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이 편리하고 누구든지 쉽게  

설치가 가능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초경량 접이식 체성분분석기

BC300
Medical Diagnostic Device

www.accuniq.com



ACCUNIQ

ACCUNIQ 
HUMAN HEALTH&  
Longevity

+

아큐닉은 의료진단기기 전문 브랜드로서  

정확하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몸의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객 만족을 우선으로 하며 첨단 기술과 

꾸준한 연구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Crazy Fit, Incredible Life 

오직 한 가지 열망, 완벽한 몸!

Brand Introduction



ACCUNIQ

ACCUNIQ 
HUMAN HEALTH&  
Longevity

회사 연혁 및 대표 수상실적

2016  (주)셀바스헬스케어로 사명 변경, KOSDAQ 상장

2015  세계 최초 양팔혈압계 미국 FDA 승인

2014  제1회 국민행복 IT융합 명품 국산의료기기 대상, 독일 피트니스 잡지  

 ‘헬스&뷰티’가 뽑은 2014년 분석·진단 시스템 분야 인기상

2010  첨단벤처기업 대상

2006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청장상

2005  제13회 대한민국기술대전 동상, 벤처디자인상 은상,  

 제35회 정밀기술진흥대회 동탑산업훈장 수훈

2004  세계일류상품 선정-체지방측정기(산업자원부)

2003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청장상

2001  무역의 날 국무총리상, KGMP(우수 품질 제조 인증) 취득

2000  리더스벤처 최우수상,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분 당사 방문

1999  전국벤처기업대상 대통령상, 세계일류기업 선정

셀바스헬스케어가 획득한 국제인증 마크, 특허 및 수상내역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세계일류상품 
선정

코스닥 상장 기업CE 획득GoodDesign 
선정

미국 FDA 승인 

미국 특허 유럽 특허 중국 특허 한국 특허전국벤처기업대상
대통령 표창

동탑산업훈장 
정밀기술진흥대회

Brand Introduction



ACCUNIQ Product Introduction

아큐닉은 의료진단기기 
전문 브랜드로서 대학·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 요양원, 보건소,  
관공서 및 헬스장, 다이어트샵, 
휴게시설에 공급해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본체 무게 약 10kg의 이동이 용이한 체성분분석기

BC300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만든 초경량 접이식  

 체성분분석기입니다. 이동과 설치가 편리하여 3~5분 내로  

 누구든지 어느 곳이든 손쉬운 설치가 가능합니다. 

● 부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체지방량과 근육량 

신체 5부위(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의  

 부위별 체지방량과 근육량을 볼 수 있고, 특히 근육량은  

 운동선수나 재활환자 등 특정 부위의 근육량이나  

 근력 증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용하여 운동이나  

 재활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노력하는데 용이합니다.

●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가방

BC300은 언제 어디에서나 측정이 가능하도록  

 부드러운 천 타입의 전용가방과 이동용 끈과 바퀴가 있어  

 더욱 안전하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전용가방이 있습니다. 50cm 이내의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파손이 되지 않는 안전화된 설계 구조로 체중계의  

 프레임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BC300은 특수한 구조로 만들어진 

초경량 접이식 체성분분석기로  

이동이 편리하여 활용성이 좋고,  

더욱 정밀한 신장의 측정으로  

정확도를 높여 분석합니다. 

ACCUNIQ Product Introduction



초음파신장계  

신장 측정의 정밀도가  

높아져 체성분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Type BⅠ플라스틱 가방

크기 약 866x295x567mm

무게 약 6kg

측정 손잡이  

측정 손잡이에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 신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Type AⅠ천 가방

크기 약 815x215x410mm

무게 약 1kg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옵션

+
ACCUNIQ

혈압계 카트
혈압계 카트가 필요한 경우 지정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용 가방
천과 플라스틱, 2가지 타입으로  

이동이 용이하여 어디에서나 측정

이 가능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전용가방은 가방

을 끌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용 끈과 바퀴가  

있어 더욱 안전하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Product Introduction

써멀프린터

써멀프린터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한 인쇄가 가능합니다. 

