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심전도감시기
(관련 규격: IEC 60601-2-27:2011)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A26020.01 심전도감시기(이하 “ME기기”라 함)에 적용된다.
이 규격은 구급차 및 항공 운송과 같이 병원 환경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병원 환경 내에서 사용하는 ME기기에 적용된다. 이 기준규격은 병원 환경 내에서 사용하는
ECG 원격측정 시스템에도 적용된다.
구급차 및 항공 운송과 같은, 병원 환경 외부의 극단적인 환경 조건이나 또는 통제가
어려운 환경 조건 하에서의 사용을 의도한 ME기기는 이 개별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ME기기에 추가적인 규격이 적용될 수도 있다.
※ 비고: 이 규격은 가정용 심전도 감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자는 이 규격의
관련 절을 그들의 의도한 사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보행감시(“홀터”) 모니터, 태아 심박수 감시기, 맥압 혈량 측정 장치 및 기타 ECG 기록
장치는 이 규격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정의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의료기기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체 또는 추가시킨다.
대체:
2.1. 심전도(ECG) 감시기(electrocardiographic (ECG) monitoring equipment)
ME기기
한 환자의 심장 활동 전위를 감시 및/또는 기록하고 결과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전극,
리드선 및 연결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 비고: 한 환자의 데이터와 관련된 표시장치를 포함하는 ECG 원격측정 전송장치 및 수신
장치는 ME기기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ECG 원격측정은 원거리에 있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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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런 원거리 표시장치의 구현은 종종 여러
환자들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여주지만, 각 환자의 데이터를 표시장치 상에서
논리적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추가 정의
2.2. 동상 모드 제거(CMR) (common mode rejection)
전극 임피던스 불평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환자 케이블 및 전극, 고주파 필터, 보호
네트워크, 증폭기 입력 등을 포함하는 ME기기의, 증폭기 입력 간 차분 신호(차동 신호)와
증폭기 입력에 공통인 신호(동상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2.3. 전극(electrode)
신체 특정부위에 접촉해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검출하는 센서
2.4. 심전도(ECG) (electrocardiogram)
1개 이상의 리드선을 시간에 따라 도표로 표현
2.5. 이득(gain)
입력 신호 진폭에 대한 출력 신호 진폭의 비
※ 비고: 이득은 mm/mV로 표현한다.
2.6. 이득 표시기(gain indicator)
임상 조작자가 ECG 입력 신호의 진폭을 시각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적
표시장치 또는 비영구적 표시장치 상의 도표 표시
2.7. 리드(lead)
전극 사이의 전압
2.8. 리드 선택기(lead selector)
특정 리드를 선택하는 시스템
2.9. 리드선(lead wire)
환자 케이블 또는 ME기기를 전극과 연결하는 케이블
2.10. 중성 전극(neutral electrode)
차동 증폭기 및/또는 간섭 억제 회로를 위한 기준점으로서, 리드 계산을 위한 사용을
의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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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중성 전극은 때때로 기준 전극이라고도 함.
2.11. 잡음(noise)
심전도에 존재하는 모든 주파수의 원치않는 신호
2.12. 비영구적 표시장치(non-permanent display)
심전도(ECG)를 비영속적으로 표현
※ 비고: 비영구적 표시장치의 예로는 움직이는 ECG 파형을 나타내거나 과도적인 ECG
파형을 표현하는 LCD 화면이 있다.
2.13. 환자 케이블(patient cable)
리드선을 ME기기에 접속하는데 사용하는 다선 케이블
2.14. 영구적 표시장치(permanent display)
심전도(ECG)를 영속적으로 표현
※ 비고: 영구적 표시장치의 예로는 ECG의 하드카피 인쇄물이 있다.
3. 시험규격

3.1.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기․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체 또는 추가시킨다.
4. 일반 요구사항
다음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4.에 따른다.
4.3. 필수성능
추가:
4.3.101. 필수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심전도 감시기의 필수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표 1에서 열거한 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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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필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항

심장충격기 보호

8.5.5.1

ME기기에 대한 전원/공급 전원의 차단

11.8

전지 소모에 대한 보호

11.8.101

ME기기의 필수성능

12.1.101

전기 수술기 간섭

6.2.101

심박수 경보 조건에 대한 경보 시간

6.6.2.103

동작 불능 ME기기를 표시하는 기술적 경보 조건

6.6.2.104

5. ME기기 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다음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5.에 따른다.
5.4. 기타 조건
추가: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제조자가 규정한 부속품 및 기록 재료를 사용해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내부전원을 가진 ME기기의 경우에, 시험결과가 내부전원 전압의 영향을 받는다면,
제조자가 규정한 가장 불리한 내부전원 전압을 사용해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시험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험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외부 전지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해도 좋다.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시험회로에 사용하는 값은 적어도 아래에 제시한 만큼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 저항기: ±1%,
- 캐패시터: ±10%,
- 인덕터: ±10%,
- 시험전압: ±1%
5.8. *시험 순서
개정:
이 기준규격의 8.5.5.1 및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8.5.5에서 요구하는 시험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8.7 및 8.8항에서 기술한 누설 전류 및 내전압 시험에 앞서,
- 598 -

그리고 이 기준규격의 11.6.5 및 12.1.101항에서 규정한 시험에 앞서 수행해야 한다.
12.1.101.7, 12.1.101.9 및 12.1.101.16 b)항에 대한 시험(이 순서대로)은 12.1.101의 나머지
항들에 대한 시험 이전에 수행해야 한다.
6. ME기기 및 ME시스템의 분류
다음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6.에 따른다.
6.2.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마지막 단락의 대체:
장착부는 CF형장착부로 분류해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1] 7.2.10 및 8.3 참조).
장착부는 내제세동형장착부로 분류해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1] 8.5.5 참조).
6.6. 가동모드
대체:
ME기기는 연속 가동으로 분류해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1] 7.2.11 참조).
7. ME기기 표식, 표기 및 문서
다음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에 따른다.
7.2.4. 부속품
추가:
7.2.4.101. 리드선의 표시
부정확한 접속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드선을 접속하는 환자 케이블은 표
2에서 규정한 식별자(전극 식별자 및/또는 색상 코드) 적어도 하나의 식별자로 영구
표시해야 한다. 착탈 가능한 리드선의 양단은 동일한 식별자로 영구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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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극 및 중성 전극의 위치, 식별 및 색상
코드 1
(일반적인 유럽
리드
방식)
시스
전극
전극
템
식별
색상 코드
자
사지
R
적색
L
황색
리드
윌슨
흉부
리드

프랑
크
리드

a)

코드 2
(일반적인 미국
방식)
전극
전극
식별
색상 코드
자

F

녹색

RA
LA
LL

백색
흑색
적색

C
C1
C2
C3
C4
C5
C6

백색
백색/적색
백색/황색
백색/녹색
백색/갈색
백색/흑색
백색/자색

V
V1
V2
V3
V4
V5
V6

갈색
갈색/적색
갈색/황색
갈색/녹색
갈색/청색
갈색/주홍색
갈색/자색

I
E
C
A
M
H
F

연청색/적색
연청색/황색
연청색/녹색
연청색/갈색
연청색/흑색
연청색/자색
녹색

I
E
C
A
M
H
F

주홍색/적색
주홍색/황색
주홍색/녹색
주홍색/갈색
주홍색/흑색
주홍색/자색
적색

N 또는
RF

흑색

RL

녹색

체표면 상의 전극 위치

우측 팔
좌측 팔
좌측 발
이동 가능한 단일 흉부 전극
흉골 우측 제4늑간 강
흉골 좌측 제4늑간 강
C2와 C4의 제5 늑골
좌측 쇄골 중선상의 제5 늑간 강
C4의 수평선에서 좌측
전액와선
C4의 수평선에서 좌측
중액와선
우측 중액와선 a)
전 중선 a)
전 중선 및 좌측 중액와선 사이 45도
a)

좌측 중액와선 a)
후 중선 a)
목 뒤
좌측 발
우측 발(중성 전극)

알려진 경우라면, 심실의 횡단 수준 높이, 그렇지 않으면 제5 늑간 강

7.9.2.9. 가동 설명
추가:
7.9.2.9.101. 사용설명서 추가 사항
a) 가동 설명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용 환경을 포함한 의도한사용 목적
2) 중성 전극을 포함한 전극의 도전성 부분 및 장착부와 관련된 커넥터는 접지를
포함한 어떤 다른 전도성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3) 적용될 경우에, 등전위화도선 접속을 위한 설명
4) *환자에게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때 취해야할 예방조치. 심장충격기방전이 ME기기
및 변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 심장충격기 보호를 위해 전극 리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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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케이블을 포함해, 제조자가 규정한 부속품이 필요하다는 경고. 이런
부속품(8.5.5.1 참조)의 사양(또는 타입 번호)을 공표해야 한다.
5) 전기수술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의 화상에 대해 ME기기가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는지에 관해, 임상 조작자에게 하는 조언. 전기수술기의 중성 전극
접속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화상 위해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극 및 리드선
등의 위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 비고: 여기에서 ‘중성 전극’은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46. 전기수술기
2.27에서 정의한 용어를 가리킨다.
6) 규정한 환자 케이블 및 리드선의 선택 및 응용, 전극의 선택 및 응용
7) *매일(임상 조작자에 의해) 및 계획된 일정(서비스 활동으로서)을 기준으로,
ME기기와 부속품을 시험하는 것에 관한 조언. 임상의가 어떻게 시각적 경보 신호
및 경보 신호음을 시험할 것인지에 역점을 둬야 한다.
8) 기술적 경보 조건에 관한 설명(6.8.101 참조)
9)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가동 또는 심장 부정맥이 심박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설명
10) 기본 설정(예: 경보 설정, 모드 및 필터)
11) 구비된 경우에, 경보 신호 비활성화 상태(경보 일시중지, 오디오 일시중지, 경보
꺼짐 또는 오디오 꺼짐) 또는 경보 리셋 기능을 원거리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배치 절차 (6.11.101 참조)
12) 문제해결을 위해 고장을 찾아내는 간단한 방법으로서, ME기기의 작동이
부정확해 보이는 경우에 임상 조작자는 이 방법으로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 비고: 이것은 기술적인 기능불량이 아닌 단순한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다.
13) ME기기가 제거하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진폭, 펄스 폭 및
오버슈트(12.1.101.13 참조)
14) 30초를 초과하는 공급전원의 차단 이후에 이어지는 ME기기의 가동 (11.8 참조)
15) 임상 조작자가 리드선 또는 모듈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에, 기술적 경보
조건을 위한 경보 신호를 불능화 시키는 방법에 관한 기술
16) 임상 조작자가 지속적으로 돌보지 않는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도한사용에
포함하는 경우에, 선호되는 경보 설정 및 경보 시스템 배치에 관한 조언
b) 다음의 성능 특성을 공표해야 한다.
1) 호흡 검출, 리드 탈락 검출 및 능동 잡음 억제. 호흡 검출, 리드 탈락 검출 또는
능동 잡음 억제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전류를 인가하도록 설계한
ME기기의 경우에, 제조자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파형(전압, 전류, 주파수 또는
다른 적합한 전기적 패러미터의 형태로)을 공표해야 한다.
2) 높은 T-파 제거 능력. 12.1.101.17항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최대 T-파 진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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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해야 한다.
3) 심박수 평균화. 분시 심박수를 계산하기 위한 평균화의 형식 그리고 적용될
경우에는, 표시장치의 갱신 속도를 공표해야 한다.
4) 심박수계 정확도 및 불규칙 율동 응답. 그림 1에서 기술한 교대성 ECG 복합체 A1
~ A4의 4가지 형식의 경우에, 20초의 ME기기 안정화 기간 이후에 표시된
심박수를 공표해야 한다.
5) 심박수 변화에 대한 심박수계의 응답 시간. 심박수계가 80 1/min에서 120
1/min까지의 계단형 상승 및 80 1/min에서 40 1/min까지의 계단형 감소에 대해서
새로운 심박수를 표시하는데 필요한 최대 시간을, ME기기의 갱신 시간을 포함해
초 단위까지 상세하게 공표해야 한다. 응답 시간은, 새로운 심박수의 첫 번째 QRS
복합체의 시점부터, 심박수계가 처음에는 (a) 계단형 상승에 대해 80 1/min
이상에서 심박수 표시의 37%를 판독하고, 120 1/min 이상에서는 안정상태 표시의
63%, 그리고 (b) 계단형 감소에 대해 40 1/min 이하에서 안정상태 표시의 63%를
판독하는 시점까지를 측정한다.
6) 빈맥 경보 시간. 정상적인 심박수를 80 1/min으로 설정하고 상한 경보 한계를 100
1/min 정도, 하한 경보 한계를 60 1/min정도로 설정한 후, 그림 1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심실 빈맥 파형 B1과 B2에 대한 경보 시간을 공표해야 한다. 두 파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ME기기의 경보 실패 역시 공표해야 한다. 또한, 이 파형들의
진폭이 표시 진폭의 1/2 및 2배일 경우에 이 파형들의 경보 시간을 공표해야
한다.
7)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제거 경고 라벨. 다음의 경고 또는 유사한 경고를
사용설명서에 표시해야 한다. “경고 – 인공 심장 박동기 환자. 심 정지 또는 일부
부정맥이 발생한 동안 심박수계는 심박수를 계속해서 셀 수도 있습니다.
심박수계의 경보 신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인공 심장 박동기 환자는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이 기기의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제거 능력
공표에 대해서는 이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12.1.101.13 참조)
8) 시각 및 청각 경보 신호 공표. 제조자는 경보 신호를 표시하는 위치(즉, 중앙
스테이션, 침대 옆, 또는 두 경우 모두), 색상, 크기 및 변조(점멸) 그리고 빈도
또는 기타 음향 특성의 설명을 공표해야 한다.
9) 내부 전원 ME기기. ME기기의 최소 가동시간을 공표해야 한다. 단 전지는 새
전지로서 가득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 충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정상사용 시의 소모된 상태에서 90% 충전될 때까지의 전지 충전 시간을 공표해야
하고, 적용될 경우에 전지 상태조절 방법을 공표해야 한다. 전지를 교제해야할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5.4.4.101항의 표시기 기능과 전지 충전 절차 역시 공표해야 한다.
10) 보조 출력. 구비된 경우에, 기타 장치를 보조 ECG 신호 출력에 적절히 접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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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관해 공표해야 한다. 제조자는 모든 보조 출력의 대역폭, 이득 및 전파
지연 시간도 공표해야 한다. 제조자는 체내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가 보조
출력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공표해야 한다(펄스의 포함 또는 부재, 그리고
증가한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가 ECG 신호로 압축되는지 여부).
11)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제거 불능화. ME기기의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제거
능력을 불능화하는, 임상 조작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제어기가 제공되는 경우에,
모드의 선택 및 이 모드에 의해 심장박동측정기의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제거(12.1.101.12/13 참조)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
12) 스윕속도. ME기기의 영구적 표시장치 및 비영구적 표시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시간축을 공표해야 한다.
격자 간격: 0.2초, 0.5mV

심실성 이단맥: 이단 복합체의 총 시간 폭은 1500ms, 모든 QRS 복합체를 셀 때의 비율은
80 1/min, 큰 R-파 또는 S-파만을 셀 때의 비율은 40 1/min이다.

느리게 교대하는 심실성 이단맥: 모든 QRS 복합체를 셀 때의 비율은 60 1/min, 큰
복합체만을 셀 때의 비율은 30 1/m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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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교대하는 심실성 이단맥: 모든 QRS 복합체를 셀 때의 비율은 120 1/min이다.

양방향성 수축: 모든 QRS 복합체를 셀 때의 비율은 90 1/min, 큰 복합체만을 셀 때의
비율은 45 1/min이다.

심실성 빈맥: peak-to-valley 진폭은 1 ㎷p-p, 심박수는 206 1/min이다.

