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혈관내혈압계
(관련 규격: IEC 60601-2-34:2011)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A23020.01 혈관내혈압계(이하 “ME기기”라 함)에 적용된다.
대체:
이 기준규격은 돔(DOME)에 연결되는 카테터 튜빙(catheter tubing), 카테터 니들(catheter
needles), 루어 로크(Luer locks), 탭(taps) 그리고 탭 테이블(tap table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정의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 이라 한다) 에 의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체 또는 추가시킨다.
대체:
2.1. 의료용 전기기기(MEDICAL ELECTRICAL EQUIPMENT)
ME 기기(ME EQUIPMENT)
추가:
혈관내혈압계(ME EQUIPMENT)
순환계 혈압의 측정 및 모니터링에 대하여 쓰이는 기기로 트랜스듀서를 포함하는 것
대체:
2.2. 장착부 (APPLIED PARTS)
연관된 카테터 및 유체로 채워진 시스템을 포함하는 트랜스듀서
추가 정의:
2.3.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 (CATHETER TIP TRANSDUCER)
카테터의 끝 부분 또는 끝 부분 가까이에 고정된 트랜스듀서로서 심장혈관계에 삽입할
목적을 가진 것 또는 가까이 계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트랜스듀서
2.4. 돔 (D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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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외부에서 접속되는 트랜스듀서가 사용될 경우 유체로 환자의 혈압을 트랜스듀서에
결합시키는 수단
2.5. 공칭 감도 (NOMINAL SENSITIVITY)
선택된 압력 범위에서 트랜스듀서 출력 값이 압력 값으로 변하는 비율
2.6. 트랜스듀서 (TRANSDUCER)
압력을 모니터링 또는 기록하기 위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
3. 시험규격

3.1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기․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별표1]에 따라 수정, 대체, 삭제 또는 추가시킨다. (다음의 각 번호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번호에 해당한다.)
4. 일반 요구사항
다음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4.에 따른다.
4.3. 필수성능
추가 항목:
4.3.101. 추가 필수성능 요구사항
혈관내혈압계의 추가 필수성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표 1의 항목들 내에서 찾을 수 있다.
표 1. 필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항목

심장충격기 보호

8.5.5.1

혈압 측정의 정확성

12.1.101

전기외과수술 방해

6.2.101

분산경보시스템으로의 또는 부터의 지연
생리학적 경보신호의 생리학적 경보조건, 경보한계 및

6.4.2

지연시간
트랜스듀서 및 트랜스듀서 케이블 고장의 탐지
연결 분리된 카테터의 탐지

6.6.2.101
6.6.2.102
6.6.2.103

- 1798 -

5. ME 기기 시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다음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5.에 따른다.
5.4. 기타 조건
추가:
별도로 쓰여 있지 않는 한, 시험은 제조자가 명시한 부속품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전원을 보유하고 있는 ME 기기의 대하여, 만일 시험 결과가 내부전원 전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시험은 제조자가 명시한 내부전원 전압 중 가장 불리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필요한 시험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로 한다면 외부
건전지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
회로 시험에 쓰여 지는 값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다음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 레지스터: ±1 %;
- 콘덴서: ±10 %;
- 인덕터: ±10 %;
- 시험 전압: ±1 %
5.8. *시험 순서
개정:
이 기준규격 8.5.5.1 및 공통기준규격[별표1] 8.5.5에서 요구하는 시험은
공통기준규격[별표1] 8.7 및 8.8의 누설전류 와 절연내력 시험 그리고 12.1.101에서
명시된 시험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6. ME 기기 및 ME 시스템의 분류
다음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6.에 따른다.
6.2. *전기적충격으로부터의 보호
마지막 단락의 대체:
장착부는 CF형 장착부로 분류되어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1] 7.2.10 및 8.3 참조).
장착부는 제세동장착부로 분류되어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1] 8.5.5참조).
6.6. 가동 모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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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기기는 연속작동인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7.2.11 참조).
7. ME 기기의 표식, 표시 및 문서
다음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7.에 따른다.
7.2. ME기기 또는 ME기기 부분의 외측표시
7.2.10. 장착부
추가:
만일 CF형 장착부 격리의 이행이 트랜스듀서에 종속될 경우, 트랜스듀서에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표 D.1, 심벌 27이 표기되어야 한다.
7.2.17. *보호포장
추가:
멸균상태에서 공급되는 트랜스듀서와 돔의 포장에는 ISO 15223-1:2007의 심벌 5.20
그리고 이러한 부속품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년, 월로
표기하여야한다(심벌5.12 그리고 5.20에서 5.24).
일회사용을 위한 트랜스듀서 및 돔의 포장은 공통기준규격[별표1] 표D.1의 심벌28을
표기하여야한다.
7.9.2.9. 가동 설명
추가 항목:
7.9.2.9.101. 추가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사용 환경을 포함한 의도된 사용;
b) ME 기기의 경우, 트랜스듀서 및 돔과 같은 명시된 부속품의 목록;
c) 트랜스듀서의 경우, 이러한 트랜스듀서와 같이 사용할 때의 본 기준규격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는 ME 기기들의 목록;
d) 트랜스듀서와 부속품의 연결 방법, 트랜스듀서에 눈금 매기는 방법 그리고 유압
장치 내의 기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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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트랜스듀서 또는 ME 기기를 전기수술기기와 같이 사용하였을 때 환자를 화상으로
보호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의료 조작자에게 조언해야 한다.
전기수술기기의 중립 전극의 연결이 불량일 경우 화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전극, 트랜스듀서 등의 위치와 관련된 조언을 하여야 한다;
※ 비고: ‘중성전극’에 대한 용어정의는「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46.
전기수술기에 따른다.
f) 심장충격기를 환자에게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심장충격기를 방전할 때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심장충격기 보호를 위하여 제조자가 명시한 트랜스듀서 및
어댑터 전선 등의 부속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경고. 그러한 부속품의 명세서(또는
형식번호)를 밝혀야 한다;
g) 일회용 부속품은 재사용 할 수 없다는 주의사항;
h) 만일 트랜스듀서 그리고/또는 돔이 재활용 가능하다면, 청소, 소독, 포장, 그리고
적절하다면, 살균 방법, 그리고 사용가능한 횟수에 대한 내용의 제공;
i) 의도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ME 기기를 다른 기기와 연결해야할 경우,
안전조작을 위해 필요한 기기를 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들의 상세한 내용;
j) 노후화 및 환경적 조건에 따른 튜빙, 트랜스듀서 또는 케이블의 성능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한 주의사항;
k) 만일 예열시간이 15초 이상인 경우, ME 기기 및 트랜스듀서의 예열시간;
l) *ME 기기 및 부속품들의 일일점검(조작자에 의한) 및 정기점검(사후 서비스)에
대한조건. 임상의가 어떻게 경보신호를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으로 점검해야하는지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m) 해당될 경우, 전위 평형 도체의 연결에 대한 설명;
n) 초기세팅 (예를 들어, 경보세팅, 모드, 그리고 필터);
o) 명시된 트랜스듀서 그리고 모든 생리학적 경보세팅의 수정 범위를 포함한 ME
기기의 성능 사양(6.6.2.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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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기술적 경보조건에 대한 설명 (6.6.2.102 및 6.6.2.103 참조);
q) 만일 제공되고 있다면, 경보신호 비활성 상태 (경보 일시정지, 음향 일시정지 또는
음향 끔) 또는 원격 제어에 의한 경보 리셋을 허용할 수 있는 구성방법(6.11.101
참조);
r) 만일 ME 기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질 때, 임상 조작자가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에 대하여 간단히 문제점 찾는 방법들;
※ 비고: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과 관련된 것이지 기술적인 오동작과 관련된 것은 아
니다.
s) 30초 이상 공급전원이 중단된 후의 ME 기기의 조작 (11.8 참조);
t) *만일 트랜스듀서 또는 모듈들이 임상조작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분리되었을 경우,
기술적 경보조건에 대하여 어떻게 경보신호를 불능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참고 6.8.101);
u) 임상조작자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환자의 감시를 포함한 의도된 사용
시 선호 경보설정 및 경보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조언;
8. ME 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8.에 따른다.
8.3. 장착부의 분류
교체:
장착부는 CF형 장착부이여야 한다.
8.5.5.1. *제세동기 보호
추가 :
ME 기기는 제세동장착부를 가져야 한다.
항목 b)에 대한 추가:
세동 제거 후의 회복시간은 1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항목 a)를 확인하기 위한 보통-모드 시험에 대한 추가:
적합성은 그림 1에 따른 시험으로 확인한다. 요구사항은 S1 동작 후에 Y1과 Y2 사이의
- 1802 -

