Torx IP 6 스크류 드라이버(부속품)을 
사용해서 배터리함 덮개의 나사를 느슨
하게 풀어주고 배터리함 덮개를 분리합
니다. 
배터리함 덮개의 나사는 고정형 나사이
며, 배터리함 덮개를 연 후에도 나사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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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터리를 빼서 공식 폐기 규정에 따
라서 폐기합니다(제24장 참조). 
 
 

3. AAA NiMH 새 충 전 기 (용 량 이 
1000mAh 이상)를 배터리함 내부의 
마킹을 참조하며 적절히 배열합니다.

4. 배터리함 덮개를 집어 넣고 손으로 
나사를 조입니다. 
 

주의 
배터리를 반대로 집어 놓으면 발열되어서 기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
있습니다. 

배터리함의 마킹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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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OccluSense® 시스템은 디바이스 펌웨어와 
OccluSense® 아이패드 앱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디바이스 펌웨어 또는 OccluSense® 아이패드 앱 업데이트가 제공
되면 업데이트 알림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 및 
설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Settings(설정)" -> "Handheld Firmware(디바이스 펌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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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22 운반 및 보관 

OccluSense® 시스템의 보관 기간이 길어질 경우, 디바이스에서 배
터리를 분리하고 시스템 케이스(부속품)의 다른 시스템 부속품과 
함께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시스템 운반에도 동일하게 적
용됩니다. 
운반 및 보관 조건: 

온도 범위                              0°C ... +80°C 
상대 습도                              20% ... 90% 
기압                                      500hPa ... 1060hPa 

 

23 예상 수명 

디바이스의 예상 수명은 5년입니다. 
센서의 만료 기간에 대해서는 포장의 라벨을 보십시오. 
 

24 폐기에 대한 설명 

OccluSense® 시스템의 부속품(디바이스, 충전기, 테스트 센서) 및 
OccluSense® 센서는 해당 공식 폐기 규정에 따라서 처분해야 합니
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전식 배터리: EU 지침 2006/66/EC; 배터리 및 축전지의 판매, 회
수 및 친환경 폐기에 관한 법률(Battery Act-BattG) 
디 바 이 스 (배 터 리  없음 ), 충 전 기  및  테 스 트  센 서 : EU 지침 
2012/19/EU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WEEE);전기전자제
품의 판매, 회수 및 친환경 폐기에 관한 법률(ElektroG) 
OccluSense® 센서(“일반”): 일반 폐기물의 처분 
OccluSense® 센서(“오염”, 예를 들어 HIV나 간염): TRBA 250에 따
른 처분 
 

25 전자파 적합성 

이 시스템의 제조업자가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은 개조 또는 변경은 
장치나 시스템의 배출량을 증가시키거나 외부 환경에 대한 시스템
이 민감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해당 EMC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 및 검증되었습니
다. 제8, 10, 12, 15장에서 설명한 경우에만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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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증 

모든 제품의 부속품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의 법적 보증이 적용됩
니다. 배터리 기능에 대한 보증도 12개월입니다. 
 
이 보증 대상은 자재 및/또는 처리 불량에 의한 수리도 포함하고 있
습니다. 부적절한 사용, 세척 및 소독, 공인되지 않은 서비스, 수리 
제공자 또는 수리자 본인의 서비스나 수리 시도에 의한 파손에는 보
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밖에는 Dr. Jean Bausch GmbH & Co. KG 의 일반규약 및 조건이 
적용됩니다. 
 

27 고객 서비스  

메뉴 “도움” 밑에 위치한 고객 지원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해 주십시오. 신청 양식을 통해 고객 지원 팀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요구됩니다. 
 

 
 
또는 저희 고객지원 시스템 help.occlusense.com 에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모바일 지원: 
 

독일 & 유럽: +49-221-982 59010 (multilingual) 
미국:         +1 (844) 633-4002 
일본:      +81-50-3101-4161  

 
Dr. Jean Bausch GmbH & Co. KG 
Oskar-Schindler-Straße 4 
D – 50769 Köln 
GERMANY 
www.occlusense.com 
help@occluse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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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유부품  
- 충전기                                BK 5002 
- 배터리함 덮개                     BK 5001-3 
- 테스트 센서                        BK 5011 
- 스크류 드라이버r                BK 5012 
- 전원 어댑터 유럽                BK 5003 
- 전원 어댑터 미국/일본        BK 5004 
- 전원 어댑터 영국                BK 5005 
- 전원 어댑터 호주                BK 5006 
- 전원 어댑터 중국                 BK 5007 

 
29 사고 통지 

 

 

 
 

 

 

 
 

 

비고 
OccluSense® 시스템의 적용과 관련된 심각한 사고는 Dr. •
Jean Bausch GmbH & Co. KG [info@occlusense.com] 및 EU 
가맹국의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고 
OccluSense® 시스템은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입니다•
. 그러나, 오작동으로 인해 교합압이 잘못 표시될 수 있습니
다. OccluSense®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만을 기반으
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
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표시
된 교합압 기록의 수치에서는 절대력(절대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교합압의 기록은 상대적인 값을 나타냅
니다. 