심실성 빈맥: peak-to-valley 진폭은 2 ㎷p-p, 심박수는 195 1/m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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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진폭 및 시간 축적 정의가 있는 이 ECG 시험
패턴(A1~B2)은http://www.physionet.org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각 파형에 대해
이득 또는 이득 제어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 7.9.2.9.101 b)4) 및 6)에 따른 패턴 인식 능력 시험을 위한 교대성 QRS 복합체 및
심실성 빈맥 파형
8. ME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8.에 따른다.
8.3. 장착부의 분류
a), b) 및 c)항의 대체:
장착부는 CF형장착부이어야 한다.
8.5.2.3. *환자 리드선
추가:
리드선의 착탈 가능한 어떤 전극 커넥터든지 전극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 커넥터
핀과 평판 표면 사이에 적어도 0.5mm의 공간거리가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8.5.5. 내제세동장착부
8.5.5.1. *제세동 보호
추가:
세동 제거의 영향에 대한 보호는 ME기기에 갖추어야 한다.
심장충격기를 시험하는 경우에, ME기기는 제조자가 규정한 환자 케이블을 사용해
가동한다.
공통기준규격[별표1] 8.5.5.1에서 규정한 요구사항 및 시험에 추가해, 다음의 요구사항
및 시험을 적용한다.
∙ 동상 모드 시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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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동제거 전압에 노출된 후 5초 이내에, ME기기는 조작자 설정값 또는 저장 데이터의
상실 없이 이전 가동모드의 정상가동을 재개해야 하며, 이 기준규격에서 규정한
ME기기의 의도한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3에 따라 확인한다.
I급 ME기기의 경우에, 중성 전극을 포함해 함께 접속된 모든 리드선과 보호 접지 단자
사이에 시험 전압을 인가한다. 이들 시험을 위해서 ME기기에 전원을 공급한다.
II급 ME기기 및 내부 전원을 가진 ME기기의 경우에, 중성 전극을 포함해 함께 접속된
모든 리드선과 보호 접지 단자 및/또는 외장에 밀착한 금속박 사이에 시험 전압을
인가한다. 이들 시험을 위해서 ME기기에 전원을 공급한다.
공급 전원에 접속된 동안 ME기기의 가동이 가능한 경우에, 공급 전원에 의한 재충전이
가능한 내부 전원을 가진 ME기기를, 공급 전원을 접속한 상태에서 그리고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한다.
5mV 신호가 신호의 잘림 없이 최대 디스플레이 편향을 산출하도록 ME기기의 감도를
설정한다. S2는 닫고 S3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10 ㎐의 정현파 발생기를 조정해 5mV의
peak-to-valley 출력 신호를 산출한다. 스위치 S2는 열고, 스위치 S3는 닫는다.
S1을 위치 A로 접속해 커패시터 C를 충전한다. 약10초 후, S1을 위치 B로 연결한다.
위치 B에서 적어도 200ms ± 50% 시간동안 유지한다. S1을 열어서 ME기기로부터
잔류 전압을 제거하고, 복구를 개시한다.
그 후 즉시 S2를 닫고 S3를 연다. 5초 이내에, 기록된 시험 신호가 적용 이전 출력의
80% 이상인지 검증한다.
상기 시험을 고전압 발생원의 극성을 바꾸어 반복한다. 양극 및 음극 극성으로 시험을
5회 반복 실시한다. ME기기는 이전 가동모드에서의 정상가동을 조작자 설정값 또는
저장 데이터의 상실 없이 5초 이내에 재개해야 하며, 이 기준규격에서 규정한
ME기기의 의도한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 차동 모드 시험
추가:
세동제거 전압에 노출된 후 5초 이내에, ME기기는 조작자 설정값 또는 저장 데이터의
상실 없이 이전 가동모드의 정상가동을 재개해야 하며, 이 기준규격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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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기기의 의도한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공급 전원에 접속된 동안 ME기기의 가동이 가능한 경우에, 공급 전원에 의한 재충전이
가능한 내부 전원을 가진 ME기기를, 공급 전원을 접속한 상태에서 그리고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ME기기를 그림 2에 나타난 시험 회로에 접속한다. 남은 리드선은 모두 접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시험 전압을 순차적으로 각 리드선에 인가한다. 최초에, L(LA) 리드선과
N(RL) 리드선에 접속된 남은 모든 리드선 사이에 시험 전압을 인가해 시험을
실시한다. 이들 시험을 위해서 ME기기에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5mV 신호가 신호의 잘림 없이 최대 디스플레이 편향을 산출하도록 감도를 설정한다.
S2를 닫은 상태에서, 10Hz의 정현파 발생기를 조정해 5mV의 peak-to-valley 출력
신호를 산출한다. 스위치 S2를 연다.
S1을 위치 A로 접속해 커패시터 C를 충전한다. 약10초 후, S1을 위치 B로 연결한다.
위치 B에서 200ms ± 50% 시간동안 유지한다.
S1을 열어서 ME기기로부터 잔류 전압을 제거하고, 복구를 개시한다.
그 후 즉시 S2를 닫는다. 5초 이내에, 기록된 시험 신호가 적용 이전 출력의 80%
이상인지 검증한다.
남은 모든 리드선은 N(RL) 리드선에 접속된 상태에서, 표 3에 따라 다른 리드선에
대해 시험을 반복 실시한다. 1회 이상의 방전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방전 시험을
20초 간격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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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동 제거 영향에 대한 보호(시험조건)
5 리드선

3 리드선

2 리드선

P1

P2

L (LA)

R, F, N, C (RA, LL, RL, V)

I

1

R (RA)

F, L, N, C (LL, LA, RL, V)

II

1

F (LL)

L, R, N, C (LA, RA, RL, V)

III

1

N (RL)

L, R, F, C (LA, RA, LL, V)

대기

1

C (V)

L, R, F, N (LA, RA, LL, RL)

V

1

L (LA)

R, F 또는 N (RA, LL 또는, RL)

I

2

R (RA)
F (LL) 또는 N

L, F 또는 N (LA, LL 또는 RL)

I
II 또는

2

(RL)
L (LA)

R, L (RA, LA)
R (RA)

리드 설정 시험 횟수

대기
I

2
1

※ 비고: 표 3의 ‘시험 횟수’ 열은 세동 제거 보호 시험에만 적용한다. 다른 시험들의
경우에, 시험 횟수는 1이다.

구성품
G 정현파 발생기, 10㎐의 20V peak-to-valley
V1 5 kV d.c.의 고전압 발생원
S1 스위치; 최대 부하 60A, 5kV
S2 신호 발생원 접속 스위치, 5kV
RL 인덕턴스 L의 d.c. 저항
RV 전류 제한 저항
P1, P2
EUT(환자 케이블 포함)용 접속점
시험은 제조자 권고 환자 케이블 및 리드선을 사용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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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동 제거 영향에 대한 보호 시험(차동 모드)
<8.5.5.1 참조>

구성품
G 정현파 발생기, 10㎐의 20V peak-to-valley
V1 5 kV d.c.의 고전압 발생원
II등급 기기 커패시턴스 모의용 금속박
S1 스위치; 최대 부하 60A, 5kV
S2 신호 발생원 접속 스위치, 5kV
S₃ 리드선에 대한 신호 발생원 적용 스위치
RL 인덕턴스 L의 d.c. 저항
RV 전류 제한 저항
P1 EUT(환자 케이블 포함)용 접속점
P2
기능 접지 단자용 및/또는 외장 접촉 금속박용 접속점
시험은 제조자 권고 환자 케이블 및 리드선을 사용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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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동 제거 영향에 대한 보호 시험(동상 모드)
<8.5.5.1 참조>
8.5.5.2. 에너지 감소시험
그림 11을 그림 4로 대체:

구성품
① 에너지 시험 기기
V1 5kV d.c.의 고전압 발생원
S 스위치; 최대 부하 60A, 5kV
RL 인덕턴스 L의 d.c. 저항
RV 전류 제한 저항
E, F 에너지 시험 기기용 접속점
C, D EUT(환자 케이블 포함)용 접속점
(에너지 시험 기기는 심장충격기 테스터로 할 수도 있다.)
시험은 제조자 권고 환자 케이블 및 리드선을 사용해 수행한다.
그림 4. 심장 충격기 전달 에너지 시험을 위한 리드선 간 시험 전압 인가
9.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기계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 9.에 따른다.
10. 원치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 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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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1.에 따른다.
11.6.5. *ME기기 및 ME시스템에의 물 또는 미립자 물질의 침입
추가:
휴대형/운반가능한 ME기기 또는 계속 기능하는 동안 분리할 수 있는 ME기기의
부분은, 액체 유출의 경우(우연한 습윤)에 액체의 침입으로 인해 위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ME기기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8.8.3에서 규정한 내전압 요구사항 및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휴대형/운반가능한 ME기기 또는 ME기기의 부분을 정상사용의 가장 불리한 위치에
둔다. ME기기를 ME기기 꼭대기 0.5m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3mm/분의 인공
강우 아래 30초 동안 둔다.
시험기기는 IEC 60529의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시험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차단장치를 사용해도 좋다.
30초간의 노출 직후에는, 외장에서 눈에 보이는 습기를 모두 제거한다.
상기 시험 직후에, ME기기에 침입한 어떤 물도 ME기기의 기본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없는지(검사에 의해) 검증한다. ME기기가 관련 내전압 시험(공통기준규격[별표1]
8.8.3)을 만족하고 위해상황을 발생하지 않는지 검증한다.
이 시험 후에, ME기기가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한다.
11.8. *ME기기에의 전원공급/공급전원의 차단
추가:
ME기기의 공급전원이 30초 이하 동안 차단되는 경우에, 가동모드를 포함해 조작자
설정값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저장된 모든 환자의 데이터는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비고: 공급전원 차단 시 ME기기가 가동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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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기기의 가동모드, 조작자 설정값 및 저장 데이터를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전원
코드를 차단해 25초 ~ 30초 동안 공급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적합성을 확인한다.
공급전원이 30초 이상 차단될 경우에, 그 이후의 가동은 다음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 제조자의 초기설정으로 복귀,
- 이전 책임있는 조직의 초기설정으로 복귀 또는
- 사용한 최종설정으로 복귀.
※ 비고: 상기 선택사항 중 1개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도록 조작자에게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ME기기가 내부전원을 포함하고 공급전원은 차단된 경우에, ME기기는 자동으로
내부전원에 의한 가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상가동을 지속해야 하고, 가동모드, 모든
조작자 설정값 및 저장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ME기기가 계속해서 이 규격을
만족하는 경우에, 전원 절약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ME기기는 내부전원에 의해 가동되는 시점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급전원을 차단하고, 조작자 설정값 및 저장 데이터에 변함이 없다는 것과 정상가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ME기기가 내부전원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는 시각적
표시가 디스플레이 되어있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적합성을 확인한다. ‘ON-OFF’
스위치는 ‘ON’ 위치에 있어야 한다.
추가:
11.8.101. *전지 소모에 대한 보호
방전상태로 인해 ME기기의 정상사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전원형
ME기기는 환자에게 위해상황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ME기기는 임상 조작자에게
방전상태에 관해 알리기 위해서 기술적 경보 조건을 제공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제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a) 내부전원형인 경우에, ME기기는 제조자 사양서에 따라 ME기기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시점보다 적어도 5분 전에는 기술적 경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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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든 내부전원의 방전상태로 인해 ME기기가 더 이상 제조자의 사양서에 따라
기능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에게 위해상황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ME기기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적합성은 내부전원에 의한 ME기기 가동 및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2.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다음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2.에 따른다.
12.1.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추가:
12.1.101. *ME기기의 필수성능
12.1.101.1. 신호 재현 정확도
125mV/s의 속도로 변하는 ± 5mV 범위의 입력 신호를 출력의 공칭값의 ≤ ± 20 %의
오차를 가진 출력 또는 ± 100µV의 출력 중 큰 값으로 재현해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를 사용해 확인한다.
스위치 S1은 열고, 스위치 S 및 S2는 닫고, S4는 위치 B에 설정한다. 표 3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다른 모든 리드선은 N(RL) 리드선 (P2)에 접속한 상태에서, 신호 발생기를
접속해 2㎐의 삼각파를 임의의 리드선에 인가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신호 발생기를 조정해 비영구적 표시장치 및 영구적
표시장치(구비된 경우에) 상에 peak-to-valley 출력을 산출하는데, 이는 전 범위
peak-to-valley 출력의 100% 값이다. 신호 발생기의 출력을 2, 5, 10 배로 감소시킨다.
표시되는 출력은 전 범위 출력의 ± 20% 또는 ± 100µV 이내에서 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구비된 경우에, 각 리드선과 비영구적 표시장치 및 영구적 표시장치에 대해서, 표 3에서
정의한 리드선과 표시장치의 모든 조합을 시험할 때까지 시험을 반복한다.
다른 모든 리드선은 N(RL) 리드선 (P2)에 접속한 상태에서, 신호 발생기를 임의의
리드선에 접속한다. 신호 발생기를 조정해 2mV의 peak-to-valley 입력 20Hz 정현파
신호를 인가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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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가시적으로 온전히 확인할 수 있고, 얻어지는 peak-to-valley 진폭이 16mm ~
24mm 사이에 있는지 검증한다.