피크전압을 측정하여 1 V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합한 것이다.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의 경우, 카테터의 트랜스듀서가 식염수에 75 cm 길이로 잠겨
져있는 것 또는 커넥터를 제외한 카테터의 실제 길이가 90 % 이상인 것 중 짧은
것으로 한다.
- 돔의 격막은 필요하다면 파괴해서라도 제거하여야 한다.
- 일회용 트랜스듀서 및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는 결함 없이 완전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시험은 5 kV (V1) 전력으로 뒤바꿔서 반복 수행한다.
본 시험 후 ME 기기는 이 기준규격의 모든 요구사항 및 시험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기본안전과 필수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시험 후에 상하지 않은 격막을 가진 돔으로 교체한 다음 시험을 반복한다. 시험
도중에 격막에 구멍이 안 난 것을 확인한다.
적합성은 그림 2에 기술된 것과 같이 공기압을 0.5초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10초간 유지한 후 기포의 존재 여부를 시험하여 확인한다.
b)를 확인하기 위한 보통-모드 시험에 대한 추가:
적합성은 그 어떤 표준감도에서라도 전체 굴절의 30 %에서 70 %를 생성하기 충분한
시험 압력을 트랜스듀서에 가해서 확인한다.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ME 기기는 방전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림 1은 다음
조건에서의 시험방식에 사용된다.
1급 ME 기기
- 보호접지단자 및 그 어떤 기능접지단자를 시험회로의 보호접지단자에 연결한다.
2급 ME 기기 및 내부전원 ME 기기
- 기능접지단자 또는 그 어떤 기능접지단자에 연결되지 않은 포일 그리고 전도성
물질을 가진 접근 가능한 부분을 시험회로의 보호접지단자에 연결한다.
굴절(결과물)이 방전 후 10초 내에 원 값(결과물)의 20 % 내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한계에 추가 30초 동안 계속 이어지는 지를 확인한다.
적합성은 그림 2에 설명된 시험과 같이 기포가 없는 것을 보면서 공기압력을 0.5초
정도 적용하고 약 10초간 유지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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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ME 기기 외장
C1,2 1 μF, 5 %
3 신호 입력/출력부 단락 또는 부하장착 D1,2 소신호 실리콘 다이오드
4 트랜스듀서 연결
R1 1 kΩ, 2 %, 2 kV 이상
5 접지되지 않은 접근 가능부
R2 100 kΩ, 2 % 2 kV 이상
7 생리 식염수로 채워진 절연 보호
RCL 전류 제한 저항
8 돔을 가진 트랜스듀서, 꼭지 닫음 스위치 S1 시험전압적용을 위한 스위치
9 ME 기기 바닥의 호일
S2 출력전압측정을 위한 스위치
10 50 cm 플라스틱 튜브
VT 시험 전압
11 1급 ME 기기의 보호 접지
12 Zin >1 MΩ을 가지는 표시 장치
나머지 기호들의 범례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표 5 그리고 그림 9를 참조
※ 비고
1. ME 기기의 제조자가 제공한 재사용 가능한 그리고/또는 일회용 돔
2. 50 Ω는 생리식염수 또는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로 채워진 낮은 임피던스 카테터의
저항력을 만들어낸다.
3. 레지스터 의 값 RCL은 초기 충전 전류 피크 제한에 대한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4. 5 % 정확도의 오실로스코프. 약 1 MΩ의 입력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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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른 부품들로부터의 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동적 시험 - 회복 시험
<공통기준규격[별표1] 8.5.5.1 및 이 기준규격의 8.5.5.1 참조>

범례
1 물로 채워진 용기
2 돔; 꼭지 닫힘
P 압력원; +50 kPa (+400 mmHg); 압력시스템은 공기 공기로 채워져야 하며 그리고
공기압력은 서서히 0.5초 정도 동안 적용되며, 그리고 10초 정도 동안 유지한다.
그림 2. 가로막 누설 시험
<8.5.5.1 참조>
8.7.4.7. 환자누설전류의 측정
추가:
적합성은 그림 4 및 5에 따른 측정으로 확인한다.
시험은 그 어떤 재사용 가능한 그리고/또는 일회용 돔을 제거하고 실시한다. 일회용
트랜스듀서 그리고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는 온전하고 완벽하게 시험한다. 돔을 지나
유압회로에 있는 전도성 접근 가능한 부품들 그리고 정상사용에서 심장혈관계에 있는
부품들은 시험으로부터 제외된다.
장착부 시험에 적용되는 최고 주 전압에 대해서는 그림 3을 참조한다.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그림을 이용한 설명은 그림 6에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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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ME 기기 외장
3 신호 입력/출력 합선 도는 장하회선
4 트랜스듀서 연결부
5 장착부가 아닌 그리고 접지 안 된 접근 가능한 금속 부품
7 생리식염수로 채워진 전도성 용기
8 돔을 가진 트랜스듀서, 꼭지 닫힘
P1공급 연결부를 위한 콘센트, 플러그 또는 터미널
나머지 기호들의 범례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표 5를 참조한다.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를 사용할 때는 트랜스듀서를 담근다.
S5, S9, S10 그리고 S13(환자 연결부에 대한 외부 전압)의 모든 가능한 조합 속에서 S1을
닫고 환자누설전류를 측정(1급 기기의 경우, S7을 닫는다)한다.
2급 ME 기기에 대하여는, 접지 및 S7은 사용하지 않는다.
전도성 접근 가능한 부품들은, 만일 있다면, 연결 5 그리고 S13의 방법으로 접지된다.
그림 F.1의 공급회로 측정을 활용한 예
그림 3. 환자연결부에 대한 외부전압으로 인해 F형 장착부의 환자 연결부를 접지로 흐르는
환자누설전류에 대한 측정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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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ME 기기 외장
4 트랜스듀서 연결부
5 접지 안 된, 접근 가능한 금속 부품
7 생리식염수로 채워진 전도성 용기
8 돔을 가진 트랜스듀서, 꼭지 닫힘
P1 공급 연결부를 위한 콘센트, 플러그 또는 터미널
※ 비고
1. S5, S9 그리고 S10 (단일고장조건)의 모든 가능한 조합 속에서 S1을 닫고 측정(1급
기기일 경우, S7을 닫는다)한다.
2. 2급 기기에 대하여는, 접지 및 S7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공통기준규격[별표1] 그림 16의 회로측정을 활용한 예 (8.7.4.7 b) 참조)
그림 F.1의 공급회로 측정을 활용한 예
그림 4. 보호 접지되지 않은 접근 가능한 금속부품에 대한 외부전압으로 인해 1급 기기의
장착부로부터 접지로 흐르는 환자 누설 전류 측정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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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ME 기기 외장
4 트랜스듀서 연결부
5 접지 되지 않은, 접근 가능한 금속 부품
7 생리식염수로 채워진 전도성 용기
8 돔을 가진 트랜스듀서, 꼭지 닫힘
9 내부 전원
P1 전원 연결을 위한 소켓, 플러그 또는 단자 나머지 기호들의 범례는 공통 기준규격[별표
1]의 표 5 참조
그림 5. 접지되지 않은 접근 가능한 금속 부품에 대한 외부 전압으로 인해 내부 전원을
가진 ME 기기의 장착부로부터 접지로 흐르는 환자누설전류 측정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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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ME 기기 외장
4 환자 연결
5 장착부가 아니면서 보호 접지되지 않은 금속 접근 가능부
7 생리식염수로 채워진 전도성 용기
8 돔을 가진 트랜스듀서, 꼭지 담힘
9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
P1 전원 연결을 위한 소켓, 플러그 또는 단자
S7 단일고장조건 1급기기 또는 정상조건 2급 기기
SF 스위치 정산조건, 1급기기 그리고 장착부에 대한 최대 주전압 간의 스위치
SM 스위치 장착부에 주전압을 적용한다.
나머지 기호들의 범례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표 5를 참조
*차단막을 제거하고 한 번에 단 하나의 트랜스듀서를 식염수에 담근다.
그림 F1의 공급회로 측정을 활용한 예
그림 6. 누설 전류 시험들의 설명
<공통기준규격[별표1] 8.7.4.7 참조>
9. ME 기기 및 ME 시스템의 기계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9.에 따른다.
9.7. 공기압 및 수압을 받는 압력용기 및 부분
9.7.5.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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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다음 요구사항 및 시험을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압의 위 그리고 아래
재사용 가능 또는 일회용 돔을 가진 트랜스듀서는 표준대기압 위에서 500 kPa(4 000
mmHg)의 압력 그리고 표준대기압 아래에서 50 kPa(400 mmHg)의 압력을 견뎌내야
한다.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들은 다음 시험 후 만족되어야 한다(5.8 참조):
그림 7은 시험구성을 보여준다.
표준대기압 위에서 500 kPa의 압력을 0.5초 정도 서서히 적용한 후 1초 정도 정지한다.
이를 10초 이내에 한번 반복한다. 표준대기압 아래에서 50 kPa의 압력에 대한 시험을
반복한다.