초음파신장계
인공지능과 초음파센서의 거리  

측정 방식에 의하여 보다 정확한  

신장을 자동으로 빠르게 측정해 주는 기기로  

더욱더 정밀합니다.

전자동혈압계
당사의 전자동혈압계를 연결 

하시면 혈압과 비만, 체성분과의 

연계성 안에서 혈압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고혈압 환자의 체중조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USB 메모리
측정 데이터를 저장하면 PC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용결과지
소아성장곡선 등 소아의 성장 

상태를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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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혈압 Lt 125mmHg/Rt 111mmHg
Lt   65mmHg/

14mmHg 04mmHg

Rt   69mmHg
76 bpm

최저혈압

최고혈압 최저혈압

맥     박

오른팔과 왼팔의 혈압차이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전용 관리 페이지에

검사결과를 등록하시고, 검사결과 이력을

손쉽게 관리하세요.

2016. 9. 1

2016. 8. 1 61kg 15.5kg 41.8kg

60.1kg 15.1kg 41.9kg

SELVAS HEALTHCARE123 / 홍 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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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NIQ

다양한 결과항목 및 해설+

➐

Result Sheet



➊ 체성분 분석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의 측정 결과와  

 정상 범위를 표시합니다. 

➋ 골격근/지방분석
체중과 골격근량, 체지방량을 그래프로 표시하여 체중을 이루고 있는  

 골격근과 체지방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➌ 비만분석
비만 평가에 중요한 항목인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을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➍ 복부비만 분석
인체의 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인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장지방에 대해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➎ 부위별 체지방량/근육량
신체 5부위(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의 부위별 체지방량과  

 근육량 평가를 두 개의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➏ 체성분 변화
측정일을 비교 분석하여 볼 수 있도록 체중, 체지방량, 근육량을 표시합니다.

➐ 종합평가
체형판정, 신체연령, 기초대사량, 1일필요열량, 세포량을 알 수 있습니다. 

➑ 체중조절
권장체중과 체중, 근육, 지방의 각 항목에 대한 조절치를 제시합니다.

➒ 비만평가
B.M.I.와 체지방률을 단계별로 저체중, 표준, 과체중, 비만으로 평가하고,  

 비만도와 복부둘레를 알 수 있습니다.

➓ 임피던스 
주파수별, 부위별 임피던스를 표시합니다. 임피던스는 인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저항값으로 측정자마다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➓ 혈압분석 
아큐닉에서 제공하는 혈압계를 연결할 경우, 측정된 혈압 데이터를 표시 

 합니다. 비만과 혈압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어 진단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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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용 결과지(옵션)



ACCUNIQ Clinical Information

체성분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 영상법(MRI),  

수중 밀도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는 지방, 근육, 뼈 이렇게 세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정확한 체성분 분석값을 제공하면서 방사선 피폭 면에서도 안전하기 때문에  

현재 Gold standard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큐닉은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임상전문기관 IHT에서 DEXA와의 정확도 검증을 위한 임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DEXA와의 높은 상관도로 체성분 측정의 정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DEXA의 결정계수(R2)는 1이며, 분석된 아큐닉의 결정계수(R2)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습니다.

※미국 임상시험 IHT센터에서 DEXA와 X-SCAN PLUS 970의 임상을 통해 그 정확도가 입증되었고, 자사 장비간의 높은 상관도로 측정 정확성을 보증함. 

DEXA 측정 값과 높은 일치도+

Mean±SD Mean±SDMean±SD

-0.4±0.7 0±0.3-0.4±0.20.17 0.990.06

p-value p-valuep-valuep-value 설명 p-value 설명p-value 설명DEXA-
ACCUNIQ

체지방률(%)

DEXA 체지방률
= 아큐닉 체지방률

DEXA 체지방률
= 아큐닉 체지방률

DEXA 체지방률
= 아큐닉 체지방률

체지방량(kg) 제지방량(kg)

체성분 Paired T-test 분석

BC720 BC510 BC360

0.9967 0.9949 0.9962

자사장비간 상관도
(X-SCAN PLUS 970기준 R2값)

제지방량

DEXA X-SCAN PLUS 970선형 (DEXA) 선형 (X-SCAN PLUS 970)