구성품
① 환자 케이블
② 신호 발생기; 출력 임피던스는 < 1kΩ, 직선성은 ± 1%
③ d.c. 오프셋 전압 발생원(300mV)
④ 차폐
R₁,₂ 입력 분압기
S1 신호 발생원 임피던스를 단락하는 스위치
S2 피부 임피던스에 의한 불평형을 단락하는 스위치
S3 d.c. 오프셋 전압원의 극성을 변경하는 스위치
S4 d.c. 오프셋 전압원을 접속/차단하는 스위치
S 신호 발생기를 접속/차단하는 스위치
P₁,₂,₆ 리드선 접속점
P₃,₄ ECG 입력 신호
P₅
신호 발생기: 출력 신호
전체 시험 구성 주변부를 차폐함으로써 전원 전압에 의한 유도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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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다음 사항들의 공통적 시험 회로를 보여준다.
- 12.1.101.1 (신호 재현 정확도)
- 12.1.101.2 (입력 동적 범위 및 차동 오프셋 전압)
- 12.1.101.3 (입력 임피던스)
- 12.1.101.4 (입력 잡음)
- 12.1.101.5 (다채널간 간섭)
- 12.1.101.6 (이득 제어 및 안정성)
- 12.1.101.7 (스윕속도)
- 12.1.101.8 (주파수 및 임펄스 응답)
- 12.1.101.9 (이득 표시기)
- 12.1.101.11 (기준선 리셋)
- 12.1.101.14 (심율동 전환을 위한 펄스 동기화)
- 12.1.101.15 (심박수 범위, 정확도 및 QRS 검출 범위)
그림 5. 공통 시험 회로
12.1.101.2. *입력 동적 범위 및 차동 오프셋 전압
± 300mV 범위의 d.c. 오프셋 전압 및 320mV/s의 속도로 변하는 ± 5mV의 차동 입력
신호 전압을 임의의 리드선에 인가할 때, 시변 출력 신호 진폭은 규정된 d.c. 오프셋
범위에 걸쳐서 ± 10%를 초과해서 변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를 사용해 확인한다.
스위치 S1은 열고, 스위치 S 및 S2는 닫고, S4는 위치 B에 설정한다. 표 3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다른 모든 리드선은 N(RL) 리드선 (P2)에 접속한 상태에서, 16Hz의 삼각파
또는 정현파 신호를 임의의 리드선에 인가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신호 발생기를 조정해 인가 입력 신호가 전 범위 채널
높이의 80%의 출력 진폭을 산출하도록 한다. 이 출력 신호의 진폭을 기록한다.
스위치 S4를 위치 A로 설정해 + 300mV의 d.c. 오프셋 전압을 인가한다. 시변 출력
신호 진폭을 측정한다. 이 진폭이, 규정된 d.c. 오프셋 전압 범위에 걸쳐서 이전에
기록한 진폭의 ± 10% 이내에 있는지 검증한다. 스위치 S3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300mV의 d.c. 오프셋 전압에 대해 이 시험을 반복한다.
표 3에서 정의한 리드선의 모든 조합을 시험할 때까지 각 리드선에 대한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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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한다.
각각의 영구적 표시장치 및 비영구적 표시장치에 대한 시험을 반복한다.
12.1.101.3. *입력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는 ± 300mV의 d.c. 오프셋 전압 범위 내에서 적어도 2.5MΩ 이상이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ECG 이외의 측정(즉, 호흡)에 사용되는 입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를 사용해 확인한다.
스위치 S1은 열고, 스위치 S 및 S2는 닫고, S4는 위치 B에 설정한다. 표 3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다른 모든 리드선은 N(RL) 리드선 (P6)에 접속한 상태에서, 정현파 신호
발생기를 임의의 피시험 리드선(P1 및 P2)에 접속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정현파 신호 발생기를 조정해, 주파수 0.67Hz에서
임의의 표시장치 상에서 전 범위 peak-to-valley 채널 높이의 80%의 정현파 신호를
산출하도록 한다. 피시험 영구적 표시장치 또는 비영구적 표시장치에서 표시된 이
이득에 대한 출력 진폭을 기록한다. S2를 열고 S4를 위치 A로 설정한다. + 300mV의
d.c. 오프셋 전압을 인가한다. 측정한 신호 진폭은 출력 표시장치 상에서 20%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 300mV의 d.c. 오프셋 전압으로 시험을 반복한다. + 300mV
및 - 300mV의 d.c. 오프셋 전압의 경우에, 주파수 40Hz에 대한 시험을 반복한다.
표 3에서 정의한 리드선의 모든 조합을 시험할 때까지 각 리드선에 대한 시험을
반복한다.
12.1.101.4. 입력 잡음
ECG 증폭기 및 환자 케이블에 의해 유발되는 신호 잡음은 적어도 10초 동안 30µV의
peak-to-valley 입력 환산값(RTI)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원 주파수 노치 필터가
제공되는 경우에 이 시험 도중에는 켜 놓아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7의 시험 회로를 사용해 확인한다.
다음 시험을 수행할 경우에, 제조자가 규정한 환자 케이블(들)을 사용해야 한다.
a) 그림 7에 나타낸 대로 환자 케이블의 각 리드선에 51㏀ 저항기와 47nF 커패시터를
병렬로 삽입한다. 이 시험에서, S1에서 Sn까지의 모든 스위치는 열고 신호 발생기
G와 캐패시터 C1은 접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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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E기기의 이득은 최고로 설정하고 대역폭은 가장 넓게 설정하며
스위처블(switchable) 필터는 불능화한 상태에서, 영구적 표시장치 및 비영구적
표시장치의 잡음은, 리드 선택기 각 위치에 있어서 적어도 10초의 기간 동안 30µV의
peak-to-valley 입력 환산값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검증한다.
c) 이 시험을 9회 더 반복한다. 10회의 시도에서 적어도 9회에 걸쳐 30µV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검증한다. 10회의 시도는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 동안
수행해야 한다. 환자 케이블/리드선은 이 시험 동안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환자
케이블은 시도 사이에 차단되지 않아야 한다.
12.1.101.5. 다채널간 간섭
12.1.101.2에 따라, 다른 모든 리드선이 N(RL) 리드선에 접속된 상태에서 진폭 및
속도에서 제한을 받는 입력 신호가 다채널 ME기기의 선택된 리드에 인가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리드에서의 원치않는 출력은 인가된 입력 신호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준 및/프랑크 리드를 가진 ME기기의 경우에,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를 사용해
확인한다.
a) 스위치 S1를 열고, 스위치 S 및 S2는 닫고 S4는 위치 B에 설정한다. 리드선 F(LL)
및 V1(C1)을 접속하고, 프랑크(E)가 구비된 경우에 P1에 접속한다. 다른 모든
리드선은 P2를 경유해 51㏀ 저항기와 47nF 캐패시터의 병렬 결합을 통해 N(RL)
리드선(표 2 참조)에 접속한다.
b)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리드 I, II, III가
표시되도록 ME기기를 구성한다.
※ 비고: ME기기가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표시장치 채널이 3개 미만인 경우에,
열거된 각 리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시험을 수행한다.
c) 신호 발생기로부터 2.5mV peak-to-valley 30Hz 삼각파를 P1과 P2 사이에 가한다.
리드 I 또는 프랑크 리드 X 및 Y의 표시된 출력 신호를 기록한다. 결과값이
1.25mm(2.5mV 입력 신호의 5%) 미만인지 검증한다.
d) F(LL) 리드선은 P2에 접속하고 R(RA) 리드선은 P1에 접속한다. 다른 모든
리드선은 a)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접속을 유지한다. 리드 I 또는 프랑크 리드 X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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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의 표시된 출력 신호를 기록한다. 결과값이 1.25mm 미만인지 검증한다.
e) R(RA) 리드선은 P2에 접속하고 L(LA) 리드선은 P1에 접속한다. 다른 모든
리드선은 a)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접속을 유지한다. 리드 I 또는 프랑크 리드 X 및
Y의 표시된 출력 신호를 기록한다. 결과값이 1.25mm 미만인지 검증한다.
f) C1(V1) 리드선만 P1에 접속하고 R(RA) 리드선은 P1에 접속하고, 다른 모든
리드선은 P2를 경유해 51㏀ 저항기와 47nF 캐패시터의 병렬 결합을 통해 N(RL)
리드선에 접속한다. 모든 리드의 표시된 출력 신호를 기록한다. 리드 C1(V1)를
제외한 모든 리드의 표시된 출력 신호의 결과값이 1.25mm 미만인지 검증한다.
g) f)단계를, C2(V2)에서 C6(V6) 리드선까지 순차적으로 P1에 접속해 반복하고, 다른
모든 리드선은 P2에 접속한다. 모든 리드의 표시된 출력 신호를 기록한다.
결과값(현재 P1에 접속된 리드선과 관련된 리드를 제외한 모든 리드의 표시된 출력
신호)이 1.25mm 미만인지 검증한다.
h) 다른 모든 리드선에 대해서 f)단계를 반복한다.
i) 프랑크 리드의 경우에, 프랑크 A 및 F 리드선만을 P1에 접속하고 다른 모든
리드선은 P2에 접속한다. 프랑크 리드 X 및 Z는 1.25mm 미만의 출력 신호를 가져야
한다(2.5mV 입력 신호의 5%).
다른 리드를 가진 ME기기의 경우에, 다른 모든 리드선은 P2에 접속한 상태에서 개별
리드선을 P1에 접속할 때, 1.25mm 간섭 제한값을 적용하기에 앞서 특정 리드선은 하나
이상의 리드와 공유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12.1.101.6. 이득 제어 및 안정성
영구적 표시장치 및 비영구적 표시장치를 가진 ME기기는 (10 ± 1.0) mm/mV의 고정
감도 설정을 적어도 한 개 이상 제공해야 한다. 그밖에도, 제공된 모든 표시장치 상에
이 모드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 연속적으로 변경 가능한 이득 제어를 제공해도
좋다.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 및 0.2mm 이내의 정확성을 갖는 자 또는 캘리퍼스를
사용해 확인한다.
스위치 S1를 열고, 스위치 S 및 S2는 닫고 S4는 위치 B에 설정한다. R(RA)는 P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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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고, L(LA)는 P2에, 다른 모든 리드선은 P6에 접속한다. 신호 발생기로 1mV
10Hz peak-to-valley 정현 신호를 R(RA) 리드선과 L(LA) 리드선 사이에 인가한다.
영구적 표시장치의 경우에, 10mm/mV의 감도 설정은 (10 ± 1.0)mm의 표시 신호
진폭을 산출해야 한다. 표시된 신호가 포화되거나 또는 측정하기에 너무 작은 경우에,
입력 신호 진폭을 조절한다. 구현된 모든 고정 감도 설정에 대해 표시 신호 진폭을
측정한다. 표시 신호 진폭이 선택된 감도 설정의 10% 이내인지 검증한다.
비영구적 표시장치의 경우에, 구현된 모든 고정 감도 설정에 대해 이 시험을 반복한다.
표시 신호 진폭을 측정한다. 결과값이 선택된 감도 설정의 10% 이내인지 검증한다.
ME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나서 1분 후의 이득 변화는 분당 0.6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체 이득 변화는 1분, 5분, 30분, 60분의 기간 동안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 및 0.2mm 이내의 정확성을 갖는 자 또는 캘리퍼스를
사용해 확인한다.
주위 온도에서 안정화한 후에, ME기기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1mV peak-to-valley 10Hz 신호를 인가한다.
1분, 5분, 30분, 60분 후에 표시 출력 진폭을 측정한다. 표시 출력 진폭의 측정 간
변화가 ±1mm 미만인지 또는 분당 0.66% 미만인지 검증한다. 비영구적 표시장치의
이득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른 고정 감도 설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
표시 출력 진폭의 변화는 측정 간 ‘선택된 고정 이득을 10mm/mV로 나눈’ 값을
±1mm에 곱한 값 미만인지 또는 분당 0.66% 미만인지 검증한다.
12.1.101.7. 스윕속도
영구적 표시장치를 가진 ME기기는 적어도 하나의 25mm/s ± 10% 스윕속도를
갖추어야 한다. 비영구적 표시장치를 가진 ME기기는, 25mm/s로 표시되고 10mm/mV의
감도 설정에서 12.1.101.16에서 규정한 파형 화면비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스윕속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른 스윕속도를 갖추어도 무방하다. 제조자는 이용 가능한 모든 스윕속도를 공표해야
한다(7.9.2.9.101 b) 12)항 참조). 어떤 설정에 대한 스윕속도 정확도이든지 전체 수평
ECG-채널 폭에 걸쳐 ±10% 이상 변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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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 및 0.2mm 이내의 정확성을 갖는 자 또는 캘리퍼스를
사용해 확인한다.
신호 발생기를 R(RA) 리드선과 N(RL) 리드선에 접속된 다른 모든 리드선 사이에
접속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25Hz ±
1%의 0.5mV peak-to-valley 삼각파 또는 정현파 신호를 인가한다.
영구적 표시장치의 경우에, 이 스윕속도에서 인가된 신호를 적어도 6초 이상 포함하는
인쇄물을 산출한다. 처음 1초 간격에서의 신호는 무시하고 25개의 연속적인 피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 거리는 (25 ± 2.5)mm 이어야 한다. 인쇄물의 다른
부분에서 이 측정을 적어도 3회 이상 반복하고 측정값이 (25 ± 2.5)mm 이내에서
유지되는지 검증한다.
비영구적 표시장치의 경우에, 이 신호의 수직적 중간점의 높이에서 디스플레이 파형
부분의 폭(mm 단위)을 측정한다. 표시장치의 시간노출 사진 또는 표시장치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이용해, 이 이미지/사진 내 높은 피크 또는 낮은 피크의 수를 센다. 측정한
파형 채널 폭(mm 단위)을 피크의 수(이 25Hz 신호의)로 나눈다. 결과값은 (1 ±
0.1)mm 이어야 한다.
이용 가능한 다른 스윕속도는 육안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2.1.101.8. *주파수 및 임펄스 응답
ME기기의 주파수 및 임펄스 응답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주파수 응답
ME기기는 방법 A 및 방법 B로부터의 입력 신호로 시험할 경우에, 적어도
0.67㎐에서부터 40 ㎐까지의 주파수 응답(대역폭)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방법 A의
경우에, 0.67㎐ 및 40㎐에서의 출력은 5㎐ 정현파 입력 신호로 얻은 출력의
71%에서부터 110% 사이 이내에 있어야 한다. 방법 B의 경우에, 그림 6의 20㎳
기저폭을 갖는 파형으로 얻은 출력 응답은 200㎳의 기저폭으로 얻은 출력의
75%에서부터 100% 사이 이내에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를 사용하고 시험 방법 A 및 방법 B를 적용해 확인한다.
전원 주파수 노치 필터가 제공되는 경우, 이 시험 동안에는 꺼두어야 한다.
ME기기가 추가적으로 ECG 대역폭 선택이 가능하거나 또는 필터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제조자가 규정한 것처럼 각각의 설정을 적절하게 시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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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A: 스위치 S1을 열고, 스위치 S와 S2를 닫고, S4를 위치 B에 설정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신호 발생기를
사용하여 5㎐, 1㎷ peak-to-valley 정현파 신호를 R(RA) 리드선에 가하고
다른 모든 리드선은 N(RL) 리드선에 접속한다. 피시험 영구적 표시장치 또는
비영구적 표시장치의 이득에 대해서 리드 II의 표시 출력 진폭을 기록한다.
0.67㎐ 및 40㎐에서 출력 신호 진폭이 주파수 5㎐의 출력과 비교해 71
%에서부터 110 % 사이 이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방법 B: 스위치 S와 S2를 닫고, S4를 위치 B에 설정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신호 발생기를 사용해 그림 6의
(200 ± 20)㎳ 기저폭을 갖는 파형을 F(LL) 리드선에 가하고 다른 모든
리드선은 N(RL) 리드선에 접속한다. 입력 신호를 조정해 리드 II에서 (20 ±
0.5)㎜와 동등한 출력 진폭이 생성되도록 한다. 그 후, 입력 진폭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저폭을 (20 ± 1)㎳로 변경한다. 계속되는 출력 피크의 진폭이 가장
불규칙한 형태로 얻어지도록 하려면 선택하는 반복률은 1㎐ 이하로 해도
좋다.
10회 연속 사이클 각각에 대해 최대 진폭(M) 지점을 결정한다. 연속 사이클의 피크
사이의 중선 부분을 중간점(P)으로 한다. M에 선행하는 기선값 P와 진폭 M의
차이로서 각각의 피크 진폭을 계산한다. 이 진폭은 200㎳ 삼각파 입력 신호에 대하여
기록된 피크 진폭의 75%에서 100%(공칭값으로 15mm에서 20mm)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b) 임펄스 응답
확장 저주파 응답은 0.3mV∙s(100ms 동안 3mV)의 입력 임펄스를 인가하는 경우에,
임펄스의 종료 직후 출력 상에서 0.1mV RTI 또는 기울기가 0.3mV/s를 초과하는
변위를 산출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 및 0.2mm 이내의 정확성을 갖는 자 또는 캘리퍼스를
사용해 확인한다.
스위치 S1를 열고, 스위치 S와 S2를 닫고, 스위치 S4는 위치 B에 설정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3㎷ 진폭과 100㎳ 길이를 갖는
입력 임펄스를 R(RA) 리드선에 가하고 다른 모든 리드선은 N(RL) 리드선에 접속한다.
임펄스 이후의 출력 기선이 선행하는 임펄스의 기선으로부터 0.1㎷를 상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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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펄스의 종료 이후에 응답 기울기가 0.3㎷/s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검증한다. 인가된 임펄스가 인공 심장 박동기 검출기를 트리거한다면, 좀 더
낮은 진폭과 좀 더 긴 길이를 갖는 변조 임펄스를 사용하되 그 면적은 여전히 0.3㎷s가
되는 신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키


20ms 또는 200ms

그림 6. 고주파 응답
<12.1.101.8 a)항 참조>

12.1.101.9. 이득 표시기
영구적 표시장치 및 비영구적 표시장치 상에 각 이득 설정에 대하여 1mV의 입력 전압
진폭을 표시하는 이득 표시기를 갖추어야 한다. 적합한 리드에 (1.00 ± 0.01)mV 입력
신호를 가하는 경우에, 디스플레이 출력에서의 진폭 변동은 ±10% 이내이어야 한다.
이는 모든 리드에 대해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이득 설정은 대체수단으로서 mm/mV
단위로 표시된 수치 값으로 제공해도 무방하다. 오직 하나의 고정 이득만 제공하는
ME기기는 이득 표시기를 갖추는 데 대한 요구사항에서 제외된다.
※ 비고: 이득 표시기의 예로는 1mV 입력 신호당 진폭을 나타내는 수직선 또는
수평선(격자선, 점선)이 있다.
1mV의 이득 표시기가 채널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득 표시기를
리스케일(rescaled)해도 좋다. 이 경우에, 이득 표시기의 진폭을 표시해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 그림 6의 시험 신호 및 0.2mm 이내의 정확성을 갖는 자
또는 캘리퍼스를 사용해 확인한다.
- 622 -