범례
1 돔을 가진 트랜스듀서; 꼭지 닫힘
P 압력원; +500 kPa(+4 000 mmHg); -50 kPa(-400 mmHg);
그림 7. 압력초과 시험
<9.7.5 참조>
10. 원치 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 [별표1] 10.에 따른다.
11.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 [별표1] 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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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ME 기기 및 ME 시스템에 대한 액체 또는 미립자 물질의 침입
추가 :
휴대/이동 가능한 ME 기기 또는 분리 가능한 ME 기기의 부품들은 액체를 흘렸을
경우 액체의 침입으로 인한 위험상황이 없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ME 기기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8.8.3에 명시되어 있는 절연내력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하며 본 개별기준규격의 요구사항들에 따라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확인 한다:
적합성은 그 어떤 표준 감도에서라도 전체굴절의 50 %를 생성하기 충분한 시험 압력을
트랜스듀서에 가해서 확인한다. 압력 및 굴절 결과(출력)를 확인하며 그리고 ME
기기를 끈다.
휴대/이동 가능한 ME 기기 또는 ME 기기의 부품들을 정상사용의 가장 안 좋은
상태에 놓는다. ME 기기의 0.5 m 위에서 3 mm/min의 인공빗물을 30초간 ME 기기에
뿌린다.
시험 장치는 IEC 60529의 그림 3에서 보여준다.
시험의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30초간의 노출 후 바로 인클로저에 보이는 물기를 제거한다.
위의 시험 후 바로, ME 기기에 들어간 그 어떤 물도 ME 기기의 기본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점검)한다. ME 기기가 관련 절연내력
시험(공통기준규격[별표1] 8.8.3)들을 만족하고 그리고 위험상황을 초래치 않는 것을
확인한다.
트랜스듀서에 이전과 같은 시험 압력을 적용한다. 새로 측정된 굴절을 본 시험의
초기에 확인한 굴절과 비교한다. 굴절이 부속문서에 명시된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서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이 시험 후, ME 기기가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들에 따르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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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 위험상황을 초래하거나 본 개별기준규격에 따른 필수성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정상사용에서 물 침수 대상이 되는 절연처리를 포함하는 트랜스듀서 및 ME
기기는IEC 60529의 IPX7에 따라 방수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IEC 60529의 시험들의 적용 후 확인한다. 이 시험 후 관련 부품들은 개봉하여
물의 침입을 검사한다.
11.8. *ME 기기에 대한 전력공급/공급전원의 차단
추가:
만일 ME 기기에 대한 주전원이 30초 이하로 중단되면, 작동모드를 포함한 임상조작자
설정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그리고 저장된 환자 데이터 전부가 있어야한다.
※ 비고: 주전원의 중단 시 ME 기기가 동작할 필요는 없다.
적합성은 ME 기기 작동모드, 조작자 설정 및 저장된 데이터 그리고 25초에서 30초
동안 전원공급을 중단하여 확인한다.
만일 주전원이 30초 이상 중단된 경우, 그 이후의 작동은 다음 중 하나이여야 한다:
- 제조자의 초기 설정으로의 회귀,
- 책임기관의 초기설정으로의 회귀 또는
- 마지막으로 사용한 설정으로의 회귀.
※ 비고: 위 선택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조작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만일 ME 기기가 내부전원을 포함하고 있고 주전원이 중단 되었을 때, ME 기기는
자동적으로 내부전원으로 변환되어 정상작동을 계속해야하며 그리고 작동모드, 모든
조작자 설정들 및 저장된 데이터는 바뀌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규격에 지속적으로
따른다면 절전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내부전원으로 작동되는 경우, ME 기기는 시각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주전원을 중단하고, 조작자 설정 및 저장된 데이터의 변함없음을 확인하고,
정상작동이 계속 되고, ME 기기가 내부전원으로 작동되는 것이 시각적으로
표시되는지를 검사하여 확인한다. “온-오프” 스위치는 ‘온’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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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항목:
11.8.101. *배터리 감소로부터의 보호
내부전원에 의해 작동되는 ME 기기는 방전상태에서 ME 기기의 정상사용을 유지하지
못할 때 환자에게 위험상황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ME 기기는 임상조작자에게
방전상태에 대하여 기술 경보조건을 알려야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제어된 방식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a) 내부전원을 사용하는 ME 기기가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더 이상 기능하기 힘들 때
최소한 5 분전에 기술 경보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b) 그 어떤 내부 전기 동력원의 방전으로 ME 기기가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기능을
못할 경우, ME 기기는 환자에게 위험상황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ME 기기를 내부 전기 동력원으로 작동시키고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12.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2.에 따른다.
12.1. 제어기 및 계측기의 정확도
추가 항목:
12.1.101. *혈압측정의 정확도
12.1.101.1. *측정 범위, 민감도, 반복성, 비선형성, 이동 그리고 이력현상
압력 측정 범위는 최소 -30 mmHg에서 250 mmHg이여야 한다. 민감도, 반복성,
비선형성, 이동 그리고 이력현상의 결합된 효과는 눈금의 ± 4 % 또는 ± 0.5 kPa (± 4
mmHg)의 큰 값 안에 있어야 한다. 시험 동안 기압변화에 대한 결과의 교정은 시험에
적용된다.
적합성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시험구성에 대하여 그림 8 그리고 시험 절차에 대하여
그림 9 참조):
제조자가 명시한 각각의 트랜스듀서에 대하여 이 시험을 반복한다.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를 제외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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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기기에 전원을 인가한다.
a) 트랜스듀서 및 그것의 유압 부분을 물로 채운다.
b) 트랜스듀서 및 ME 기기를 25 ˚C ± 1 ˚C에서 2시간 온도를 맞춘다.
c) 0의 압력 입력으로 0의 압력 출력을 얻기 위해 트랜스듀서를 균형 한다. 기압을
주목한다.
d) 전체의 ± 0.1 % 비선형 및 히스테리시스 조합의 오차를 가진 기압에 참조하여, 압력
근원을 사용하여 0, 10, 20, 50, 80, 100, 80, 50, 20, 10, 0, -10, 그리고 0 %의 제일
큰 전체 압력 범위의 백분율로 압력을 적용한다.
e) 트랜스듀서 및 ME 기기를 15 ˚C ± 1 ˚C에서 2시간 온도를 맞춘다. d)와 같이
압력을 적용한다. 기압을 주목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기 전에 교정한다.
f) 트랜스듀서 및 ME 기기를 25 ˚C ± 1 ˚C에서 2시간 온도를 맞춘다. d)와 같이
압력을 적용한다. 기압을 주목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기 전에 교정한다.
g) 트랜스듀서 및 ME 기기를 35 ˚C ± 1 ˚C에서 2시간 온도를 맞춘다. d)와 같이
압력을 적용한다. 기압을 주목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기 전에 교정한다.
h) 트랜스듀서 및 ME 기기를 25 ˚C ± 1 ˚C에서 2시간 온도를 맞춘다. d)와 같이
압력을 적용한다. 기압을 주목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기 전에 교정한다. 카테터 핍
트랜스듀서의 경우 (시험 절차에 대하여 그림 9 참조)
i) b)를 따라한다.
j) c)를 따라한다.
k) d)를 따라한다.
l) g)를 따라한다.
m) 4시간 동안 35 ˚C ± 1 ˚C 놓아둔다. d)에서와 같이 압력을 적용한다. 기압을
주목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기 전에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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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f)를 따라한다. 4)에서와 같이 압력을 적용한다. 기압을 주목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기
전에 교정한다.