30 Declaration of 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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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Conformity 
 
The manufacturer of the products according to this declaration is: 
 

Dr. Jean Bausch GmbH & Co. KG 
Oskar-Schindler-Straße 4 

50769 Cologne 
Germany 

 
 

Directives and standards to which the conformity is declared: 
 

Directive 93/42/EEC (MDD) 
Directive 2007/47/EC 
Directive 2014/53/EU 

EN 60601-1:2006 + A1:2013 
EN 60601-1-2:2007 

EN 60601-1-6:2010 + A1:2015 
EN 62304:2006 + A1:2015 

 
 

Products for which this conformity is declared: 
 

Bausch OccluSense Set BK 5000 
Bausch OccluSense Handheld BK 5001 
Bausch OccluSense Sensors BK 5025 
Bausch OccluSense Sensors BK 5035 

 
 

Product classification: 
 

Class I according to directive 93/42/EC including directive 2007/47/EC annex IX, rule 5 & rule 12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according to: 
 

Annex VII of the directive 93/42/ECC (MDD) 
 
 

Dr. Jean Bausch GmbH & Co. KG hereby declares that the products mentioned above, meet the require-
ments of the Directive 93/42/ECC (MDD) and the Directive 2007/47/EC for medical devices as well as the 
Directive 2014/53/EU for radio equipment. 
 
The technical documentation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for verification of compliance of the above men-
tioned directives and standards is documented in part A and B of the technical file and is available for the 
regulatory authorities for medical devices.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This declaration is valid from 2020-05-26 to 2021-05-2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ed by: André Bausch 
Position: General Manager of Dr. Jean Bausch GmbH & Co. KG 
 
Date of signature: 2020-05-26 
Place of signature: Cologne - Germany 
 

Dr. Jean Bausch GmbH & Co. KG 
Oskar-Schindler-Str. 4 
D-50769 Köln - Germany 
Tel:   +49 (221) - 70 93 6-0 
Fax: +49 (221) - 70 93 6-66 
www.bauschdental.com



The OccluSense®는 무선 네트워크 송신 모듈을 포함합니다 

마이크로칩 ATWINC1500-MR210PB은 에 정식 등록 되어 있습니
다:  
 
미국  

Contains FCC ID: 2ADHKATWINC1500  
 

이 기기는 FCC 규칙 15조에 따라 B급 디지털 기기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는지 시험되었습니다.주거 생활용 기기의 유해한 영향으로
부터 합리적으로 보호 받도록 설계된 규제입니다. 이 기기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방출 시키거나 이용 할 수 있으므로 지시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무선 통신에 방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한 설치 작업을 하는 동안 방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기가 라디오나 티비 수신에 방해를 줄 경우, 전원을 껐다 다시 
켜기를 권장하며, 혹은 다음 사항을 따르십시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이동합니다 
• 기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리합니다 
• 기기를 수신기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 판매자 혹은 라디오 및 티비 기술자에게 상의 하십시오 
 
캐나다 
송신기 모듈 IC 포함: 20266-WINC1500PB  
 
미국 & 캐나다  

 
 
유럽 
ATWINC1500-MR210PB 모듈은 R&TTE 지시 평가 라디오 모듈듈
의 평가를 통해 CE 마크를 받았으며 완제품에 사용 되기 위해 제조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일본 

007 – AD0199 
 
인도 
ETA 인증서 번호: NR-ETA/5411-RLO(NR) 
 
브라질

83

02560-19-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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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Jean Bausch GmbH & Co. KG 
Oskar-Schindler-Straße 4 
D-50769 Köln - Germany 
Tel: +49-221-70936-0 
Fax: +49-221-70936-66 
info@bauschdental.de 
www.bauschdental.de 
 
Bausch Articulating Papers, Inc. 
12 Murphy Drive, Unit 4 
Nashua, NH 03062, U.S.A. 
Tel: +1-603-883-2155 
Tel: 888-6-BAUSCH 
Fax: +1-603-883-0606 
info@bauschdental.com 
www.bauschdental.com 
 
Bausch Articulating Papers (Australasia) Pty. Ltd 
ABN 73093760402 
G.P.O. Box 3733, Sydney NSW 2001, Australia 
Tel: +61-2-9345-1945 
Fax: +61-2-9345-1955 
info@bauschdental.com.au 
www.bauschdental.com.au 
 
Bausch Articulating Papers Japan K. K. 
2nd Floor, 1-4-2, Jonan, Ikedashi 
Osaka 563-0025, Japan  
Tel: +81 72-737-9501 
Fax: +81 72-737-9502 
info@bauschdental.jp 
www.bauschdental.jp 
 
Bausch Importacão de Materiais Odontológicos Ltda. 
Rua Paulo Eduardo Xavier de Toledo, 379 salas 8 e 9 
13304-240 Itu-SP, Brasil 
Tel: +55 11 3020-9263 
vendas@bauschbrasil.com.br 
www.bauschbrasil.com.br 
 
Bausch Articulating Papers Co., Ltd. 
#1004, The O Ville B/D 
344, Jong-Ro, Jongno-Gu 
Seoul 03114, Korea 
info@bauschdental.kr 
www.bauschdenta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