스위치 S1은 열고, 스위치 S 및 S2는 닫고, S4는 위치 B에 설정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다른 모든 리드선을 N(RL)
리드선에 접속한 상태에서, 신호 발생기로 25Hz의 (1.00 ± 0.01)mV peak-to-valley
삼각파 또는 정현파 신호를 R(RA) 리드선에 인가한다. 이득 표시기의 진폭을 기록하고,
진폭이 표시 출력 신호의 10% 이내에 있는지 검증한다. 모든 리드 및 최소 이득
설정과 최대 이득 설정에 대한 시험을 반복한다.
12.1.101.10. *동상 모드 제거
200pF의 발생원 정전용량을 갖는 전원 주파수의 10V r.m.s. 신호를 접지 및 모든
리드선을 한데 접속한 지점 사이에 접속하면, 10mm/mV의 이득 설정에서 10mm
peak-to-valley를 초과하는 출력 신호를 15초 이상 동안 산출하지 않아야 한다. 각
전극에는 51㏀의 저항기과 47nF의 커패시터를 병렬로 연결해야 한다. 제조자가 규정한
환자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7의 시험 회로 및 0.2mm 이내의 정확성을 갖는 자 또는 캘리퍼스를
사용해 확인한다. 시험은 50Hz 및 60Hz의 전원 주파수로 수행해야 한다.
a) 환자 케이블은 부착하지 않은 상태(S0는 개방)에서,  를 조정해 B 지점의 전원
주파수에서 10V r.m.s.를 산출한다. 이 때 ME기기에 인가되는 동상 모드 전압은
10V r.m.s.이다. 전원 주파수 노치 필터(구비된 경우에)는 이 시험 동안 꺼두는데,
물론 이는 그 필터의 제어기에 접근하기 위한 특수한 소프트웨어 및 특수한 방법을
필요로 한다.


b) 스위치 S0와 S2부터  까지 닫고, S1은 열고,  는 위치 B에 설정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그 이득 설정에서 15초
이상 동안 출력 진폭을 측정한다. 그리고 난 후, S2는 열고 다른 모든 스위치는
닫는다. 진폭 측정을 반복한다. 모든 리드선에 대한 측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

c) 불평형 임피던스를 직렬로 연결한 +300mV d.c. 및 –300mV d.c. 오프셋 전압을
가지고,  는 위치 A에 설정하고 스위치  는 그것의 두 위치에 각각
설정함으로써, 시험을 반복한다.




결과값은 peak-to-valley 값으로 1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원 주파수 노치
필터(구비된 경우에)는 이 시험 동안 꺼두는데, 물론 이는 그 필터의 제어기에 접근하기
위한 특수한 소프트웨어 및 특수한 방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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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에서,  과  는 접지에 대한 환자의 정전용량을 모의한다. 내부 차폐는 원치않는
외인성 신호의 혼입(pickup)를 감소시킨다. 내부 차폐와 외부 차폐 사이의 정전용량
 는 발생원 정전용량과 동상 모드 전압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전용량은
트리머 커패시터에 의해 발생기 커패시터  과 동일한 값인 100pF까지 증가한다.
발생기 출력은 20Vr㎳까지 증가해, 환자 케이블을 시험 회로에 연결하지 않았을 때
200pF의 발생원 임피던스를 갖는 동상 모드 B 지점에 10Vr㎳를 제공한다. 환자
케이블의 차폐는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구성품
① 전원 주파수 20Vr㎳ 신호 발생기
② 환자 케이블
③ DC 오프셋 전압 발생원, 임피던스 ≤ 1㏀
④ 내부 차폐
⑤ 외부 차폐
B 동상 모드 접속점
S1-Sn 스위치, C와 R로 구성된 불평형 회로를 작동시킴
C 47 nF
R 51 kΩ
그림 7. 동상 모드 제거 시험 회로
<12.1.10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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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1.11. 기준선 리셋
적어도 1초 이상 1V의 peak-to-valley 50/60 ㎐ 과부하 전압을 인가한 후, 3초 이내에
ME기기를 정상 가동조건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a) ME기기를 스위치 S, S1, S2는 닫고 S4는 위치 B에 놓은 상태로 하여 그림 5의
시험 회로에 접속하고, 스위치 S는 닫고 S1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림 8의 신호
발생기 회로에 접속하는데, 정현파 발생기 V1을 조정하여 선택된 리드선 사이에서
10㎐, 1㎷ peak-to-valley 신호를 생성한다.
b) 이용 가능한 리드 및 그에 대응하는 리드선 조합을 선택하고, 그림 8의 스위치 S는
열고 스위치 S1은 닫음으로써, 50/60㎐, 1V peak-to-valley 과부하 전압을 적어도
1초 이상 인가한다.
c) 그림 8의 스위치 S는 닫고, 스위치 S1은 열고, V2를 가로지른 스위치를 닫은 뒤 3초
후에 10㎐의 신호가 명확하게 보이고 보이는 상태가 유지되는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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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V1 신호 발생기, 10㎐의 1㎷ peak-to-valley 값 정현파
V2 신호 발생기, 1V peak-to-valley 값, 50Hz/60㎐의 전원 주파수
S 전원 주파수 50Hz/60㎐ 신호 공급 가능/불능 스위치
그림 8. 기준선 리셋
<12.1.101.11 참조>
12.1.101.12.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표시 능력
진폭 ± 2㎷부터 ± 700㎷까지, 지속 시간 0.5㎳부터 2.0㎳까지의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가 존재할 때 ME기기는 그 펄스의 존재를 ECG 신호로 표시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는 0.2㎷의 환산값(RTI) 이상의 진폭으로 표시장치에
표시되어야 한다. 대체수단으로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삽입한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플래그(flags)로 표시할 수도 있다.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표시 능력이 신생아 모드 또는 필터 설정과 같은 환자 모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 이들 모드에서 삽입된 인공 심장 박동기 플래그의 위치를 검증해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14의 시험 회로 및 그림 9의 파형을 사용해 확인한다.
R(RA) 리드선은 P1에 접속하고, 다른 모든 리드선 및 N(RL) 리드선은 P2에 접속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발생기(2)로 그림 9의 파형을 인가한다. 이 시험 동안 QRS 모의기(1)는 끄도록 한다.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진폭  를 (700 ± 70)mV로 조정한다.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주파수를 1.5Hz로 조정한다.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폭  를 (2 ± 0.2)ms로
조정한다.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표시를 적어도 0.2mV RTI 이상의 진폭으로
표시장치 상에서 볼 수 있는지 또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위치가 삽입된 박동 펄스
플래그에 의해 표시되는지 검증한다.




펄스 폭  를 (0.5 ± 0.05)ms로 조정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진폭  를 (2 ± 0.02)mV로 조정하고 상기 모든 시험을
반복한다.


표 3에서 규정한 다른 모든 리드선 및 상응하는 리드 선택기 위치에 대해 시험을
반복한다.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표시 능력 또는 인위적으로 삽입한 인공 심장 박동기
플래그 표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모드에 대해서 시험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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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A
B
ap
ao
dp
to

오버슈트 없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오버슈트 있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a.c. 결합, 면적  =  )
진폭(2㎷에서 700㎷까지 가변)
오버슈트(내용 참조)
펄스 폭(0.1㎳에서 2.0㎳까지 가변)
오버슈트 시정수(4㎳에서 100㎳까지)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상승 시간 및 하강 시간은 dp의 10 %로서 100 μ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9.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12.1.101.12 참조>
12.1.101.13.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제거
ME기기가 ± 2㎷부터 ± 700㎷까지의 진폭(ap), 0.1㎳부터 2.0㎳까지의 펄스 폭을 갖는
모든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7.9.2.9.101 b)
7)항 참조). ME기기가 그 범위 내에 있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ME기기가 제거할 수 있는 펄스의 진폭 및 폭의 범위를 공표해야
한다. ME기기의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제거 능력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표해야 한다.
a) 그림 9에 나타낸 형태의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에 대해서만,
b) 정상적인 QRS 및 T파와 함께 하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에 대하여(그림 11),
c) 효과 없이 QRS 패턴과 함께 이루어지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에 대하여(그림 12).
또한, 이와 동일한 진폭 및 지속시간을 갖는 (심방) 박동 펄스가 150㎳에서 250㎳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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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 박동 펄스에 선행할 때에도 위의 a), b), c)에 대한 제거 능력을 공표해야 한다.
ME기기의 인공 심장박동기 펄스 제거 능력을 불능화하는 수단이 갖추어진 경우에,
임상 조작자에게 인공 심장박동기 펄스 제거가 불능임을 알려주는 시각적 표시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9의 적용되는 시험 신호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방법 A – 오버슈트 없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에 대한 시험 신호 a):
오버슈트(ao)는 인공 심장 박동기 진폭의 5 % 미만이어야 하고(그림 9의 0.05ap),
오버슈트의 정착 시간은 5μs 미만이어야만 하는데, 상승 시간 및 하강 시간은 펄스
폭의 10 % 이어야 하지만, 100μs를 초과하지는 않아야 한다.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상승 모서리는 그림 11에 대강의 형태를 나타낸 대로 QRS 복합체의 개시 전에 10ms와
40 ms 사이에서 발생해야 한다.
- 방법 B – 오버슈트 있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에 대한 시험 신호 b): 방법 A의
시험 신호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신호로 하되, 오버슈트(ao)는 4㎳와 100㎳ 사이의
재충전 시정수(to)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14의 시험 회로 및 그림 9, 그림 11, 그림 12 및 그림 13의 신호 발생기
파형을 사용해 확인한다.
그림 14에서 리드선 R(RA)를 위치 P1에 접속하고, 다른 모든 리드선은 위치 P2에
접속한다.
제조자의 ME기기 사양서가 이 개별규격의 전 범위(방법 A 및 방법 B에서 정의한
대로, 진폭 = ± 2mV ~ ± 700mV, 지속시간 = 0.1ms ~ 2ms, 오버슈트 = 4ms ~ 100ms)
이외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제조자가 규정한 진폭, 지속시간 및 오버슈트를
사용해 다음의 시험을 수행한다.
a) 그림 9/11의 파형을 ME기기 입력에 가하되, 그림 13에서 QRS 진폭(a)은 1㎷로
설정하고, QRS 지속시간(d)은 100㎳로 하며, 그림 10으로부터 T-파 진폭(aT)은
0.2㎷, T-파 지속시간(dT)은 180㎳, QT 간격(dQT)은 350㎳, R-R 간격은 1초로 한다.
인공 심장 박동기의 진폭(aP)은 + 2㎷로 설정한다. 펄스 폭(dP)은 2㎳로 설정한다.
b) 감도 조절기는, 구비된 경우에, 시험 진행 단계 중 이 지점에서만 조절할 수 있다.
- 628 -

c) 표시되는 심박수가 제조자가 공표한 값과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d) QRS 및 T-파 신호를 제거하고, 표시되는 심박수가 제조자가 공표한 값과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e) - 2㎷, ± 100㎷, ± 300㎷, ± 500㎷, ± 700㎷의 인공 심장 박동기의 진폭(aP)에 대해
상기 a), c) 및 d) 단계를 반복한다.
f) 그림 12의 시험 파형을 ME기기 입력에 가하되, a) 단계와 동일한 패러미터를
사용하는데, 다만 심박수는 30 1/min으로 설정하고, 박동기 조율 속도는 80
1/min으로 설정한다(이 시험 시, 심박수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가 ECG 파형에
비동기로 이동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g) 심실 박동 펄스와 동일한 진폭과 지속시간을 갖는 펄스를 인가하되, 150㎳ 만큼
선행시켜 두 가지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가 모두 존재하는 상태에서 a)부터
f)까지의 단계를 반복한다.
h)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간격을 150㎳ 대신 250㎳로 하여 g) 단계를 반복한다.
i) 표시되는 심박수가 제조자가 공표한 값과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j) - 2㎷, ± 100㎷, ± 300㎷, ± 500㎷, ± 700㎷의 aP 값에 대해 f), g), (h) 단계를
반복한다.
k) 시험 신호 b)에 기술된 패러미터를 갖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에 대해 전체 시험
절차를 반복한다. 오버슈트의 진폭(ao)은 방법 A(= 0.025aP ~ 0.25aP로 하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시정수와는 독립하여 설정)와 방법 B(= aPdP/t0) 중 어느 한
쪽을 택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양쪽 모두로 할 수도 있다.
※ 비고: 방법 B의 경우에, 용량성 결합은 주 펄스를 오버슈트 진폭과 동일한 양만큼
감소시킬 수도 있다. 또한, A-V 순서의 인공 심장 박동수 펄스를 갖는 심실 펄스의
오버슈트는 불안정한 심방 펄스 오버슈트로부터의 잔존하는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l) 0.1㎳의 펄스 폭(dP)에 대해 a)에서 k)까지의 시험을 반복한다.
m) ME기기가 각기 다른 환자 모드(특히 신생아 모드)에서 상기 시험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에, 모든 환자 모드에서 이 시험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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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제거 능력을 불능화하는 수단이 갖추어진 경우에, 이 수단을
활성화하고,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제거가 불능 상태임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지
검증한다.

키
ar QR 세그먼트의 진폭
as RS 언더슈트의 진폭
aT T-파의 진폭
d QRS의 지속시간
dT T-파의 지속시간
dQT QT 세그먼트의 지속시간
그림 10. T-파 제거를 위한 시험 파형
<7.9.2.9.101 b)2), 12.1.101.13, 12.1.10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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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상 박동 율동
<12.1.101.13 및 그림 13 참조>

그림 12. 효과 없는 박동(심박수 30 1/min,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80 1/min)
<12.1.10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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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모의 QRS 복합체
<12.1.101.13, 12.1.101.14 및 12.1.101.15 참조>