범례
1, 2 트랜스듀서(1)과 모니터(2)으로 되어있는 기준압력 측정시스템; 기준압력 정확도 ± 0.4
mmHg
3 시험대상 트랜스듀서(돔을 포함하는); 꼭지 닫힘.
4 시험대상 ME 기기
5 물로 채워진 유압장치
6 정압원
7 배관
그림 8. 압력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시험
<12.1.1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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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P 압력을 적용한다.
※ 비고: 온도변경은 10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그림 9. 민감성, 반복성, 비 직선성, 이동성 그리고 히스테리시스에 대한 시험 순서
<12.1.101.1 참조>
12.1.101.2.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의 정확도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들의 정확도는 1 Hz에서 0.5 kPa (± 4 mmHg) 범위 내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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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을 참조한다. 실제 압력 근원을 보여주지만, 전기적으로 모의된 압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적합성은 다음과 같이 확인 한다:
a) 정압을 사용하여, 최소 1 %의 정확도를 가지고 1 Hz 파형을 보여주는
출력표시장치를 사용하여 기준압력측정시스템(RPMS)에 눈금을 매긴다.
b) 기준압력측정시스템(RPMS) 출력표시장치가 90 mmHg 피크에 다를 때까지 정압을
적용한다.
c) 정압을 적용하면서, 출력표시장치가 120 mmHg 첨두 압력 상한 그리고 60 mmHg
첨두 압력의 하한을 읽을 때까지 1 Hz 사인파 압력을 적용한다(첨두 대 첨두압력은
60 mmHg이다). 그러면 RPMS는 120 mmHg의 수축기 혈압 그리고 60 mmHg의
확장기 혈압을 가진다.
d) 시험대상 ME 기기의 눈금이 수축기 혈압의 경우 120 mmHg ± 4 mmHg 그리고
확장기 혈압의 경우 60 mmHg ± 4 mmHg 범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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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2 트랜스듀서(1)과 모니터(2)으로 되어있는 기준압력측정시스템; 기준압력 정확도 ± 0.4
mmHg
3 시험대상 트랜스듀서(돔을 포함하는); 꼭지 닫힘
4 시험대상 ME 기기
5 물로 채워진 유압장치
6 ± 0.5 mmHg의 정확도를 가진 정압원
7 배관
8 정현파 발생기 1 Hz
9 1 Hz 정현파 표시기
그림 10.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의 정확도에 대한 압력측정시스템
<12.1.101.2 참조>
12.1.101.3. *주파수 응답
ME 기기 및 트랜스듀서의 주파수 응답은 최소 d.c.에서 10 Hz이여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11과 같이 정현 곡선 특성의 유압원을 ME 기기에 연결하여 확인 한다:
a) 정현파 발생기를 1 Hz로 조정한다.
b) 디스플레이에 명목 100 mmHg 첨두 대 첨두 굴절을 생산하기 위해 정현파 발생기,
정압 그리고 제어기를 조정한다.
c) 기준 압력측정시스템의 첨두 대 첨두 진폭을 1 Hz에 유지하면서 정현파 발생기
주파수를 10 Hz로 달리한다.
d) 시험대상 ME 기기의 진폭을 유의한다.
정현곡선 출력 압력이 1 Hz에서 압력 눈금의 3 dB 범위 내에서 10 Hz인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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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2 트랜스듀서(1)과 증폭기/모니터(2)로 되어있는 기준압력측정시스템, 디스플레이와의
트랜스 듀서 대역폭은 50 Hz 또는 이상 이어야 한다.
3 시험대상 트랜스듀서(돔을 포함하는); 꼭지 닫힘.
4 시험대상 ME 기기
5 물로 채워진 유압장치 물은 공기가 없어야 한다.
6 정압 적용을 위한 실린더**
7 단단한 배관 될 수 있으면 짧은 것 양 배관의 같은 길이 기포 없이
8 정현파 발생기
9 기준 파형 디스플레이
10 2채널 디스플레이(대안)
**정압을 디스플레이에 100 mmHg pp 굴절을 볼 수 있게 조정한다.
그림 11. ME 기기 및 트랜스듀서의 주파수 응답
<12.1.101.3 참조>
12.3. 알림 시스템
추가:
ME 기기는 이 기준규격의 3.2에 명시된바와 같이 경보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카테터를 이용하는 임상 시험실용 ME 기기는 이 요구사항으로부터 제외된다.
13. 위해 상황 및 고장 상태
공통기준규격[별표1] 1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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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로그램 가능한 ME 시스템(PEMS)
공통기준규격[별표1] 14.에 따른다.
15. ME 기기의 구조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5.에 따른다.
15.3.4. 낙하 시험
추가:
15.3.4.101. *트랜스듀서 낙하 시험
임상 조작자에 의해 ME 기기로부터 분리가 되는 트랜스듀서는, 돔이 제거 가능하면
돔을 제외하고, 1 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위험상황을 제시하여서는 안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확인 한다:
트랜스듀서 샘플을 1 m 높이에서 딱딱한 바닥 위에 깔려있는 50 mm 두께 목재
판자에 (예를 들어, 목재 > 600 kg/m3) 떨어뜨린다. 세 곳의 높이에서 각각 한 번씩
한다. 이 시험 후, 손으로 만졌을 때 접근 가능한 부품들은 누설전류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금 그리고 섬유강화 몰딩에서 표면 금은
무시되어야 한다. 이 시험 후, 본 개별기준규격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하며
ME 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5.4. ME기기의 부품 및 조립 일반
15.4.1. *커넥터의 구조
추가:
본 기준규격에 적합하기 위해 분리를 필요로 하는 장착부를 포함하고 있는
트랜스듀서는, ME 기기 연결부에 대한 트랜스듀서 케이블 그리고 장작부 내의 떼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연결부는, ME 기기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공통기준규격[별표1]
8.5.2.3에 적합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측정으로 확인한다.
추가 항목:
15.4.101. *돔
돔은 투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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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은 돔을 통해 물 또는 식염수에 작은 기포가 보이는 것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15.4.4. 표시기
추가:
15.4.4.101. 건전지 작동 및 건전지 상황의 표시등
내부전원으로만 작동되지 않는 ME 기기는 내부전원으로 작동될 때에는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내부전원 ME 기기는, 내부전원으로 작동될 때에는, 지속적이고 시각적으로 남은
건전지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15.4.7.2. *ME 기기의 우연한 가동
추가:
제로제어의 의도하지 않은 작동의 가능성을 경감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비고: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을 참조한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16. ME 시스템
공통기준규격[별표1] 16.에 따른다.
17. ME 기기 및 ME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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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 사용되는 것 외의 ME 기기 및 ME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구사항들
추가:
침습형 혈압감시기기 및 그것의 부속품들은 생명유지 ME 기기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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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파 적합성
6.1. 방사
6.1.1.2. 시험
추가:
*aa) 트랜스듀서
트랜스듀서는, 전기적 침습성 혈압감시모니터 설계가 똑같지 않은 경우,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모든 침습형 혈압감시모니터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침습성 혈압감시모니터는, 전기적 트랜스듀서 설계가 똑같지 않은 경우,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모든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시험은 모든 SIP/SOP 케이블을 ME 기기에 연결하여 실행한다(참고 그림 12); 양단간
및 바닥(접지면) 간의 SIP/SOP 케이블 거리는 ≥ 40 cm이여야 한다.
※ 비고: 시험 또는 구성의 동등성으로 성립된다.

