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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 
이 사용 설명서설서설 HydroGraph 소소소소소소 사용사사 IDA-1S 및 
IDA-5(제제)설서에 테테소소 제소사설 방방설 대대 설명설설설. 자자자 제제 작작 
지지 및 중개자 안안 정정설 제제에 사용자 설명서소 참참사참참참. 

제제설 사여 채채이 설설설소 있설 경경설설 설설설소 있설 모모 채채설 대자 
그그소그 자 번설 HydroGraph설 표참표설설. 그림 1을 참참사참참참. 

 
hwh28.bmp 

그림 1. 주 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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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테시 개요 사사: 

• Windows XP, Windows 7(32 또설 64비소), Windows 8(64비소)  

• 1GB RAM, 500MB에 사용 그가자 디테디 공공  

• CD 드드이드(설설 참 필개) 

• USB 포소 

참참 
안전 절절 기가(특특 노소노에 경경)은 제제제에 연연을 방대방 수 
있있있있 대해 기가을 비비비화대비 설설설. 연연이 끊소지설 경경 
제제이 꺼꺼 때때지 진진 중중 테테소그 계계표설설. 안전이 켜지화 
제제설서 연제소 복요설설설. 그여화 대해 연제소 HydroGraph있 
불여불 수 있있설설. 

HydroGraph 연연 
1. 소소소소소소 참작방 때설설 모모 채채설서 제제이 비비화설지 않않않 대비 
설설설. IDA-5설서 Status All Channels(모모 채채 상상) 화화있있 이작설설설.  

2. PC설서 HydroGraph 응용 소있그프을 참작설설설. 

3. 제공제 USB 케이케을 사용사사 제제을 PC설 연연설설설. HydroGraph설서 
PC설 연연제 제제을 감지설설설. 

4. 제제을 처처 PC설 연연자 경경 Connection(연연) 대화 상자에 왼왼제 참오왼 
상자설서 장설 이이을 선선설설설. 그여화 HydroGraph설서 연연 데이데소 
유지설설설.  

HydroGraph 테테소 참작 
대해 채채 창설서 Test Setup(테테소 설정) 버버을 클클사사(그림 2 참참) Test 
Setup(테테소 설정) 대화 상자소 표참설설설. 설처 섹섹설서설 각 테테소 유유을 
참작사설 방방설 대대 설명설설설.  

 
hwh29.bmp 

그림 2. 테테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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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이 테테소 
1. Flow(흐이) 탭을 선선설설설. 그림 3을 참참사참참참. 

 
hwh30.bmp 

그림 3. Flow Setup(흐이 설정) 대화 상자 



HydroGraph 소소소소소 
사용 설명서 

4 

2. 테테소설 대자 데이데소 입입사참 OK(확중)소 클클설설설. 주사기 기기(그림 
4 참참)설 준비 작작이 필개사설설 것을 나나나설설. 

 
hwh31.bmp 

그림 4. 소드프 표참기 

3. 채채을 준비설설설. 채채이 준비설화 주사기 기기그 사드지사 Start 
Channel(채채 참작)(녹녹 플그그) 버버이 비비화표설설(그림 5 참참). 

4. Start Channel(채채 참작) 버버을 클클사사 테테소소 참작설설설. 

 
hwh32.bmp 

그림 5. Start Channel(채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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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 테테소 
1. Occlusion(막막) 탭을 선선설설설. 그림 6을 참참사참참참. 

 
hwh33.bmp 

그림 6. Occlusion Test(막막 테테소) 대화 상자 

2. 테테소설 대자 데이데소 입입사참 OK(확중)소 클클설설설. 제제이 준비 
상상그 설화 Start Channel(채채 참작) 버버(녹녹 플그그)이 비비화표설설. 

3. Start Channel(채채 참작) 버버을 클클사사 테테소소 참작설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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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 이중 흐이 테테소(IDA-5설 자한) 
1. PCA / Dual Flow(PCA / 이중 흐이) 탭을 선선설설설. 그림 7을 참참사참참참. 

 
hwh34.bmp 

그림 7. PCA / Dual Flow(PCA / 이중 흐이) 대화 상자 

2. 테테소설 대자 데이데소 입입사참 OK(확중)소 클클설설설. 

3. 흐이 테테소 섹섹에 설명대있 제제을 준비사참 테테소소 참작설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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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플템 제소 테테소(IDA-5설 자한) 
1. Template(시플템) 탭을 선선설설설. 그림 8을 참참사참참참. 

 
hwh35.bmp 

그림 8. Template(시플템) 대화 상자 

2. 주입 장설 데이데소 입입사참 목않설서 시플템을 선선설설설. 

3. OK(확중)소 클클설설설. 시플템에 각 단계설 작동자 유유에 수작 테테소처테 
참작설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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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raph 테테소 중지 
테테소그 완완완 때때지 기설기기나 Stop(중지)을 클클사사 테테소소 
종완설설설. 연제소 저장 및 중인사참 각 꺼질설 Yes(예) 또설 No(아설개)있 
답사드설 메참지그 표참표설설. 

연제 불여참기, 정기 및 중인 
File | Test Records(파동 | 테테소 기않)소 선선사기나 상단 않요 모처설서 을 
클클사사 Test Records(테테소 기않) 대화 상자소 엽설설. 저장제 기않이 최최 
기않제 한함 상단설 표참표설설. 표 1설설 Test Records(테테소 기않) 대화 상자소 
사용사설 방방이 설명설소 있있설설. 

표 1. Test Records(테테소 기않) 대화 상자 기가 

hwh36.bmp

기가 소있자테 

정정 순서 변경 정정 기준있있 사용방 열 제목을 클클설설설. 순서소 반대있 사하화 
설참 클클설설설. 