구성품
① QRS 모의기, 출력 임피던스 < 1㏀, 직선성 ± 1%, 1V peak-to-valley, 40Hz
②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발생기, 펄스 진폭 2.5V, 지속시간 2ms, 주파수 1.7Hz
※ 비고: 펄스 진폭 및 지속시간을 12.1.101.12 및 12.1.101.13에서 규정한 대로 조정한다.
그림 14. 인공 심장 박동기 시험 회로
12.1.101.14. 심율동 전환을 위한 펄스 동기화
심장충격기 방전을 동기화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펄스를 신호 출력부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R-파 peak-to-valley로부터 동기 펄스 개시까지의 시간 간격은 3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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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펄스의 진폭, 지속시간, 형태 및 출력 임피던스 등의 특성은
부속 문서에 공표해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 및 그림 13의 파형을 사용해 확인한다.
그림 5에서 스위치 S1은 열고, 스위치 S와 S2는 닫고, S4는 위치 B에 설정한다. 그림
13의 파형을 갖는 신호 발생기를 R(RA) 리드선에 접속한다. 다른 모든 리드선은
N(RL) 리드선에 접속한다. 신호 발생기를 조정해 주파수는 1㎐로 한다. 0.5mV, 2.0mV
및 5.0mV의 QRS 진폭 (a)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각 진폭 (a)에 대해서 QRS
지속시간 d를 70ms, 100ms, 120ms로 설정하고 신생아/소아용 ME기기에 대해서는
40ms로 설정한다.
동기 펄스 출력의 상승 모서리가 입력 신호의 R-파 peak-to-valley로부터 35㎳를
초과하지 않는지 검증한다.
12.1.101.15. *심박수 범위, 정확도 및 QRS 검출 범위
ME기기는 심박수를 검출하고 표시하는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심박수 표시 범위는 적어도 어른에 대해서는 30 1/min에서부터 200 1/min, 신생아 및
소아용에서는 30 1/min에서부터 250 1/min까지로 해야 한다. 검출되는 심박수의
정확도는 ± 10% 또는 ± 5 1/min 중에서 큰 쪽으로 한다. 규정된 하위의 표시 범위
한계보다 더 낮은 속도의 ECG 입력 신호는 이 하한보다 더 큰 심박수를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어른에 대해서는 300 1/min 이하 그리고 신생아 및 소아용에서는 350
1/min 이하로 규정된 상한 표시 범위보다 더 높은 속도의 ECG 입력 신호는, 어른에
대해서는 300 1/min 미만 그리고 신생아 및 소아용에서는 350 1/min 미만의 심박수는
검출하지 않아야 한다.
QRS 진폭(그림 13의 a)의 최소 검출 범위는 70ms와 120ms 사이(신생아/소아용
ME기기의 경우에는 40ms 및 120ms)의 QRS파 지속시간에 대해서 0.5mV에서
5mV까지이어야 한다. 성인 환자용으로 설정한 ME기기의 경우에, 심박수계는 0.15mV
이하의 QRS 진폭 또는 1mV 진폭에 10ms 이하의 지속시간을 갖는 ECG 신호에
응답하지 않아야 한다. 신생아/소아 환자용으로 설정한 ME기기에서는 이들 형식의
신호 중 어느 쪽이든지 또는 양쪽 모두에 대한 응답이 허용된다.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 및 그림 13의 파형을 사용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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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S1은 열고, 스위치 S와 S2는 닫고, S4는 위치 B에 설정한다. 신호 발생기로
그림 13의 파형을 R(RA) 리드선에 인가하되, 진폭(a)은 1㎷로 한다. 성인용인 경우에,
QRS 지속시간 (d)은 70㎳ 및 120㎳로 설정한다. 신생아 또는 소아용인 경우에는, QRS
지속시간 (d)은 40㎳ 및 120㎳로 설정한다. 다른 모든 리드선은 N(RL) 리드선에
접속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입력 신호 심박수를 0에서부터 30 1/min까지 서서히 변화시키고 10 1/min 마다
정지하여 표시되는 심박수가 안정화되도록 한다. 규정된 표시 범위 이내의 값에 대해
표시되는 심박수는 ± 5 1/min 이내이어야 한다. 규정된 하한보다 낮은 입력 신호
속도의 경우에, 표시되는 심박수는 규정된 하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00 1/min의 신호 속도를 인가하고, 300 1/min과 규정된 최고 속도의 합의 절반을 신호
속도로 인가한다. 신생아/소아용인 경우에, 이 속도는 350 1/min, 그리고 350 1/min과
규정된 최고 속도의 합의 절반이 된다. 표시되는 심박수는 표시 범위에 대해 규정된
상한의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정확도 요구사항:
입력 신호 속도를 성인용은 0 1/min에서부터 200 1/min까지, 신생아 또는 소아용은 250
1/min까지 변화시킨다. 중간 입력 신호 속도는 30 1/min, 60 1/min, 120 1/min, 180
1/min를 사용한다. 표시되는 심박수는 입력 신호 속도의 ± 10% 또는 ± 5 1/min 중 큰
값 이내이어야 한다.
0.5㎷, 2.0㎷, 5.0㎷의 입력 신호를 그림 13의 진폭(a)으로 하여 시험을 반복한다. 각
진폭(a)에 대하여 성인용의 경우에, 그림 13의 QRS 지속시간 (d)은 70㎳, 100㎳,
120㎳로 설정한다. 신생아 또는 소아용인 경우에는, 지속시간 (d)을 40㎳, 80㎳, 120㎳로
설정한다.
성인 모드에서 QRS 진폭 0.15mV으로 시험을 반복하고, 이후에는 QRS 지속시간 10ms,
QRS 진폭 1mV으로 시험을 반복한다.
상기에 기술한 정확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성인 모드에서, ME기기는 0.15mV의
QRS 진폭을 가하는 경우와 10ms의 QRS 지속시간 및 1mV의 QRS 진폭을 가하는
경우에, 심박수를 계수하지 않아야 한다.
peak-to-valley 값으로 100 ㎶인 전원 주파수의 정현파 전압을 그림 5의 신호 발생기와
직렬 연결한다. 그림 13의 파형의 진폭(a)은 1㎷로 설정하고, 그것의 지속시간(d)은
- 634 -

100㎳로 설정하되, 반복율은 80 1/min로 한다. 전원 주파수 노치 필터가 구비된 경우에,
이 시험 동안 켜둔다. 상기 기술한 대로 입력 신호 속도를 변화시킨다. 표시되는 속도는
정확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2.1.101.1.6. *채널 높이 및 화면비
ME기기의 출력 표시장치는 12.1.101.2에서 규정한 ECG 신호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추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채널 높이. ME기기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ECG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영구적 표시장치의 경우에, ECG 채널 당 적어도 20mm의 수직 공간 이내.
비영구적 표시장치의 경우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수직 공간 이내
- 이동 감시 또는 환자 착용 등의 의도한사용을 갖는 ME기기의 경우에, ECG 채널당
10mm
- 다른 의도한 사용을 갖는 ME기기의 경우에, ECG 채널 당 30mm.
다른 채널 높이의 선택도 갖출 수 있다.
적합성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a) 1㎐와 40 ㎐사이의 주파수로 정현파 또는 삼각파의 시험 신호를 가한다. 입력
진폭을 조정해, 피시험 ECG 채널에 대한 출력 표시장치 영역의 기대되는 전체 채널
높이를 커버하는 출력 편향(deflection)을 산출한다. 진폭이, 영구적 표시장치 또는
비영구적 표시장치의 그 형식에 대한 의도한사용에 따라 상기에서 표시한 값보다 큰
지 검증한다. 갖추어진 ECG 채널 각각에 대해서 이 시험을 반복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채널 높이를 검증한다.
b) 화면비. 영구적 표시장치 및 비영구적 표시장치의 화면비는 (0.4 ± 0.08)s/mV
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화면비는 스윕속도(mm/s 단위)에 대한 수직 감도(mm/mV
단위)로 정의한다. 여러 가지 다른 화면비를 갖추었거나 또는 조절 가능한 화면비를
갖춘 ME기기의 경우에, (0.4 ± 0.08)s/mV의 화면비는 제공되는 그 화면비 중
하나이어야 한다(10mm/mV 및 25mm/s에서 화면비는 0.4이다).
적합성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0㎐ 주파수의 1㎷ peak-to-valley 정현파 또는 삼각파 신호를 가한다. 표시되는 신호의
진폭(A)를 ㎜로 표시되는 peak-to-valley 값으로 측정한다. 표시장치에 나타나는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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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한 사이클을 ㎜로 표시되는 길이(B)로 측정한다. A/B의 비는 0.4 ± 0.08이어야만
한다.
12.1.101.17. 높은 T-파 제거 능력
심박수 표시가 12.1.101.15에서 규정한 오차 한계 내인 경우에 대하여 최대 T-파
진폭(aT)을 공표해야 한다. 제거할 수 있는 최대 T-파 진폭(aT)이 선택한 대역폭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 각 대역별로 제거가 필요한 최대 T-파 진폭 역시 개별적으로
공표한다.
심박수는 80 1/min이고, 1㎷의 진폭(a) 및 100㎳ 지속시간(d)인 QRS 시험 신호(그림
10)를 사용해야 하는데, T-파(정현파의 + 반파) 지속시간(dT)은 180㎳이어야 하고, QT
간격(dQT)은 350㎳이어야 한다. 시험 전 적어도 20초 동안 ME기기를 안정화시킨다.
12.3. 알람 시스템
추가:
ME기기는 이 기준규격 3.3에서 규정한 알람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12.4.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12.4.101.1. 영구적 표시장치 및 비영구적 표시장치의 표시
ECG 파형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CG 관련 임상 조작자 설정은 영구적
표시장치 및 비영구적 표시장치에 표시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설정은 표시해야
한다.
a) 필터 설정
b) 선택한 리드/리드들
c) 이득 표시기(12.1.101.9 참조)
d) 스윕속도(영구적 표시장치에만 해당)
※ 비고: 영구적 표시장치에 표시되는 ECG 파형은 격자 상에 나타나도록
한다(「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27. 심전계의 12.4.109.4.5항 참조).
13. 특정 위해상황 및 고장상태
공통기준규격[별표1] 1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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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로그램가능의료용전기시스템(PEMS)
공통기준규격[별표1] 14.에 따른다.
15. ME기기의 구조
다음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5.에 따른다.
15.3.4. 낙하시험
추가:
15.3.4.101. *전극 및 환자 케이블
전자 부품을 포함하는 전극 및 환자 케이블은 1m 높이에서 단단한 표면으로 자유
낙하한 이후에도 위해상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지속해야 한다.
구조 및 회로 배치에 대한 검사 결과 위해상황의 가능성이 없고 정상작동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시험용 샘플을, 각각 3개의 서로 다른 방향에서, 1m 높이로부터 견고한 기초 위(예:
콘크리트 바닥)에 평평하게 놓인 50mm 두께의 견목판(예: 700kg/㎥ 이상의 밀도를
가진 견목재) 위로 한 번씩 자유 낙하시킨다.
이 시험 후에, 테스트 핑거로 접촉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도 접촉 가능하지 않아
누설전류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갈라짐이나 섬유 강화
플라스틱 주형의 표면에 형성된 금 등은 무시한다. 이 시험 후에 이 개별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ME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15.4.4. 표시기
추가:
15.4.4.101. 전지 동작 및 전지 상태 표시기
ME기기가 내부전원으로만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내부전원에 의해 작동하는 시점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내부전원형 ME기기는 내부전원에 의해 작동하는 경우에 남은 전지 용량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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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은 검사 및 측정에 의해 확인한다.
16. ME시스템
공통기준규격[별표1] 16.에 따른다.
17.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3.2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7.에 따른다.
3.2.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전자파 안전은「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체 또는 추가시킨다.
5.2.2.2. 차폐된 위치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들 이외의 ME기기 및 ME시스템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추가:
심전도 감시기 및 그 부속품은 생명유지 ME기기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6. 전자파 적합성
6.1. 방사
6.1.1.2. 시험
a) 환자케이블
대체:
ME기기는, 모든 신호입력/출력부 케이블이 ME기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제조자가
규정한 환자 케이블/환자 케이블들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그림 15 참조).
신호입력/출력부 케이블의 개구 말단과 바닥(기준면) 사이의 거리는 40cm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자가 서로 다른 길이의 환자 케이블을 규정하는 경우에, 각 길이의 대표적인
샘플 하나만을 시험해야 한다.
그림 15의 RC 회로망( ,  ) 및 금속판(7)은 방사 방출 시험 시 사용하지 않는다.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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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① 전원 케이블
② SIP/SOP 케이블
③ 절연재로 만든 탁자
④ 피시험 ME기기
⑤ 환자 케이블
⑥ 환자 모의 부하(51 kΩ의 저항과 47 nF의 커패시터의 병렬 부하)
⑦ 금속판
CP 220pF
RP 510Ω
CP와 RP의 직렬 부하는 환자 몸을 모의한다.
RC 회로망( ,  ), 환자 모의 부하(6) 및 금속판(7)은 방사 방출 시험 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15. 방사와 전도 방출 시험 및 방사 내성 시험을 위한 시험 배치도
<6.1.1.2 a)항 및 6.2.1.10 참조>
6.2. 내성
6.2.1.10. 적합성 판정기준
추가:
ME기기는 이 기준규격의 6.2.2.1 및 6.2.101항을 제외하고,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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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공통기준규격」의 6.2.1.10항을 만족해야 하고, 검출한 심박수의 정확도는 ± 10%
또는 ± 5 1/min 중 큰 값(12.1.101.15항 참조)이어야 한다.
6.2.2. 정전기 방전(ESD)
6.2.2.1. 요구사항
추가:
ME기기는 방전 시 일시적인 기능저하를 보일 수도 있다. ME기기는 10초 이내에 어떤
조작자 설정 또는 저장 데이터의 상실도 없이, 이전 가동모드에서 정상 가동을
재개해야 하고, 의도한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하며 필수성능을 유지해야
한다(6.2.1.10 참조).
6.2.3. 방사성 RF 전자기장
6.2.3.1. 요구사항
a)항에 추가:
3V/m의 내성 시험 수준을 적용한다.
6.2.3.2. 시험
추가:
aa) 일반적으로 모든 신호 입력부/신호 출력부 케이블 및 전원코드는 그림 16에서와
같이 배치한다. 신호입력/출력부 케이블과 바닥(기준면) 사이의 거리는 40cm
이상으로 유지한다.
bb) 진폭(a) 1mV, 지속시간(d) 100ms 및 심박수 100 1/s 상태에서, 그림 13의 모의
입력 신호를 사용해 시험을 수행한다.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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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원 케이블
신호 케이블
절연재로 만든 탁자
피시험 ME기기
환자 케이블
환자 모의 부하(51 kΩ의 저항과 47 nF의 커패시터의 병렬 부하)
ECG 모의기(차폐하고, 무선 주파수 교란에 취약할 경우, 필요하다면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
그림 16. 방사성 시험을 위한 구성
<6.2.3.2 참조>

6.2.4.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및 버스트
6.2.4.1. 요구사항
추가:
전원코드를 통해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과 파열에 노출되는 경우에, ME기기는 심박수
표시를 지속해야 한다. 표시되는 심박수의 정확도는 ± 10% 또는 ± 5 1/min 중 큰
값으로 해야 한다(12.1.101.15항 참조).
길이가 3m 이상으로 규정된 환자 케이블 및 중간 케이블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 빠른
과도현상 및 파열에 노출되는 동안 일시적인 기능저하를 보일 수도 있다. ME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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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이내에 어떤 조작자 설정 또는 저장 데이터의 상실도 없이, 이전 가동모드에서
정상 가동을 재개해야 하고, 심박수 표시를 지속해야 한다. 표시되는 심박수의 정확도는
± 10% 또는 ± 5 1/min 중 큰 값으로 해야 한다(12.1.101.15항 참조).
6.2.4.2. 시험
추가:
aa) ME기기는 기준면 위로 0.8m±0.08m에 위치해야 한다.
bb) ME기기에 장착된 전원코드는 ME기기를 EFT/B 발생기의 출력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cc) 진폭(a) 1mV, 지속시간(d) 100ms 및 심박수 100 1/s 상태에서, 그림 13의 모의
입력 신호를 사용해 시험을 수행한다.
6.2.6. RF 전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전도장해
6.2.6.1. 요구사항
추가:
aa) 전원코드를 통해 전도 무선 주파수 전압에 노출되는 경우에, ME기기는 6.2.1.10에서
기술한 의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bb) *환자 케이블은 이 요구사항에서 제외한다.
6.2.6.2. 시험
추가:
aa)「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6.2.6.2항, c)항 및 e)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항목:
6.2.101. *전기 수술 간섭
ECG 텔레메트리 시스템은 이 시험에서 배제한다.
전기 수술기로 인한 오작동에 대한 보호수단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조자가 권고하는
환자 케이블, 리드선, 부속품 또는 설정을 사용해 아래의 시험을 수행한다.
ME기기를 전기 수술기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 ME기기는 전기 수술기에 의해 생성된
필드에 노출된 지 10초 이내에 저장 데이터의 상실 없이 이전의 정상모드로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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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은 그림 17 및 그림 18에 따라서 확인한다.
사용하는 HF 수술기는 「의료기기기준규격」[별표2] 61. 전기수술기 를 만족하고, 최소
전력 300W 이상의 절개 모드, 최소 100W 이상의 응고 모드를 가지며, 400㎑ ± 10%인
작동 주파수를 갖도록 해야 한다.
a) 절개 모드 시험:
전기 수술기의 출력 전력을 300 W로 설정한다.
시험 설정(그림 17 및 그림 18 참조)에서 금속 접점/블록을 활성 전극으로 접촉하고,
아크가 얻어지도록 전극을 서서히 제거한다.
ECG 기준선이 10초 이내에 정상 위치로 복귀하는지와 ME기기가 저장된 데이터의 상실
없이 이전의 가동모드로 복귀하는지 검증한다.
위 절차를 5회 반복한다.
b) 응고 모드 시험:
출력 전력을 100W로 하여 a)항의 시험을 반복한다.
스프레이 응고 모드의 시험은 배제한다.