범례

1 전원 케이블 (해당된다면)
2 신호출력케이블 (해당된다면)
3 절연 재질로 만든 테이블
4 시험대상 ME 기기
5 EUT와 함께 트랜스듀서에 연결되는 신호입력케이블(해당된다면)
6 트랜스듀서
그림 12. 방사 및 전도 방사, 전도 내성 시험에 대한 시험 레이아웃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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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내성
6.2.1.3. 작동 모드 및 구성
추가:
트랜스듀서는, 전기적 침습성 혈압감시모니터 설계가 똑같지 않은 경우,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모든 침습형 혈압감시모니터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침습성 혈압감시모니터는, 전기적 트랜스듀서 설계가 똑같지 않은 경우,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모든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6.2.1.10. 적합성 판정기준
추가:
ME 기기는 작동 상태의 변경, 저장된 데이터의 분실 또는 변경, 출력에 있어 의도하지
않은 변경을 야기할 수 있는 제어 소프트웨어의 오류 발생, 또는 제조자의 명세서
밖에서의 혈압 측정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ME 기기는「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6.2.1.10의 요구사항들 그리고 이 기준규격의 항목 6.2.2.1 및
6.2.101를 제외한 12.1.101.2의 정확도 요구사항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확인한다:
- 그림 1에서와 같이 ME 기기 및 트랜스듀서를 설치한다.
- 0의 압력 입력에서 0의 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트랜스듀서를 조정한다.
- ME 기기와 트랜스듀서를 연속하여 어떤 공칭감도에서라도 명시된 장애(무선주파수,
과도현상, 자기)에 노출시킨다.
6.2.2. 정전기방전 (ESD)
6.2.2.1. 요구사항
추가:
ME 기기는 방전 동안 일시적인 성능저하를 보일 수 있다. 10초 이내에 ME 기기는,
조작자 설정 또는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이전 작동모드에서의 정상작동을
재개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고 6.2.1.10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에
적합하여야 한다.
6.2.3. 방사 RF 전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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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요구사항
a)에 대한 추가:
3 V/m의 내성시험수준이 적용된다.
6.2.3.2. 시험
추가:
aa) 모든 신호입력부분/신호출력부분 그리고 전원공급선은 일반적으로 그림 12과 같이
배열되었다. SIP/SOP 케이블과 바닥 간의 거리는 ≥ 40cm로 유지한다.
6.2.4.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및 버스트
6.2.4.1. 요구사항
추가:
전원공급선을 통해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과 버스트에 노출되었을 때 ME 기기는
6.2.1.10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트랜스듀서의 시험에 있어, 길이 3 m 이상이 되도록 명시된 신호 및 상호연결
케이블은, 빠른 과도현상과 버스트의 노출 동안, 일시적인 성능저하를 보일 수 있다.
10초 이내에 ME 기기는, 조작자 설정 또는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이전
작동모드에서의 정상작동을 재개해야하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도된 기능을 행하고
6.2.1.10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에 적합하여야 한다.
6.2.4.2. 시험
추가:
aa) ME 기기는 바닥으로부터 0.8 m ± 0.08 m에 위치하여야 한다.
bb) ME 기기와 함께 제공된 전원 선을 사용하여 ME 기기를 EFT/B 발생기의 출력에
연결하여야 한다.
6.2.6. RF 전기장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도성 장해
6.2.6.1. 요구사항
추가:
aa) 전원공급선을 통해 전도된 무선주파수 전압에 노출되었을 때 ME 기기는 6.2.1.10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bb) *트랜스듀서 케이블은 이 요구사항으로부터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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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시험
추가:
aa)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별표2] 6.2.6.2의 c) 및 e)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6.2.101. *전기외과수술 간섭
전기외과수술로 발생될 수 있는 오작동에 대한 보호 수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트랜스듀서, 트랜스듀서 케이블 그리고 제조자가 권고하는 설정으로 아래 시험을
실행한다.
ME 기기가 전기수술기기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ME 기기는 전기수술기기로부터의
장에 노출된 후 10초 이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이전 작동모드에서의
정상작동을 재개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a) 그림 13 및 15에 따라 확인한다. 만일 트랜스듀서에 CF형 장착부의
분리가 있을 경우, 적합성은 그림 14 및 15에 따라 확인한다.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46. 전기수술기에 적합하고 300 W의 최소 전원 절단
모드 용량, 100 W의 최소 전원 응고 모드 용량, 그리고 400 kHz ± 10 %의 운전
주파수를 가진 전기수술기기를 사용한다.
a) 절단 모드에서의 시험
혈압모니터를 102 mmHg에서 150 mmHg로 설정하고 전기수술기기의 출력을 300
W에 설정한다. 기준선 보이게 모니터를 눈금 매긴다. 아무 필터나 광대역 위치로
설정한다. (a)시험에 대하여, 저항 Rt을 100 mmHg의 압력신호를 발생시키게
조작한다. (b)시험에 대하여, 100 mmHg의 외부 전압을 적용한다.
활성 전극으로 시험 설정(그림 13 및 14 참조)의 금속판을 만지고 아크를 얻기 위해
전극을 천천히 제거한다.
작동 후 발로 그림 14에서의 S1을 개봉한다(시험(a)에 한해서). 10초 이내에 적용된
압력이 기록되었는지/표시되었는지 그리고 ME 기기가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전
작동모드로 복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절차를 다섯 번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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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응고 모드에서의 시험
a)의 시험을 100 W의 출력으로 반복한다.
살포 응고 모드의 시험은 제외되었다.

범례
1 금속상자
2 금속판
3 전기수술기기의 활성 전극
4 금속판/전기수술기기의 중성전극(N)
5 연결케이블 ME 기기 및 금속상자 간의 2 m 케이블 길이 연결 케이블 주위를 장막침
6 연결망
G 전기수술기기
Ra 220 Ω, 200 W (저-전도성, 환자 임피던스를 시뮬레이트한다)
Rb 500 Ω (트랜스듀서 다리를 시뮬레이트한다)
Rc 50 kΩ (카테터 임피던스를 시뮬레이트한다)
Rt 100 mmHg에 대하여 선택되었다
Cg 47 nF (전기수술기기의 다른 형식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S1 스위치
비고) 시험기록에는 사용된 전기수술기 정보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
그림 13. 장착부의 절연이 모니터 안에 있는 경우, 고주파 수술 장해 측정에 대한 시험 회로
<6.2.101 참조>
- 1826 -