테테소 연제 열기 테테소 연제설 대자 확중확을 선선자 설처 OK(확중)소 클클사기나 
테테소 연제 줄설서 아아 곳이나 두 번 클클설설설. 

테테소 연제 삭제 테테소 연제소 선선자 설처 Delete(삭제)소 클클설설설. 

그그소그 표 데이데 공에 정기 안전 View Data Table(데이데 표 정기) 버버을 클클설설설. 그림 9을 
참참사참참참. 

그그소 또설 데이데 중인 File | Print(파동 | 중인)소 선선사기나 않요 모처설서 Print(중인) 
버버을 클클설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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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h37.bmp 

그림 9. 흐이 테테소 - 그그소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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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매개변수 
HydroGraph설 대자 기기 매개변수소 설정방 수 있있설설. 주 메메설서 Control | 
HydroGraph Parameters(제소 | HydroGraph 매개변수)소 선선설설설. 그림 
10은 기기 매개변수 대화 상자소 정사 줍설설. 필드설 대자 설명은 표 2소 
참참사참참참. 

 
hwh138.bmp 

그림 10. Default Parameters(기기 매개변수) 대화 상자 

표 2. Default Parameters(기기 매개변수) 필드 

매개변수 설명 

Header 1(헤헤 1), Header 
2(헤헤 2), Header 3(헤헤 3) 

이 자 줄은 모모 정참서설 중인표설설. 첫 번번 줄설설 기기에 이이이 
참않않 사참참참. 

File Path(파동 경있) 

Set File Path(파동 경있 설정) 

HydroGraph설서 테테소 연제소 저장사설 경있 유유제 파동 경있 
이이입설설. 

Default Path(기기 경있)소 선선사사 파동 경있소 HydroGraph그 
설설제 Windows 버안에 기기 위설있 설정설설설. 

• Windows 7에 경경: C:\Users\Public\HydroGraph 

• Windows XP에 경경: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Application Data\HydroGraph 

Network Path(네소네디 경있)소 선선사사 파동 경있소 네소네디 
폴헤있 설정설설설. 폴헤설 대자 읽기/쓰기 액자테 권자이 있소비 
설설설. HydroGraph그 두 개 이상에 PC설 있설 경경설설 공용 위설설 
연제소 그가그 정기방 수 있있설설. 

Custom Path(사용자 지정 경있)소 선선사사 파동 경있소 있로 
컴컴데에 폴헤있 지정설설설. 

Default Flow Tolerance(기기 
흐이 허용 참차) 

흐이 그그소에 제자선설 대자 기기 흐이 허용 참차 백백백입설설. 개개 
테테소설서 이 설정을 재정에방 수 있있설설. 



 전격 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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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efault Parameter(기기 매개변수) 필드(계계) 

매개변수 설명 

Graph Line Width(그그소 
줄 너비) 

화화설 표참설설 그그소 줄에 너비입설설. 최최화제 정기소 위대 이소 
변경방 수 있있설설. 

Default Pressure 
Units(기기 압입 단위) 

막막 테테소설 사용설설 압입 단위소 설정설설설. 단위설 mmHg, kPA 및 
psi입설설. 개개 테테소설서 이 설정을 재정에방 수 있있설설. 

제제설서 그가참기 
제제이 연연설화 Control | Import(제소 | 그가참기)소 선선사기나 을 
클클설설설. Records(기않) 탭이 선선제 상상있 Import Items(사목 그가참기) 
대화 상자그 표참표설설. 표 3설설 제소설 대대 설명설소 있있설설.  

표 3. Import Items(사목 그가참기) 설정 

 
hwh40.bmp

컨소컨 설명 

Get List(목않 그가참기) 제제설 저장설소 있설 테테소 연제 목않을 그가가설설. 개개 기않을 
선선사하화 선선제 상자소 클클설설설.  

Select All(모두 선선)  모모 기않을 선선설설설. 

Unselect All(모두 선선 취소) 모모 기않을 선선 취소설설설. 

Import(그가참기) 선선자 기않을 모두 그가가설설. 

Template(시플템) 탭(IDA-5) 이 탭을 사용사사 IDA-5설서 HydroGraph있 시플템 정에소 
그가가설설. 선선 방방은 기않을 선선사설 경경그 작동설설설. 

Import User Notes(사용자 
노소 그가참기) 탭(IDA-5) 

이 탭을 사용사사 IDA-5설서 사용자 노소소 그가가설설. 사용자 노소설 
PC설 텍테소 파동있 저장설소 있있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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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있있 내정내기(IDA-5설 자한) 
제제이 연연설화 Control | Export(제소 | 내정내기)소 선선사기나 을 
클클설설설. Templates Selection(시플템 선선) 탭이 선선제 상상있 Export 
Items(사목 내정내기) 대화 상자그 표참표설설. 표 4설 탭설 대대 설명설소 
있있설설. 

표 4. Export Items(사목 내정내기) 탭 

hwh39.bmp

탭 설명 

Template Selection(시플템 선선) 선선자 시플템을 내정나설설. 시플템을 선선사참 
Export(내정내기)소 클클설설설. 

Export Instruction Manual(지지 
설명서 내정내기) 

IDA-5 공공작공설서 제공사설 사용자 지지을 내정나설설. 

Export User Notes(사용자 노소 
내정내기) 

사용자 노소소 내정나설설. 자 장소설 있설 사여 IDA-5 제제 
공설 사용자 노소소 공유사하화 Import User Notes(사용자 노소 
그가참기) 기가제 한함 사용사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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