구성품
① 전기수술기
② 금속판
③ 전기수술기의 활성 전극
④ 전기수술기의 금속판/중성 전극(N)
⑤ 결합망
⑥ 환자 케이블
⑦ ME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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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500Ω, 200W (저-유도성, < 5 μH, 저항으로서 환자 임피던스를 모의)
Cg 47nF (HF 수술기의 설계 형식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커패시터)
Rs 51kΩ, Rs//Cs는 피부 임피던스를 모의한다.
Cs 47nF
R, L, F, C, N 표 3에 따른 리드선
※ 비고: 시험보고서에는 사용한 전기수술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
그림 17. 전기수술 보호 측정을 위한 시험 회로
<6.2.101 참조>

구성품
① 전기수술기
② 금속판
③ 전기수술기의 활성 전극
④ 전기수술기의 중성 전극
⑤ 결합망 - 그림 3의 5번 항에 따른 시험 구성
⑥ 환자 케이블
⑦ 피시험 기기
⑧ 공급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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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절연 재료로 만든 탁자
⑩ 접지용 보호 접지선 접속
그림 18. 전기수술 보호 측정을 위한 시험 구성
<6.2.101 참조>
3.3. 의료기기 경보시스템에 관한 시험
다음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4]을 적용한다(부록 BB의 경보 도표 참조).
6. 경보시스템
6.1. 경보상태
6.1.2. *경보상태 결정 및 우선순위 부여
추가:
정상사용 시 임상 조작자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도한사용에 포함하는 ME기기는, 경미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고 잠재적 위해의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경보 조건을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 조건으로 처리해야
한다(표 4 참조)
부속문서에는 책임있는조직이 어떻게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 조건을 위한 경보 신호음을
사용가능 또는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기술해야 한다. 공통기준규격[별표4] 6.7.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비고: 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1의 이런 조정으로 인해 이 ME기기의 추가적인
배치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앙 모니터링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중환자실
경우처럼, 책임있는조직이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 조건을 위한 경보 신호음을
필요로 할 경우에, 이 능력이 필요하다.
정상사용 시 임상 조작자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도한사용에 포함하는 ME기기의 경우에, 표 4는 표 1.경보 조건 우선순위를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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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임상 조작자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도한사용에
포함하는 ME기기에 대한 경보 조건 우선순위
경보 조건의

잠재적 위해의 시 작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고장의

즉각

신속

잠재적 결과
사망 또는 중상
높은 우선순 위 
중 정도의 부상
높은 우선순위
경상 또는 가벼운
중간 우선순위
통증

지연

높은 우선순위
중간 우선순위

중간 우선순위
낮은 우선순위

낮은 우선순위

낮은 우선순위

a 잠재적 위해의 시작은 상해가 드러나는 시점이 아니라 상해발생 시점을
가리킨다.
b 일반적으로 수동의 교정조치를 취하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 내에 해당
사안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일반적으로 수동의 교정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 내에 해당 사안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d “신속”에서 주어진 시간보다 많은, 규정되지 않은 시간 내에 해당
사안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e 실행 가능한 경우에, 치료기능을 가진 ME기기는, ME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즉사 혹은 중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 안전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6.3.3. 청각경보신호
6.3.3.1. *청각경보신호의 특성
추가:
정상사용 시 임상 조작자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도한사용에 포함하는 ME기기의 경우에,
- 경보 신호음은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 조건을 알려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3에서 각주 “d”를 삭제한다).
- 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3의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 신호” 행에서, “15초 초과 또는
반복하지 않음”을 “2.5초 ~ 30.0초”로 대체한다.
- 경보 신호음은 기술적 경보 조건을 알려야 한다.
정상사용 시 임상 조작자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도한사용에 포함하는 ME기기의 경우에, 표 5는 표 3.경보 신호음 파열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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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한 것이다.
표 5. 임상 조작자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환자의 모니터링을 의도한사용에
포함하는 ME기기에 대한 경보 신호음 파열의 특성
특성
파열 시 펄스의 수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중간인 경보

높은 경보 신호
10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 신호

신호
3

1 또는 2

y

y

y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펄스간격( ) (표 101
참조)
1번째와 2번째 펄스 사이
2번째와 3번째 펄스 사이
3번째와 4번째 펄스 사이
4번째와 5번째 펄스 사이
5번째와 6번째 펄스 사이
6번째와 7번째 펄스 사이
7번째와 8번째 펄스 사이
8번째와 9번째 펄스 사이

x
x
2x + 
x
0.35초 ~
1.30초
x
x
2x + 

해당되지 않음
x
2.5초 ~ 15.0초 2.5초 ~ 30.0초
파열 간 간 격   (  )
두 펄스 간 진폭 차이
최대 10dB
최대 10dB
x는 50ms와 125ms 사이 값이어야 한다.
9번째와 10번째 펄스 사이

해당되지 않음
15초 초과 ~ 30초
최대 10dB

y는 125ms와 250ms 사이 값이어야 한다.
파열 내 x 및 y의 변화는 ±5% 이어야 한다.
중간 우선순위  +y 는 높은 우선순위  +x 이상이어야 한다.
a 펄스 특성의 경우에, 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4를 참조
b 특정 ME기기에 대해서 개별규격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
c 제조자는 위험분석과 일치하는 가장 긴 파열 간 간격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개별규격 작성자는, 특정 경보 시스템 적용을 위해서 경보 신호음의
가장 긴, 적합한 파열 간 간격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긴 파열 간 간격은
특정 조건 하에서 경보 조건의 근원을 적절한 시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d 임상 조작자에 의해 비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중간 및 낮은
경보 신호음은 적어도 1개의 파열을 완성해야 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경보
신호음은 적어도 1/2 파열을 완성해야 한다.

부속문서에는 책임있는조직이 어떻게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 조건을 위한 경보 신호음을
사용가능 또는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와, 모든 경보 신호음의 파열 간 간격 제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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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지 기술해야 한다.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6.7항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비고: 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3의 이런 조정으로 인해 이 ME기기의 추가적인
배치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앙 모니터링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중환자실
경우처럼, 책임있는조직이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 조건을 위한 경보 신호음을
필요로 할 경우에, 이 능력이 필요하다.
우선순위가 높고, 중간이고 낮은 경보 조건과 관련된 경보 신호음의 최대 파열 간
간격을 결정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적용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의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6.3.3.2. 청각경보신호 및 정보신호의 음량 및 특성
추가 항목:
6.3.3.2.101. *0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보 신호음의 볼륨
임상 조작자가 경보 신호음의 볼륨을 0으로 감소시키는 경우(음압 없음)에, ME기기가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원격 부품에서 경보 신호가 반복되는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면, 경보 신호 비활성화 상태인 ‘오디오 꺼짐’으로 표시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6.4.2. *분산경보시스템 관련 지연
추가:
환자치료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원격 부품에서의 생리학적 경보 조건 및 기술적 경보 조건의 경보 신호
발생지연은 제한해야 한다.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원격 부품에서 경보 신호를 내보내기
전 허용 가능한 최대 경보 신호 지연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험관리를 적용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의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6.6. 경보 제한
6.6.2. 조정 가능한 경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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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항목:
6.6.2.101. 심박수 경보 제한값의 조정범위
ME기기는 심박수 경보 상한값 및 하한값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성인 환자의 경우에, 경보 상한값 설정은 적어도 100 1/min과 200 1/min 사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하고 경보 하한값 설정은 적어도 30 1/min과 100 1/min 사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신생아 및 소아 환자의 경우에, 경보 상한값 설정은 적어도 100
1/min과 250 1/min 사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하고 경보 하한값 설정은 적어도 30
1/min과 150 1/min 사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6.6.2.102. 경보 제한 설정의 해결
경보 제한 설정은 ± 5 1/min를 초과하지 않는 단계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6.6.2.103. 심박수 경보 조건의 경보 시간
심장 정지(무수축) 경보 신호 발생지연은 1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낮은 심박수 또는 높은 심박수 경보 조건에 대한 경보신호의 경보 조건 지연 및 경보
신호 발생 지연의 합은 1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모든 시험에서, QRS 진폭 1mV 및 QRS 지속시간 70ms의 모의 ECG 신호를 인가한다.
입력 심박수의 공칭값으로부터의 편차는 5% 미만이어야 한다.
낮은 심박수 경보 조건: 심박수는 80 1/min으로 설정하고 하한 경보 한계는 60
1/min으로 설정한다. 심박수는 80 1/min으로부터 40 1/min까지
계단 함수적으로 변경한다. 심박수의 변경 시점과 경보 신호가
하한의 경보 조건을 표시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한다.
높은 심박수 경보 조건: 심박수는 80 1/min으로 설정하고, 상한 경보 한계는 100
1/min으로 설정한다. 심박수는 80 1/min으로부터 120
1/min까지 계단 함수적으로 변경한다. 심박수의 변경 시점과
경보 신호가 상한의 경보 조건을 표시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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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측정한다.
심장 정지: 심박수는 80 1/min으로 설정하고 하한 경보 한계는 60 1/min으로 설정한다.
심박수는 80 1/min으로부터 0 1/min까지 계단 함수적으로 변경한다.
심박수의 변경 시점과 경보 신호가 심장 정지 경보 조건을 표시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한다.
6.6.2.104. *작동불능인 ME기기를 표시하는 기술적 경보 조건
ME기기는, ECG 증폭기의 부분의 과부하 또는 포화, 그리고 ECG 리드선의 차단으로
인해 ME기기가 작동불능이라는 것을 10초 내에 표시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 회로를 사용해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감도는 10mm/mV로 설정하고, 스윕속도는 25mm/s로 설정한다. 스위치 S와 S2는 닫고,
S4는 위치 B에 설정한다. 신호 발생기를 R(RA) 리드선과 N(RL) 리드선에 접속된 다른
모든 리드선 사이에 접속한다. 신호 발생기와 직렬로 - 5V에서 + 5V의 출력 공급이
가능한 d.c. 전원을 연결한다.
신호 발생기를 조정하여 10㎐ 신호가 공급되도록 한다. - 5V에서 + 5V까지 가변하는
d.c. 전압에 10㎐, 1㎷ 신호를 중첩한다.
0에서부터 시작하되, 블록 제거 기능이 있는 ME기기라면 신호를 추적하기 위해 그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고, 증감 비율은 약 1V/s로 하여 0V에서 + 5V까지 그리고 5V까지 d.c. 전압을 증감해야 한다.
10초 이내에 적어도 0.5㎷ RTI 이상의 진폭을 가진 10㎐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ME기기가 동작 불능임을 나타내는 기술적 경보 조건이 표시되는지를 검증한다.
모든 리드선을 차단한다. 10초 이내에 ME기기가 동작 불능임을 나타내는 기술적 경보
조건이 표시되는지를 검증한다.
6.6.2.105. 경보 조건 우선순위의 할당
심박수 경보 조건의 경보 신호는 적어도 중간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 심장
정지(무수축), 심실 빈맥, 심실 세동의 생리학적 경보 조건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 부정맥(심실 기외 수축(VPCs), 심실 이단맥 또는 불규칙 심박수 등)과 같은 기타
생리학적 경보 조건의 우선순위 또는 이런 사상들을 정보 신호로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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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위험관리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6.8. 경보 신호 비활성화 상태
추가 항목:
6.8.101. *기술적 경보 조건
경보 신호의 비활성화(경보 일시중지 및 경보 끄기)는
a) ME기기로부터 1m 거리에서 특정 경보 조건 및 그것의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기술적 경보 조건의 시각적 경보 신호를 비활성화하지 않아야 한다.
b)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6.3.2.2 b)항에서 규정한 시각적 경보 신호를 비활성화해도
좋다.
기술적 경보 조건의 경우에, 패러미터(들)의 어떤 측정값(들)이든 임상 조작자가
측정값(들)의 유효성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비고: 기술적 경보 조건 시, 생리학적 패러미터(들)은 생리학적 경보 조건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조자가 규정한 대로 임상 조작자가 의도적으로 리드선, 환자 케이블 또는 모듈을
차단한 경우에, 이 기술적 경보 조건의 시각적 경보 신호가 불능화 되도록 경보 리셋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수단은 사용설명서에 문서화해야 한다(7.9.2.9.101 a) 14)항
참조).
적합성은 검사 및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6.9. *경보 리셋
대체:
임상 조작자가 경보 신호의 경보 리셋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경보 리셋 기능의 활성화 이후,
a) 생리학적 경보 조건의 경보 신호음을 중단하고, 이후의 경보 조건에 대해 경보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b)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유지 경보 조건에 대한 시각적 경보 신호를 중단해야
한다(7.9.2.101 14)항 및 6.8.101 참조).
c) 경보 조건이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모든 경보 조건에 대한 시각적 경보 신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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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어야 한다.
d) 이후의 경보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보 시스템은 즉시 사용가능해야 한다.
e) 기술적 경보 조건이 존재하는 한, 기술적 경보 조건의 시각적 경보 신호는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경보 리셋 제어 수단에는 심벌 IEC 60417-5309 (2002-10)을 표시해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C.1의 심벌 2 및/또는 표 C.2, 표시 5의 문자열 참조).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6.10. *비-래칭 및 래칭경보신호
첫 번째 단락에 추가:
유지 경보 신호와 비유지 경보 신호의 혼합구성을 지원하는 ME기기의 경우에,
생리학적 경보 조건에 대한 모든 유지 경보 신호 또는 모든 비유지 경보 신호를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ME기기의 배치에 대한 접근을 책임있는조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책임있는조직이 ME기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 비고: 이 요구사항은, 책임있는조직이 모든 경보 조건의 유지 경보 신호를 필요로
하는 중환자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배치 능력을 추가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추가 항목:
6.10.101. *기술적 경보 조건에 대한 비유지 경보 신호
비유지 경보 신호는 기술적 경보 조건에 할당해야 한다.
6.11. 분산된 경보 시스템
6.11.2.2. *경보상태 원격통신의 고장
b)항의 대체:
b) 경보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영향 받는 모든 부분에서
기술적 경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추가:
ME기기가 ‘오디오 꺼짐’ 상태일 때, 분산된 경보 시스템으로 ME기기가 통신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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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한 경우에, ‘오디오 꺼짐’상태를 종료하고 기술적 경보 조건을 시작해야 한다.
추가 항목:
6.11.101. *분산된 경보 시스템 원격 부품에서의 경보 신호 비활성화/활성화
의도한 사용 환경의 위험관리에 의해 ME기기가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ME기기는 임상 조작자가 ME기기의 경보 신호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분산된 경보 시스템 원격 부품에서 경보 제한 설정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을,
다음을 통해 갖출 수 있다.
- ME기기에 설정된 모든 비활성화 상태(경보 일시중지, 오디오 일시중지, 경보 꺼짐
또는 오디오 꺼짐) 및 경보 리셋 기능의 활성화 및
- 비활성화 상태의 종료.
경보 신호를 원격으로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을 갖춘 ME기기는 주어진
모든 비활성화 상태에 대해서 원격의 활성화/비활성화를 배치(가능 또는 불가능)하기
위한 수단도 갖추어야 한다. 임상 조작자가 이 배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은 책임있는조직으로 제한해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4]의 6.7 참조).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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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들이 적용된다.
부록 AA
(참고)
특정 가이던스 및 근거