범례
1 금속상자
2 금속판
3 전기수술기기의 활성 전극
4 금속판/전기수술기기의 중성전극(N)
5 금속 용기
6 비-전도성 배관
7 비-전도성 용기에 있는 생리적 식염수 12.5 kPa의 압력 (100 mmHg; 1.26 물)
8 돔을 포함한 트랜스듀서
G 전기수술기기
Ra 220 Ω, 200 W (저-전도성, 환자 임피던스를 시뮬레이트한다)
Rc 50 kΩ (카테터 임피던스를 시뮬레이트한다)
Rt 100 mmHg에 대하여 선택되었다
Cg 47 nF (전기수술기기의 다른 형식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S1 스위치 (전원 적용 시 닫는다)
※ 비고: 시험기록에는 사용된 전기수술기 정보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
그림 14. 장착부의 절연이 트랜스듀서 안에 있는 경우, 고주파 수술 장해 측정에 대한 시험
회로
<6.2.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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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전기수술기기
2 그림 13 및 14로부터의 금속판
3 전기수술기기의 활성 전극
4 그림 13 및 14로부터의 전기수술기기의 중성전극(N)
5 그림 13 및 14로부터의 시험 설정
6 주전원
7 전도성 재질로 만든 탁자
그림 15. 고주파 수술 보호에 대한 시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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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사용에서 임상조작자에 의하여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없을 때
환자감시에 대한 사용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ME 기기는 경미한 부상 그리고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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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연기된 시작을 부를 수 있는 경보상태를 낮은 우선순위 경보상태로 처리하여야
한다(표 2 참조).
부속문서는 책임기관이 어떻게 낮은 우선순위 경보상태에 대한 청각경보신호를 작동
또는 정지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공통기준규격[별표4] 6.7의 요구상항들이
적용된다.
※ 비고: 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1의 적용은 이 기기에 대한 추가 구성 성능을 필요로
한다. 이 성능은 책임기관이 중앙감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 집중치료실과
같은 낮은 경보 우선순위에 대한 청각 경보신호를 의존할 때 필요할 것이다.
표 2는 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1을 수정하고 있다 - 정상사용에서 임상조작자에
의하여 환자에 대한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없을 때 환자감시에 대한 사용목적으로
포함하는 ME 기기에 대한 경보 우선순위.
표 2. 임상조작자에 의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없을 때
환자감시에 대한 사용목적을 포함하는 ME 기기에 대한 경보우선순위
잠재적 위해 발생a

경보 상태의 원인에 대응하는
고장의 잠재적 결과

즉각b

신속c

지연d

사망 또는 회복 불능 상해

높은 우선순위e

높은 우선순위

중간 우선순위

회복 가능 상해

높은 우선순위

중간 우선순위

낮은 우선순위

낮은 우선순위
경미한 상해 또는 불편

중간 우선순위

낮은 우선순위

또는 경보 신호를
발생하지 않음

뒤늦게 발생하는 경미한 상해 또는 불편에 대해서는 정보 신호를 사용해도 무관
a 잠재적 위해 발생이란 상해가 일어나는 시점을 가르키는 것이고, 위해가 드러난 시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
b 사람이 시정 조치를 취하기에는 통상 충분치 않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잠재적 사건을 가리킴
c 사람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 일어나는 잠재적 사건을 가르킴
d 시간을 정하여 말할 수 없으나, “신속”발생한다고 한 것에 비하여 좀 더 오래 걸리는 시간
범위 내에 일어나는 잠재적 사건을 가리킴
e 통상, 치료 기능을 수행하는 ME 기기는 자동 안전장치에 의해 즉각적인 사망 또는 회복 불능
상해를 방지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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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청각경보신호
6.3.3.1. *청각 경보신호의 특성
추가:
정상사용에서 임상조작자에 의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없을 때
환자감시에 대한 사용목적으로 포함하는 ME 기기에 대하여:
- 청각경보신호는 낮은 경보 우선순위를 알려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4]의 표3의
각주 “d” 삭제)
-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표 3의 칼럼 “낮은 경보우선순위 내의” 〉 “15초 또는 반복
없음”을 “2.5초 에서 30초”로 대체
- 청각경보신호는 기술 경보상태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표 3은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표 3을 수정하고 있다 - 정상사용에서 임상조작자에
의하여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없을 때 환자감시에 대한 사용목적으로
포함하는 ME 기기에 대한 청각 경보신호의 버스트 특성:
표 3. 정상사용에서 임상조작자에 의하여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없을 때 환자감시에 대한 사용목적으로 포함하는 ME 기기에 대한 청각
경보신호의 버스트 특성
높은 우선순위

중간 우선순위

낮은 우선순위

경보 신호

경보신호

경보 신호d

10

3

1 또는 2

1번째 펄스와 2번째 펄스

x

y

y

2번째 펄스와 3번째 펄스

x

y

해당무

3번째 펄스와 4번째 펄스

2x+td

해당무

해당무

4번째 펄스와 5번째 펄스

x

해당무

해당무

5번째 펄스와 6번째 펄스

0.35 ~ 1.30초

해당무

해당무

6번째 펄스와 7번째 펄스

x

해당무

해당무

7번째 펄스와 8번째 펄스

x

해당무

해당무

8번째 펄스와 9번째 펄스

2x+td

해당무

해당무

9번째 펄스와 10번째 펄스

x

해당무

해당무

특성

버스트 내의 펄스 수a,e

펄스 간 간격(ta)(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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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 간 간격b,c(t0)

2.5 ~ 15.0초

2.5 ~ 30.0초

2.5 ~ 30.0초

임의의 두 펄스 간 진폭 차이

최대 10 dB

최대 10 dB

최대 10 dB

x는 50 ~ 125 ms의 값이어야 한다.
y는 125 ~ 250 ms의 값이어야 한다.
버스트 내의 x와 y의 변동폭은 ± 5 % 이내이어야 한다.
중간 우선순위 td + y는 높은 우선순위 td + x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a 펄스 특성에 대해서는 표 4 참조
b 특정 ME 기기의 개별기준규격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c 제조자는 위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값 중에서 가장 긴 버스트 간 간격을 사용하도록
권한다. 개별 기준 규격 작성자들에게도 특정한 경보 장치 사례에 부합하는 청각 경보 신호
중 가장 긴 버스트 간격을 가진 신호를 고려하기를 권한다. 하지만 버스트 간 간격이 길면
어떤 조건에서는 경보 상태의 발생 원인을 적시에 정확히 판별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음을 감안한다.
d 낮은 우선순위 경보 상태에 대한 청각 신호 부여 여부는 선택 사항이다.
e 조작자가 비활성 상태로 만들지 않는 한, 중간 우선순위와 낮은 우선순위의 청각 경보
신호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버스트를 발하고 종료되어야 하며, 높은 우선순위의 청각 경보
신호는 적어도 한 버스트의 1/2 이상을 발하고 종료되어야 한다.