PBF-DEXA, X-SCAN PLUS 970

60.0

60.0

50.0

50.0

40.0

40.0

30.0

30.0

20.0

20.0

10.0

10.00.0

R2= 1 

R2= 0.9532



다주파수 측정

아큐닉은 1kHz~1000kHz사이의 최대 6개 주파수

를 사용하여 세포 내수분과 외수분, 전체 체수분량을 

모두 정확히 측정해 낼 수 있습니다. 100kHz보다  

낮은 주파수는 세포막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세포  

밖의 수분을 측정하는데 활용하고 100kHz이상의  

높은 주파수는 세포막을 뚫고 흐르기 때문에 전체  

수분량을 측정하는데 활용됩니다.

ACCUNIQ Clinical Information

8점 터치식 전극법 사용

아큐닉은 구성이 복잡하지만 정확도가 높은 

8점 터치식 전극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 손과 양 발, 혹은 양 손과 양 발목에 각각 

8개 전극을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체성분을 

분석합니다.

High

Low



400mm 735mm

890mm

2250mm

845mm

모델명

측정방법

주파수범위

측정부위

결과항목

소비전력

측정전류

공급전력

표시방법

입력장치

전송장치

인쇄장치

크기

장비중량

측정범위

측정시간

입력신장

측정체중

측정연령

사용범위

보관범위

ACCUNIQ BC300

8개 접촉 전극을 이용한 4전극법

5, 50, 250kHz

전신, 부위별 측정(오른팔, 오른다리, 왼팔, 왼다리, 몸통)

체성분결과지

체중, 표준체중, 제지방량, 체지방량, 근육량, 단백질, 무기질, 체수분량,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복부비만율, 복부둘레, 

내장지방레벨, 내장지방면적, 조절가이드(체중·체지방량·근육량조절치), 체성분변화, 체형평가, 기초대사량, 1일필요열량, 

신체연령, 부위별 근육량·체지방량 및 평가, 임피던스, 혈압(혈압계 연동시), 신장(초음파신장계 연동시)

소아용결과지(옵션)

체중, 표준체중, 제지방량, 체지방량, 피하지방량, 골격근량, 근육량, 단백질, 무기질, 체수분량, 세포내수분, 세포외수분,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복부비만율, 체형, 비만도, 소아성장곡선(키, 몸무게), 체세포량, 기초대사량, 1일필요열량, 신체연령, 

영양평가, 체성분변화, 부위별 근육량, 부위별 체지방량, 연구항목(부위별&주파수별 임피던스), QR 코드

60VA

약 280μA이내

입력(AC 100~240V, 50~60Hz), 출력(DC 12V, 5A 아답터)

7인치 와이드 컬러 LCD

키패드, PC원격입력

USB단자

USB단자(제조자 지정 프린터), 써멀프린터(옵션)

본체 400×735×890mm(W×D×H±10mm) | 본체+신장계 400×845×2250mm(W×D×H±10mm)

약 10kg(본체), 약 15kg(신장계 연동시)

100~950Ω

약 1분

50~220cm

10~200kg

1~99세

온도 +5~+40℃, 습도 15~93%(non condensing)

온도 -25~+70℃, 습도 93% 미만(non condensing)

ACCUNIQ BC300 제품사양

※외관과 사양은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의료진단기기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옵션 장비

로고 표시

ID 입력

다양한 결과지

체중오프셋

옷무게보정

인쇄위치

체중계 모드

측정결과 확인

초음파신장계, 전자동혈압계, 소아용결과지, USB 메모리, 써멀프린터, 전용가방(천 or 플라스틱)

결과지에 병원명, 주소, 연락처 및 로고 기재 가능

영문, 숫자, 띄어쓰기 포함 20자 입력 가능

체성분 결과지, 소아용 결과지(옵션)

체중계의 측정값을 보정

입고 있는 옷의 무게를 보정

인쇄 내용이 전용지에 맞도록 상·하, 좌·우로 조정

체중계로만 사용 가능

ACCUNIQ MANAGER

셀바스헬스케어는 자원메디칼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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