AA.1. 심장충격기와 함께 사용
이 부류의 ME기기는 중환자의 집중 감시 및 특히 심혈관계 중환자실 등 심장충격기의
사용이 예상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심장충격기 보호는 안전의 관점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능의 관점에서도 이 ME기기가
심장 율동의 회복을 먼저 나타내기 때문에 필요하다(8.5.5.1 참조).
따라서 실무진은 심장충격기가 이 ME기기에서의 요구사항이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ME기기는 또한 단시간 내에 타당한 기록을 나타내어, 심장충격기 작동 이후의 결과를
임상인 또는 사용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8.5.5.1항은 심장충격기가
작동한지 5초 이내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을 요구하며, 이 요구사항은 전극의 복구도
포함한다.
AA.2. 심장충격기 시험 전압에 대한 근거
AA.2.1. 일반
심장충격기 전압을 외부 충격 패들(externally applied paddles)을 통해 환자의 흉곽에
가하는 경우에, 패들 주변 및 패들 사이에 있는 환자의 신체 조직은 전압의 분압
시스템(voltage dividing system)이 된다.
전압 분포는 3차원 장 이론을 이용하면 개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국소 조직의 도전성으로
인하여 변경되기 때문에 결코 균일하지는 않다.
ME기기의 전극을 환자의 흉곽 또는 몸통에 적용하는 경우에, 심장충격기 패들이 접촉하는
범위 내에서, 전극에 가해지는 전압은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심장충격기의
부하 전압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전극을 어디에 배치해야 좀 더 낮은 전압이
걸릴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심장충격기 패들 한 쪽의 인접부라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서 전극 및 그 전극이 접속되는 ME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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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충격기의 최대 전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심장충격기 패들의 한 쪽이 환자 몸에
제대로 접촉하지 못할 경우의 무부하 전압까지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극이 심장충격기 패들 사이에 거의 정확하게 놓이거나(식도 전극) 또는 전기적으로는
유효한 곳이지만 환자 몸통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놓이거나(EEG 또는 비뇨기과용
전극) 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극에 가해지는 전압이 심장충격기 전압보다
작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전극과 그들이 접속되는 ME기기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은 그것들 모두가 심장충격기의 무부하 전압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전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할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은 전극이 심장충격기 패들의 주변부를 벗어난 환자 몸, 즉
환자의 팔이나 어깨 등에 접속되는 경우이다. 안전을 기하기 위한 유일한 가정은, 어떠한
전압 분압 효과도 일어나지 않고, 팔이나 어깨가 효과적으로 개방단 도전체가 되어 인접한
심장충격기 패들과 접속하는 것이다. 전극 및 관련 ME기기는 심장충격기의 전 무부하
전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논의에서 심장충격기 패들의 어느 한 쪽은 이 개별규격의 요구사항에서와 같이 접지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AA.2.2. 요약
표 AA.1은 전극 위치 및 심장충격기 방전 시 이들 전극 사이에 유기될 수 있는 결과적인
전압에 대한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극 사이에 심장충격기의 전
무부하 전압이 인가된다.
표 AA.1. 전극 위치 및 전기 강도 요구사항
전극 위치
흉곽 위 또는 흉곽 내의 지점,
정확한 위치는 미정
흉곽 위 또는 흉곽 내의 지점 또는
그로부터 좀 떨어진 지점이지만,
심장충격기 패들 사이의 전기적인
중간으로 추정되는 지점
흉곽에서 떨어진 지점으로서,
전기적으로도 심장충격기 패들
사이의 중간은 아닌 지점

전기 강도 요구사항
전 무부하 심장충격기 전압: 5kV
1/2을 상회하는 무부하 심장충격기
전압: 3kV

전 무부하 심장충격기 전압: 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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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3. 특정 요구사항
이 개별규격의 경우에, 표 AA.1의 첫 번째 조건 및 세 번째 조건이 적용된다. 감시용
전극은 보통 환자의 흉부, 어깨 또는 등에 부착될 뿐 아니라 환자의 사지에도 부착될 수
있다. 따라서 ME기기의 시험 전압은 5kV로 한다.
AA.3. 특정 절에 대한 가이던스 및 근거
IEC 60601-2-27 제2판의 몇 개의 절은 삭제했는데, 이는 이들 절이 IEC 60601-1:2005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1. 적용범위
이 개별규격의 적용 범위는 환자 몸에서 데이터를 얻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ME기기를 염두에 두고 정의한 것이다.
5.8. 시험 순서
누설전류 및 내전압 시험으로 인해 보호수단에서 기능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8.5.5의
시험을 먼저 수행한다. 12.1.101.16 b)항, 12.1.101.7 및 12.1.101.9에 대한 시험은 12.1.101의
나머지 항들에 대한 시험 이전에 수행하는데, 이는 여러 다른 시험에서 필요로 하며
12.1.101.7에서 결정되는 수직 환산 계수를 식별하기 위해서이다.
6.2.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ME기기는 심장 내 시술에 사용해도 좋다. 또한, ME기기는 종종 일부 의료기기 또는 여러
다른 의료기기들을 동일한 환자에 접속(ME시스템)하는 다기능 환자 감시기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B형장착부 및 BF형장착부에 대한 참조사항은 삭제한다.
7.9.2.9.101. a). 4). 사용설명서 추가 사항
제조자는 사용하는 전극의 유형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이는 일부 전극이 분극으로 인해 큰 오프셋 전위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장충격기 펄스의 적용 이후에 회복 시간이 훼손될 수도 있다. 진단용 ECG 기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동 압착 전극(squeeze bulb electrodes)은 특히 이런 영향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심전도 감시기가 1V 만큼 높은 분극 전위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상이한
금속으로 된 전극은 사용하지 않도록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7.9.2.9.101. a). 7). 사용설명서 추가 사항
이 요구사항은 임상 조작자에 의한 덜 빈번한 점검뿐만 아니라 빈번한(매일) 점검을 모두
커버하지만, 기계적 결함 및 케이블 손상 등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기술적
점검이 요구된다.
- 656 -

8.5.2.3. 환자 리드선
이 요구사항은 두 가지 위해상황에 대해서 보호한다. 첫째, 전극으로부터 이탈하기 쉬운
리드선을 경유하여 환자-접지 사이에 우연한 접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연하게라도 환자가 활전부 또는 위험 전압에 접속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모든 기기에 대하여, 예를 들면, 바나나 플러그와 같은 노출형 금속 핀 커넥터를
리드선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별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리드선에 있는 커넥터에는 노출된 도전성 부분 또는 접지와 접촉할 수
있는 도전성 부분이 있지 않아야 한다. 커넥터 핀과 평면 사이의 공간 거리가 적어도
0.5mm인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최소한의 필요 공간 거리인 0.5mm는 전극과의
신뢰할만한 접촉을 보증한다. 이 요구사항은 전극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 접속부의 다른 모든 커넥터에 대해서는 - 전극에 접속되는 리드선 부분은 제외하고
– 공통기준규격[별표1] 8.5.2.3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그림 AA.1은 8.5.2.3의 요구사항 및 근거를 예시한다.