부속문서는 책임기관이 어떻게 낮은 우선순위 경보상태에 대한 청각경보신호를 작동
또는 정지 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모든 청각 경보신호에 대한 인터버스트 기간 동안
제어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여야 한다. 공통기준규격[별표4] 6.7
요구사항들이 적용 된다.
※ 비고: 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1의 적용은 이 기기에 대한 추가 구성 성능을 필요로
한다. 이 성능은 책임기관이 중앙감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 집중치료실과
같은 낮은 경보 우선순위에 대한 청각 경보신호를 의존할 때 필요할 것이다.
위험관리는 높은, 중간 그리고 낮은 경보 우선선위와 관련된 청각경보신호에 대하여
최대 인터버스트 기간을 결정하는데 적용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문서를 검사하여 확인한다.
6.3.3.2. 청각경보신호 및 정보신호의 음량 및 특성
추가:
6.3.3.2.101. *음량을 영으로 낮출 수 있는 청각경보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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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ME 기기가 분산경보시스템의 떨어진 구성에서 경보신호가 반복되는
분산경보시스템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임상조작자가 청각경보신호의 음량을 영으로
낮춘다면 경보신호 비활성 상태 소리-끔 상태가 개시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6.4.2. *분산경보시스템 관련 지연
추가:
떨어져 있는 기기에서의 생리학적 경보상태 및 기술적 경보상태의 경보신호발생지연은
환자 치료에 있어 수용될 수 없는 지연이 없는 것에 한정된다. 위험관리는
분산경보시스템의 떨어져 있는 경보신호를 제공하기 전에 최대 경보신호지연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문서를 검사하여 확인한다.
6.6. 경보한계
6.6.2. 조정 가능한 경보한계
추가 항목:
6.6.2.101. *생리적 경보상태, 경보한계 그리고 생리적 경보신호의 지연시간
a) ME 기기는 경보선택에 대하여 최소 하나의 생리학적 변수들을 제공하여한다.
- 수축기압
- 확장기압
- 평균 혈압
b) 생리적 경보상태의 경보한계는 조절 가능하다. 조정의 범위는 ME 기기로부터
제공되는 생리학적 압력에 대한 특정 측정 범위를 다루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시험으로 확인한다.
c) 경보까지의 시간
높은 경보한계를 초과하는 또는 낮은 경보한계에 떨어지는 압력의 값에 대한
경보상태지연 및 경보신호발생지연의 합은 2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16은 접합성에 대한 시험구성을 보여준다. 실제 압력 근원을 보여주지만 정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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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생리학적 압력을 발생하는 등가 수단들(예: 전기적 압력 시뮬레이터)이 사용 될
수 있다. 정현곡선 또는 시뮬레이트 된 압력 신호는 1 Hz이여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2초 미만의 압력단계를 허용하기 위해 압력을 표시 된 값은 ± 5 % 이내에 설정한다.
위쪽 수축기 경보한계:
확장기를 중단하고, 평균 및 아래쪽 수축기압 경보한계.
위쪽 수축기 경보한계를 동맥관리범위(AMR)의 50 %로 설정한다. 정압 및 정현파
압력을 사용하여 AMR의 (25 ± 5) %의 수축기 혈압의 출력을 발생 시킨다(그림 17 a
참조)
2초 이내에, 정압 및 정현파 압력을 AMR의 (75 ± 5) %의 수축기 혈압에 이를 때까지
조절한다. 경보신호 발생까지의 시간을 기록한다.
아래쪽 수축기 경보한계:
확장기를 중단하고, 평균 및 위쪽 수축기압 경보한계
아래쪽 수축기 경보한계를 동맥관리범위(AMR)의 45 %로 설정한다. 정압 및 정현파
압력을 사용하여 AMR의 75 %의 수축기 혈압의 출력을 발생 시킨다(그림 17 b 참조)
2초 이내에, 정압 및 정현파 압력을 AMR의 25 %의 수축기 혈압에 이를 때까지
조절한다. 경보신호 발생까지의 시간은 20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쪽 확장기 경보한계:
확장기를 중단하고, 평균 및 아래쪽 확장기압 경보한계
위쪽 수축기 경보한계를 동맥관리범위(AMR)의 50 %로 설정한다. 정압 및 정현파
압력을 사용하여 AMR의 25 %의 확장기 혈압의 출력을 발생 시킨다(그림 17 c 참조)
2초 이내에, 정압 및 정현파 압력을 AMR의 75 %의 확장기 혈압에 이를 때까지
조절한다. 경보신호 발생까지의 시간은 20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래쪽 확장기 경보한계:
확장기를 중단하고, 평균 및 위쪽 확장기압 경보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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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 수축기 경보한계를 동맥관리범위(AMR)의 45 %로 설정한다. 정압 및 정현파
압력을 사용하여 AMR의 75 %의 확장기 혈압의 출력을 발생 시킨다(그림 17 d 참조)
2초 이내에, 정압 및 정현파 압력을 AMR의 25 %의 확장기 혈압에 이를 때까지
조절한다. 경보신호 발생까지의 시간은 20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쪽 평균 경보한계:
수축기를 중단하고, 확장기 및 아래쪽 평균 경보한계.
위쪽 평균 경보한계를 AMR의 50 %로 설정한다. 정압 및 정현파 압력을 사용하여
AMR의 25 %의 평균혈압의 출력을 발생 시킨다(그림 17 e 참조)
2초 이내에, 정압 및 정현파 압력을 AMR의 75 %의 평균 혈압에 이를 때까지
조절한다. 경보신호 발생까지의 시간은 20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래쪽 평균 경보한계:
수축기를 중단하고, 확장기 및 위쪽 평균 경보한계
아래쪽 평균 경보한계를 AMR의 45 %로 설정한다. 정압 및 정현파 압력을 사용하여
AMR의 75 %의 평균혈압의 출력을 발생 시킨다(그림 17 f 참조)
2초 이내에, 정압 및 정현파 압력을 AMR의 25 %의 평균 혈압에 이를 때까지
조절한다. 경보신호 발생까지의 시간은 20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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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3 시험대상 돔을 포함한 트랜스듀서;
4 시험대상 ME 기기
5 물로 채워진 유압시스템
6 ± 0.5 mmHg의 정확도를 가진 정압 근원
7 배관
8 정현파 발생기 1 Hz
10 1 Hz 정현파 표시기
그림 16. 생리적 경보상태를 나타내는 경보신호의 지연시간에 대한 시험
<6.6.1.101 참조>

그림 17 a

그림 17 b

그림 17 c

그림 17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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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f

그림 17 e

그림 17. 생리적 경보상태를 나타내는 경보신호의 지연시간에 대한 시험
<6.6.1.101 참조>
6.6.2.102. 트랜스듀서 그리고 트랜스듀서 케이블 고장의 탐지
트랜스듀서 고장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ME 기기의 중간단계의
기술경보상태는 트랜스듀서 또는 트랜스듀서 케이블이 그 어떤 다른 선과의 개로
그리고 단락으로 인하여 정상작동 이외의 것을 유발하거나 트랜스듀서 케이블이
소켓에서 뽑혔을 때 활성화되어야 한다. 경보상태지연 및 경보신호발생지연의 합은
1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트랜스듀서 출력 터미널 간 단락의 탐지는 제외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확인한다:
트랜스듀서 그리고 트랜스듀서 케이블 안에 있는 각 선을 순서에 따라 다른 선과
단락한다. 또한 각 선을 순서에 따라 개로한다. 각 불능 상태 후에 기술경보상태가
경보상태 지연 및 경보신호발생지연의 합은 10초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트랜스듀서 케이블을 소켓에서 뽑는다. 기술경보상태가 경보상태지연 및 경보신호발생
지연의 합은 10초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6.6.2.103. *연결되지 않은 카테터의 탐지
카테터 활동을 표시하지 않는 10 mmHg 이하의 평균 혈압 빠른 혈압 하락으로
표시되는 연결되지 않은 동맥 카테터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빠른
혈압 하락은 높은 우선순위의 경보상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경보상태지연 및
경보신호발생 지연의 합은 1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확인한다:
그림 16에 따라 120/80 mmHg의 모의된 동맥혈압을 적용한다. 표시기가 안정된 후,
모의된 동맥혈압을 2초 내에 10 mmHg의 평균값(평평한 선)으로 변경한다. 높은
- 1836 -