키
▒ 공통기준규격[별표1] 8.5.2.3을 예시하는 환자에 대한 도전성 접속: 환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커넥터
■ 8.5.2.3을 예시하는 환자에 대한 도전성 접속: ME기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커넥터
1항부터 4항까지는 환자 사이의 도전성 접속을 예시한다. 보호 수단이 없다면 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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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이 분리될 경우 환자는 접지에 연결될 수도 있다.
1), 3) 환자까지의 도전성 접속(공통기준규격[별표1]의 8.5.2.3)
- 커넥터를 전원 소켓에 플러그로 접속할 수 있는 경우, 1㎜/1500V
2), 4) 장착부 경유 환자-접지간 접속(이 기준규격에 추가된 8.5.2.3)
- 0.5㎜의 공간 거리
그림 AA.1. 다중 환자 접속부를 가진 장착부
8.5.5.1. 제세동 보호
환자에 대한 세동제거(심장 충격) 시도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세동제거 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증폭기 과부하로부터의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 5초라는 복구 시간은 세동제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림 11의 시험 회로에 있는 400Ω의 전류 제한 저항은 하나의 심장충격기 패들과 전극
사이의 신체 조직의 저항을 표현한다. 이 값은 심장충격기 패들 양쪽이 모두 ME기기의
전극과 동시에 접속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스위칭 시간 200㎳에 중요한 의미는 없기 때문에, "매우 짧게"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적절하지만, 수치를 넣은 것은 시간 단위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세동제거(심장 충격) 시, 서로 다른 리드 조합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리드도 세동제거
전압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표 3에 나타낸 리드 조합들을 시험해야 한다. 이들
조합은 모든 전극을 시험할 수 있게 한 것이고, C점에 접속하는 전극(들)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리드를 포함하고 있다.
환자를 통한 심장충격기 방전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형의 전극에서는 큰 d.c. 오프셋 전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ME기기의 증폭기를 불능화할 수도 있다. 표시장치가 복구되는
동안, ECG 증폭기가 일정 시간 동안 동작 불능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6.6.2.104의
요구사항은 그런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심장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전극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AA.1 및 AA.2 참조).
11.6.5. ME기기 및 ME시스템에의 물 또는 미립자 물질의 침입
작은 크기의 ME기기 또는 ME기기의 작은 부분은 IV극에 장착하거나 또는 환자
가까이에서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환자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ME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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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사용시 우연히 물에 젖게 될 수도 있다. 정상사용 시 물에 젖은 이후에, 계속해서
환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ME기기는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11.8. ME기기에의 전원공급/공급전원의 차단
30초 미만 동안의 공급전원 차단은 주로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에서 기인한다. 그런
전원차단은 정상사용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환자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전원이
복구된 경우에, ME기기는 동일한 가동모드를 재개해야 하고 공급전원이 차단되기 전에
사용 중이던 모든 조작자 설정 및 환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장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동모드, 경보 설정(경보 신호음의 볼륨,
경보 제한, 경보 꺼짐 등), 추이 데이터 및 조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제거가 있다. 이 설정들과는 대조적으로, 순시 심박수 또는 표시되는 ECG 파형은 저장
데이터에 해당되지 않는다.
11.8.101. 전지 소모에 대한 보호
낮은 전압으로 설정된 실험실 가변 전원공급 및 이 환경에서 보통 확인되는 증가한 전지
임피던스를 나타내기 위한 직렬 임피던스를 사용해, 방전된 전지를 모의할 수 있다. 직렬
임피던스 값은 실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12.1.101. ME기기의 필수 성능
25여 년 전, 미국의료기기진흥협회(AAMI: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에서는 EC13을 발행했는데, 이는 심전도 감시기의 안전 및 필수 성능을
포함하는 최초의 규격이었다. 그 당시 모든 심전도 감시기는 벽에 장착하는 방식이었고
내장형 표시장치를 갖고 있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ECG 파형을 표시하는 방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 성능 요구사항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ANSI/AAMI EC13은 1992년과 2002년에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1992년 개정판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성능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2002년 개정판에서는 EMC 요구사항을 변경했고,
전기 수술기 간섭에 대한 시험을 추가했으며, 몇 가지 다른 시험 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
개정판들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
1994년에 출간된 IEC 60601-2-27의 초판에서는 심전도 감시기의 안전 관련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5년에 출간된 IEC 60601-2-27의 제2판에서는 심전도 감시기의 필수
성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IEC 60601-2-27 제2판의 많은 필수 성능 요구사항은
ANSI/AAMI EC13:2002와 조화를 이루었다.
ANSI/AAMI EC13의 초판에서 기인한 표시 관련 요구사항 중 일부는 수정을 거쳤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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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30mm의 채널 높이에 대한 요구사항은 ECG 파형이 환자의 침대 끝에서도 보일만큼
그 크기를 보증한 것이다. 시장의 요구에 따른 두 가지 주요한 변경사항으로 인해, 심전도
감시기가 IEC 60601-2-27과 ANSI/AAMI EC13:200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 현재 많은 책임있는 조직들은 자신들의 특정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크기의 표시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심전도 감시기는 단일 내장형 표시장치가 아닌 다양한 크기의
표시장치를 갖추고 작동한다.
- 표면 실장 기술로 인해 환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심전도 기기를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임상 조작자는 물리적으로는 환자와 함께 있으면서 표시장치만 바라본다(예: 관찰
거리 < 1m)].
이들 요구사항은 변경되어 왔는데, 이는 심전도 감시기 두 규격의 초기 판본들이 이득,
스윕속도 및 파형 화면비의 요구사항들을 동등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 들 셋 중에서
ECG 파형 화면비가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IEC 60601-2-27의 이 판본에서는, 파형
화면비의 중요성을 고려해 파형 표시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시험을 업데이트 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변화에 대처했다고 할 수 있다.
12.1.101.7에서의 개정된 스윕속도 정확도 시험은 ME기기의 스윕속도가 어떤 비영구적
표시장치에서도 적합한지를 검증해 준다. 그 절에서 식별된 수직 변환 계수는 ME기기의
이득 및 화면비가 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다른 조항에서 이득 표시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본래 표시장치
상의 파형 높이를 공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여겼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12.1.101.9
참조). 이 규격에서는 기기가 10mm/mV의 감도 설정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 설정의
정확도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파형 이득은 해당 12.1.101.7에서 결정한 수직
변환 계수에 따라 선형 비례하기 때문이다.
12.1.101.2. 입력 동적 범위 및 차동 오프셋 전압
ME기기는 존재한다고 알려진 피부-전극 간 전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
12.1.101.3. 입력 임피던스
이 시험은 적어도 2.5MΩ 이상의 입력 임피던스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피부의 고
임피던스로 인한 신호 진폭의 과도한 상실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12.1.101.8. 주파수 및 임펄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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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새 ME기기는 디지털 신호 처리를 사용하는데, 이는 아날로그 정현파 신호를
사용하는 고주파 응답의 측정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회로 설계상의 고려사항들을
기초로 선택하는 표본화 주파수는 너무 낮아서 정현파 신호를 정확히 재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ME기기는 방법 A 및 방법 B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이등변 삼각파는 정현파보다 ECG 신호를 더 잘 모의한다. ME기기의 고주파 응답은 단극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면 합당하게 결정할 수 있다.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할 때의
이등변 삼각파의 진폭 손실은 20/Wfc 또는 50 TR/W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W는
삼각형의 밑변 폭이고, fc는 모서리 주파수이며, TR은 저역 통과 필터의 상승 시간이다.
25%의 진폭 손실은 삼각파 입력의 기저 폭이 20㎳일 때 40㎐의 고주파 응답에 대응한다.
40㎐라는 고주파 응답 한계는 두 가지 고려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첫째, ECG를
감시하는 일차적인 목적(심박수를 확인하는 것)은 좀 더 높은 주파수의 고주파 응답이
아니어도 적당한 선에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원선 주파수 및 근육 움직임에
의한 고주파 잡음이 일으키는 지속적인 문제는 40㎐ 대역폭을 사용하면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저주파 응답이 0.05Hz 저주파의 차단 주파수로 기술되었는데, 이는 불특정 위상
응답을 갖는 1차 필터에 대한 ST-세그먼트를 정확히 재현하는데 충분했다. 현재는 좀 더
복잡한 필터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ST-세그먼트 레벨과 경사도를
동일하게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물론 이 필터들은 더 높은 차단 주파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이로 인해 기선 복구가 더 빠르다. 그러므로 AHA 1990 권고사항에 기초해 이제는
저주파 응답 요구사항이 임펄스 응답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다. 12.1.101.8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은 적합한 ST-세그먼트 재현을 보증하는데 있어서 충분하다.
12.1.101.10. 동상 모드 제거
ME기기는 환자와 용량성 결합을 이루는 전원 주파수 전압을 어느 정도 제거해야 한다.
시험에서 사용하는 200pF의 발생원 커패시턴스는 환자-접지간 임피던스를 모의한 것이다.
ME기기 회로의 동상 모드 제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원 주파수 노치 필터를 불능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시험에서는 대체로 그런 노치 필터의 (차동 모드)
제거를 확인한다. 공급전원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에서 동상 모드를 제대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최신 ME기기는 노치 필터를 영구적으로 장착하는데, 즉 이들은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다(예: 라인 필터(line filter)가 항상 ‘on’상태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101.10의 시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이 필요하더라도, 모든 라인 필터가 불능화된 상태에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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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1.12.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표시 능력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표시 능력은 임상 조작자에게 인공 심장 박동기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이들 펄스는 작은 못이나 또는 바늘로 표시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의 재분극 꼬리 부분이 QRS 복합체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 내에 있을 수 있고, ECG를 왜곡할 수도 있다.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전과 후의 기준선 위치 차이로 인해 그 왜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
12.1.101.15. 심박수 범위, 정확도 및 QRS 검출 범위
입력 신호의 심박수가 측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심박수계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은
극단적으로 높은 심박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낮은 측정값으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했다. 300 1/min 이하의 심박수에서 치료 가능한 빈맥은 신생아/소아 및 성인
환자에게서 발생한다(베누고팔란3) 외, 2002년). 그런 환자들은 낮은 심박수 측정값으로 잘못
보고하는 것과 그로 인해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
12.1.101.16. 채널 높이 및 화면비
ECG 파형은 공표된 의도한 관찰 위치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직접적으로 시험할 수는 없지만, 사용적합성 프로세스 규격에서 이런 요구를 다루고 있다.
채널 높이 및 파형 화면비는 ECG 파형의 모든 시각적 표시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초기 규격에서는 “채널 높이” 보다는 “채널 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득, 스윕속도 및
화면비 요구사항의 우연한 연관성에 관한 기술적 변경을 가하면서, 해당 위원회에서는
동시에 이 사안도 바로잡기로 했다.
※ 비고: 원래 용어인 “채널 폭”은 ECG 파형을 스트립 기록용지에 인쇄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ECG 파형이 인쇄되는 동안 스트립 기록용지를 본다면, QRS
복합체의 진폭은 용지 상에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어져 있다. 따라서 초기
규격의 작성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채널 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대신 ECG 파형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채널 높이”가 더
이해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심전도 감시기의 의도한사용/의도한목적은 궁극적으로 그것의 채널 높이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벽 장착용 ME기기와 환자 착용 ME기기의 의도한사용/의도한목적은 둘 모두 의도한
관찰 위치에서 ECG 파형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요구하지만, 이 제품들의 의도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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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이 요구사항을 다르게 수행한다.
- 벽 장착용 감시기의 경우에, 30mm 이상의 채널 높이는 파형이 5m ~ 8m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보증한다.
- 환자 착용 감시기의 경우에, 수직 높이 60mm인 표시장치 상에 3개의 파형을 표시하며,
채널 높이 10mm면 충분하다(왜냐하면 임상 조작자는 8m가 아닌 1m ~ 2m에서 관찰하기
때문이다).
15.3.4.101. 전극 및 환자 케이블
향후 전극의 발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형 증폭 장치를 내장할 가능성은 있다.
6.2.6.1 bb). 요구사항
이런 타입의 ME기기의 민감성으로 인해, ME기기가 그러한 레벨의 간섭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6.2.101. 전기 수술기 간섭
실험실에서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기 수술기 간섭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험
방법은 없지만, 경험에 의해 확인된 그림 17 및 그림 18의 방법들이 수술 실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고, 또한 재현 가능한 방법들이다. 시험은 HF
수술기(부하는 대략 500Ω)의 정상 작동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HF 수술기에 의한 교란은 정상 사용 상태라고 간주하며,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복구 시간 이후에 ME기기는 저장 데이터의 상실
없이 정상 동작을 재개해야 한다.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장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동모드, 경보 설정(경보 신호음의 볼륨, 경보 제한, 경보 꺼짐 등),
조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공 심장 박동기 펄스 제거가 있다. 이러한 설정들과 대조적으로
순시 심박수 또는 표시되는 ECG 파형 등은 저장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시험은 그림 17에 나타낸 동상 모드 HF 전압의 적용이다. 기능 접지에 대한
고주파의 용량성 결합으로 인해 ME기기는 복구되더라도 규정된 시간 내에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험을 차동 모드 HF 전압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ECG 텔레메트리 시스템은 수술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 수술기의 영향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는 그러한 ME기기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ECG 텔레메트리 시스템은 이 시험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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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경보 조건 우선순위
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1의 ‘지연’ 행과 ‘경상 또는 가벼운 통증’ 열의 교차 지점에는 ‘낮은
우선순위 또는 경보 신호 없음’이 포함되어 있다. 정상사용 시 임상 조작자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한 사용 환경에 있는 이 경보 조건의 경우에는 ‘경보 신호 없음’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런 선택이, 정상사용 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ME기기에 있어서는 부적합한데,
왜냐하면 경보 신호음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경보 시스템이 그 경보 조건에
대해서 불능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6.3.3.1. 경보 신호음의 특성
1회만 발생하는 경보 신호음(또는 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1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경보
신호음)은, 정상사용 시 임상 조작자에 의한 환자의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한 사용 환경에
있는,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 조건에 적합할 수 있다.
그런 선택이, 정상사용 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ME기기에 있어서는 부적합한데,
왜냐하면 경보 신호음을 반복하지 않는 것은 경보 조건이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6.3.3.2.101. 0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보 신호음의 볼륨
특별히 임상 조작자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도한사용/의도한목적에 포함하는 ME기기의 경우에, 임상 조작자의 관심을 끄는 주요한
경보 표시기는 경보 신호음이다. 의료전문가들에 의한 환자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용 환경은 중환자실(ICU)이다. 일반적으로 임상 조작자는 여러 환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보 신호음과 관련이 없는 모든 시각적 경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모든 환자들의 모니터를 동시에 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환경에서, 경보 신호음의
볼륨을 0으로 줄이는 것은 경보 시스템이 비활성화 상태인 ‘오디오 꺼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것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런 환경에서는, 경보 신호음의 조절 가능한 볼륨을 최소 음압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한다.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원격 부품이 경보 신호를 알리는 분산된 경보 시스템에서, 경보
신호음의 볼륨은 사용모델에 따라 0(음압 없음)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6.4.2 근거의 두
번째 단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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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지연
경보를 발생하는 ME기기는 감지한 경보 조건에 대응해 경보 신호를 내보낸다. 이
ME기기가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에, 분산된 경보 시스템은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원격 부품에서 그 경보 조건의 경보 신호를 내보낼 수도 있다. 경보 조건과
관련된 정보가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모든 부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이
소요된다. 많은 경우에 이 시간은 매우 짧긴 하지만,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특정한 특성으로
인해 분산된 경보 시스템 원격 부품에서의 경보 신호 전송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다.
중환자실의 사용모델은 원격 기기가 주된 경보 장치로서 가동되는 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예: 경보를 발생하는 ME기기가 그것의 경보 신호음 볼륨을 0(음압 없음)으로 줄인
상태로 배치하는 경우). 그런 사용 환경에서,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원격 부품이 경보
신호를 보내기 전 총 지연시간은 임상의가 생리학적 경보 조건(예: 심박동 정지, 심실세동,
높은 수축기 혈압 등)에 제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값으로 제한해야 한다.
분산된 경보 시스템 경보 신호의 부적절한 시간지연은 환자에 대한 치료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초과하지 않는’ 경보 신호의 지연시간을 식별하기 위해서, 분산된 경보
시스템 원격 부품에 위험관리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6.6.2.104. 작동불능인 ME기기를 표시하는 기술적 경보 조건
작동불능인 ME기기에 대한 표시는 표시장치 상이나 또는 그 가까이에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시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6.8.101. 기술적 경보 조건
경보 비활성화 상태인 ‘경보 꺼짐’ 및 ‘경보 일시중지’는 환자 모니터링 기기에 필수적인
기능을 지원한다. 두 경보 비활성화 상태(‘경보 꺼짐’ 또는 ‘경보 일시중지’)에서 심전도
감시기는 기술적 경보 조건의 시각적 경보 신호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각적 경보
신호의 목적은, ‘ECG 리드선 탈락(leads-off)’과 같은 기술적 경보 조건이 환자에 대한 ECG
모니터링을 방해하기 때문에 ME기기(또는 ME기기의 부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보 꺼짐’ 또는 ‘경보 일시중지’의 경보 비활성화 상태 동안에도 임상 조작자에게 알려주는
데 있다.
기술적 경보 조건은 측정값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술적 경보
조건인 ‘ECG 리드선 탈락’은 심박수의 산출 및 표시를 막는다. 이전에 산출된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임상 조작자의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값은 기술적 경보 조건 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표시된 심박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심박수 값을 공란으로 두거나 또는 이 심박수가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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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을 표시해도 좋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측정값의 허용오차가 영향을 받거나 또는 측정이 불확실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현재 표시된 값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을 임상 조작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나타낸 값에 표시를 해야 한다.
6.9. 경보 리셋
임상 조작자의 행위인 경보 리셋은 다음 조치들을 수행한다. 첫 번째로, 경보 리셋은 경보
신호음을 중단한다. 두 번째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보 조건의 시각적 유지 경보
신호를 중단한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경보 조건의 시각적 경보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이 신호들은 경보 조건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된다). 네 번째로, 경보 리셋은
이후의 경보 조건에 대응해 경보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조치인 ‘경보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경보 리셋 기능과 경보
비활성화 상태인 ‘경보 일시중지’, ‘오디오 일시중지’, ‘경보 꺼짐’ 및 ‘오디오 꺼짐’을 구별해
준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ME기기의 경보 시스템을 불능화시키는 경보 비활성화 상태인
‘경보 일시중지’, ‘오디오 일시중지’, ‘경보 꺼짐’ 및 ‘오디오 꺼짐’과는 대조적으로, 경보 리셋
기능(임상 조작자 행위)은 경보 시스템을 ‘ON’ 상태로 유지하지만, 6.9 a) ~ e)항에서 규정한
기능을 적용한다. 이 경보 리셋 기능은 경보 신호음을 중단하고, 지속되고 있거나 또는
중단된 경보 조건에 따라 시각적 경보 신호를 제어하며,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경보
시스템을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경보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임상 조작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은 채, 경보 시스템은 이후의 경보 조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오디오 일시중지’가 왜 적합한 상태가 아닌지를
설명해 주는데, 왜냐하면 관련된 제어기가 이 경보 리셋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보 리셋 기능으로 임상 조작자는 활성화된 경보 조건을 한 번 승인하고 경보 시스템
활성화에 대해 또 다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경보 시스템이 ‘ON’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보 리셋 기능은 임상 조작자가 경보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해준다.
6.10. 비유지 및 유지 경보 신호
ME기기에 대한 다른 사용모델이 존재하는데, 1)은 임상 조작자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한 경우(예: 수술실)이고 2)는 임상 조작자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경우(예:
ICU)이다.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는 ICU 또는 응급실과 같은 사용 환경에서,
임상 조작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환자들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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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환자들을 감시하는 임상 조작자들은 자신의 모든 환자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없다.
임상 조작자들은, 비유지 경보 신호를 제공하거나 또는 비유지 경보 신호과 유지 경보
신호의 혼합구성을 위한 ME기기 상에서 발생하는 짧은 경보 조건을 쉽게 식별할 수 없다.
중요한 짧은 경보 조건(예: 짧은 심박급속증)을 식별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
무능은 환자를 위해상황에 놓이게 한다.
유지 경보 신호만을 제공하기 위해 ME기기를 배치하는 것은 임상 조작자가 모든 경보
조건에 대응하도록 강제한다. 이것은 개념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인공물 또는
부적절하게 설정된 경보 제한으로 인한 빈번히 잘못된 경보 조건은 임상 조작자에게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유지 경보 신호는, ME시스템의 원격 장치는 임상 조작자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분산된 경보 시스템 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비유지 경보 신호는, 임상 조작자가
ME기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사용 환경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6.10.101. 기술적 경보 조건에 대한 비유지 경보 신호
기술적 경보 조건은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생리학적 측정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또는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준다. 그런 측정의 기술적 방해는 변환기 또는 리드선의
비의도적인 차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술적 경보 조건인 ‘ECG 리드선
탈락’은 심박수의 산출 및 표시를 막는다. 이것은 심박수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잠재적 경보 조건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술적 경보
조건에 대한 비유지 경보 신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기술적 경보 조건을 바로잡았을 때
임상 조작자의 상호 작용 없이 경보 조건이 존재 및 중단되는 한, 그 경보 신호가
표시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6.11.2.2. 경보 조건의 원격통신 고장
분산된 경보 시스템 일부로서의 ME기기는 무인 사용 환경에서 확실한 경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 이유 때문에 이 개별규격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ME기기는 통신고장을
감지하고 상응하는 기술적 경보 조건의 경보 신호를 나타내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런
ME기기에, 경보 신호 수신을 위해서 ME기기를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
라벨을 붙이는 것은, 중증환자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경감시키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개정된 요구사항 6.11.2.2 b)항은 이 개별규격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ME기기에만
적용된다. 이 개별규격 전체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른 부품들 또는 수지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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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징 시스템 또는 휴대폰과 같은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부분은 이 기준규격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장치들에는 공통기준규격[별표4]에 적용된다.
6.11.101. 분산된 경보 시스템 원격 부품에서의 경보 신호 비활성화/활성화
분산된 경보 시스템은 중앙 장치(central station)와 같은 분산된 경보 시스템 원격
부품에서의 경보 신호를 복제한다.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원격 부품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용모델에 따라서, 비활성화 상태인 ‘경보 일시중지’, ‘오디오 일시중지’, ‘경보 꺼짐’
또는 ‘오디오 꺼짐’(배치에 따라서)을 활성화/종료하는 것과 분산된 경보 시스템 원격
부품에서의 경보 리셋을 활성화하는 것은 타당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원격 제어기능은
중환자실과 같은 특정 사용 환경에서의 사용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직
책임있는 조직만 상응하는 배치에 접근해야 한다. 글로벌 비활성화 상태(경보 일시중지,
오디오 일시중지, 경보 꺼짐 또는 오디오 꺼짐)의 원격 활성화 및 종료 기능, 경보 리셋의
원격 활성화 기능을 가능케 하는 배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ME기기의 임상 조작자가 정상사용 시 글로벌 비활성화 상태(경보 일시중지, 오디오
일시중지, 경보 꺼짐 또는 오디오 꺼짐)의 활성화 및 종료, 분산된 경보 시스템의 원격 부품
경보 리셋의 활성화 능력의 선택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합한 보호
메커니즘은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6.7항에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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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B
(참고)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경보 도표
다음의 경보 상태 도표는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6.10항 및 이 기준규격의 6.9항에서 정의한
유지 경보 신호 및 비유지 경보 신호에 대한 경보 신호음 및 시각적 경보 신호를 나타낸다.
경보 조건
경보 신호음
시각적
경보 신호
경보 리셋
키
H 활성화된 상태
L 비활성화된 상태
그림 BB.101. 경보 리셋 없는 비유지 경보신호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6.10항에서 규정한 비유지 경보 신호(그림 BB.101)에 대한 설명:
조작자의 상호작용 없이, 경보 조건이 지속되는 한 경보 신호음 및 시각적 경보 신호를
표시한다. 경보 조건이 중단되자마자 어떤 조작자의 상호작용도 없이 경보 신호음 및
시각적 경보 신호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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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조건
경보 신호음
시각적
경보 신호
경보 리셋
키
H 활성화된 상태
L 비활성화된 상태
그림 BB.102. 경보 리셋 있는 비유지 경보 신호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6.10항 및 이 기준규격의 6.9항에서 규정한 경보 리셋 있는 비유지
경보 신호(그림 BB.102)에 대한 설명: 경보 리셋의 활성화는 경보 신호음을 중단시킨다.
경보 조건이 중단되자마자 시각적 경보 신호는 종료된다.
경보 조건
경보 신호음
시각적
경보 신호
경보 리셋
키
H 활성화된 상태
L 비활성화된 상태

그림 BB.103. 경보 리셋 있는 유지 경보 신호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6.10항 및 이 기준규격의 6.9항에서 규정한 경보 리셋 있는 유지
경보 신호(그림 BB.103)에 대한 설명: 조작자의 상호작용 없이, 경보 신호음 및 시각적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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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제한된 시간 동안 활성화된다. 조작자는 경보 리셋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생리학적
경보 조건의 경보 신호를 리셋하도록 강요받는다. 경보 리셋을 활성화한 이후에, 경보
행위는 비유지 경보 신호에 비교가 된다.
경보 조건 1
경보 조건 2
경보 신호음
시각적
경보 신호
경보 리셋
키
H 활성화된 상태
L 비활성화된 상태
그림 BB.104. 경보 리셋 있는 두 가지 경보 조건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6.10항 및 이 기준규격의 6.9항에서 경보 리셋 있는 두 가지 경보
조건(그림 BB.104)에 대한 설명: 다른 생리학적 패러미터로 인한 후속적인 경보 조건은
경보 신호음을 재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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