우선순위 경보신호가 발생되는 시간을 기록한다.
6.6.2.104 경보상태 우선순위의 배정
6.6.2.101에 명시된 생리적 경보상태의 경보신호들은 최소한 중간단계 우선순위이여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6.8. 경보신호 비활성 상태
추가:
6.8.101. *기술적 알람 상태
경보신호의 비활성 (경보 일시정시 그리고 경보 오프)
a) 특정 경보상태를 그리고 ME 기기로부터 1 m 거리에서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경보상태의 시각경보신호는 비활성 되지 않아야 한다.
b) 공통기준규격[별표4] 6.3.2.2 b)에서 명시된 시각경보신호는 비활성 될 수 있다.
기술경보상태의 경우에는, 변수들의 그 어떤 측정된 값들은 임상조작자에 의해 측정된
값들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게 표시되어야 한다.
※ 비고: 기술경보상태 동안, 생리학적 변수들은 생리학적 경보상태를 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트랜스듀서, 어댑터 케이블 또는 모듈들이 임상조작자에 의해 제조자가
명시한대로 의도적으로 분리되었을 경우, 겸보리셋은 그러한 기술경보상태의
시각경보신호를 끄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수단들은 사용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7.9.2.9.101t 참조).
적합성은 검사 및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6.9. *경보 리셋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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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조작자에 대하여 경보신호의 경보리셋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경보리셋 기능의 활성화 이후
a) 경보시스템이 차후 경보상태에 반응 할 수 있도록 경보상태의 청각경보신호는
중단되어야 한다;
b)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유지경보상태에 대한 시각경보신호는 중단되어야
한다.(7.9.2.9.101 t 및 6.8.101 참조);
c) 그 어떤 존재하는 경보상태에 대한 시각경보신호는 그러한 경보상태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d) 경보시스템은 경보시스템이 차후 경보상태에 반응할 수 있도록 즉각 작동하여야
한다;
e) 기술경보상태의 시각경보신호는 기술경보조건이 존재하는 동안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경보리셋의 제어수단들은 IEC 60417-5309(2002-10)로 표시되어야 한다.
(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C.1 그리고/또는 표 C.2에 있는 표시 5의 문자 줄 참조).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6.10. *비래칭 및 래칭경보신호
첫째 단락에 대한 추가:
유지 경보신호 및 비유지 경보신호를 혼합하여 지지하는 ME 기기의 경우, 생리학적
경보상태에 대하여 책임기관이 ME 기기에 모든 유지 경보신호 또는 비유지
경보신호를 구성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이러한 구성을 책임기관에만 제한하는
수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 비고: 본 요구사항은 책임기관이 모든 경보 상태에 대해 유지경보신호를 필요로
하는 중환자식에 대한 추가 구성 성능을 더하는 것이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추가:
6.10.101. *기술경보상태에 대한 비유지 경보신호
기술경보상태에 비유지 경보신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6.11. 분산 경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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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2. *경보상태의 분산경보시스템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
b)의 대체:
b) 경보신호를 발생하는 분산 경보시스템의 영향이 미치는 그 어떤 부분도
기술경보상태를 부여하여야 한다.
추가:
만일, ME 기기가 청각 오프 상태에 있는 동안, ME 기기가 분산경보시스템과의 통신
불능을 발견하면, 그것은 청각 오프 상태를 종료해야 하며 그리고 기술경보상태를
개시하여야 한다.
추가:
6.11.101. *분산경보시스템의 떨어진 구성품들에서의 경보신호의 비활성/활성
위험관리로부터 의도한 환경에서의 사용에 대하여 수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임상조작자에게 ME 기기의 경보신호를 활성 또는 비활성 시키기 위하여 또는
분산경보시스템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성품들의 경보한계설정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들을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ME 기기에 설정된(경보 일시정지, 청각 일시적지, 경보 오프 또는 청각 오프) 그
어떤 비활성 상태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경보 리셋 기능을 활성하고 그리고
- 비활성 상태를 끝낸다.
원격에서의 경보신호를 활성 그리고 비활성 할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ME 기기는 또한
제공된 비활성 상태 모두에 대하여 원격에서 비활성/활성 설정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상조작자에 의한 설정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수단들은
책임기관에게만 제안되어야 한다. (공통기준규격 [별표4] 참조).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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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들이 적용된다.
부록 AA
(참고)
일반 지침 및 논리적 근거

AA.1. 일반지침
혈압의 직접 측정은 체내에 삽입하여 측정이 필요한 곳으로 조작할 수 있는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 또는 체내의 측정 위치에 외부 압력 트랜스듀서를 연결하여 달성할 수 있다.
이 기준규격의 다른 판(1986-2008)들을 쓰는 시간에는,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는 일반적으로
측정기기에 전기선으로 연결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반도체 형식이나 혈압 측정을 달성할
수 있는 광학 또는 광섬유와 같은 비-전기적 수단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타 수단들이 만족스럽게 개발되더라도, 채혈 또는 수혈을 위한 카테터 내에서의
루멘이 남아있을 공산이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직접적 혈압측정 방법이 사용되더라도,
외부기기로부터의 체내에 대한 전도성 연결이, 그 연결이 부드러운 원형 또는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을 통한 것일지라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ME 기기에서, 카테터의 끝이 심장 가까이 또는 심장 내에 위치할 수 있기에,
환자에 대한 전기충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기타 위험들로는 카테터를 통한 우발적인 공기의 주입 또는 실혈을 낳을 수 있는 카테터
결합의 분리가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첫 번째는 7.9.2.9.101 d)에서 참조되지만, 본 기준규격의 범위 밖에 있다.
외부 압력 트랜스듀서는 일회용 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일회용 돔의
다이어프램은 이 기준규격에서의 CF형식 장착부의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전기적으로
격리되는 다이어프램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CF 요구사항에 대한 전기적 격리 장벽이 트랜스듀서 내에 있는지 또는 ME 기기의
입력회로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발생된다. 만일 트랜스듀서가 격리에 대하여 의존된다면,
그러면 ME 기기는 엄격히 그러한 (외부)트랜스듀서에 제한된다. 만일 격리 장력이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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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입력회로에 있다면, 내부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 또는 외부든, 그 어떤 종류의
트랜스듀서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 그러한 ME 기기는 따라서 더 다목적이고 더 작은 주의와 함께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기준규격에 따라, 그러나, 격리의 어느 형식이나 인정된다.
AA.2. 제세동기와의 사용
ME 기기의 본 범주는, 제세동기가 사용될 수 있는 곳에서, 위독한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
감시에 사용된다.
제세동기 보호는 안전성측면만 아니라 성능측면에서도(따라서 이 ME 기기는 효과적인
심장 작동의 복원에 대한 초기 표시를 제공한다) 요구된다.
AA.3. 제세동기 시험 전압에 대한 근거
AA.3.1 근거
제세동기 전압이 외부에서 적용된 전극들에 의하여 환자의 흉부에 적용 되었을 때,
패들부근 그리고 패들 사이의 환자의 조직은 전압 분리시스템이 된다.
전압 분산은 3차원 필드이론을 이용하여 대략 측정될 수 있으나 이것은 국부 조직 전도성에
의해 완화되었으며 이것은 전혀 균일하지 않다.
만일 트랜스듀서/카테터 바늘이 혈관에 적용된다면, 대략 제동세거기 패들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카테터 바늘에 대한 전압은 이것의 위치에 따라 의존되나 일반적으로 부하시
제세동기보다 작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문제의 트랜스듀서/카테터 바늘이 이 지역 아무 곳에나, 제세동기 패들 중
하나의 바로 옆을 포함,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작은지에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안전을 위하여, 이것은 따라서 그러한 연결되는 “전극” 및 ME 기기가 제세동기의
최대전압을 견뎌 내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제세동기 패들 중 하나가 환자에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부하 전압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 집합은 트랜스듀서/카테터, 환자의 팔 또는 다리와 같이, 바늘이
환자에게 연결한 제세동기 패들 범위 밖에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단 하나의 안전성 추정은
전압-분리 현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랜스듀서/카테터 및 관련된 ME 기기는 5
kV의 제세동기의 최대 무부하 전압을 견뎌야한다.
- 1841 -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들 안에서의 이 논의에서는 제세동기 패들의 하나 이상은
접지되었다고 가정한다.
AA.3.2. 특정 요구사항
위의 조건들 중의 첫째는 침습 혈압감시기기에 적용되며 따라서 그것은 5 kv의 시험전압에
대상이 된다.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의 끝이 혈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체 표면위의 제세동기
위치에서부터 트랜스듀서의 팁까지 전기적 전도성 대혈관 길이에 따라 존재한다.
AA.4. 개별 항목에 대한 지침서 및 근거
1.1. 범위
이 기준규격의 범위는 침습 혈압측정의 가장 넓게 쓰이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환자에게 실시된 수술절차 동안 그리고 바로 후 자주 쓰인다.
이것은 유체를 다루는 부속품을, ME 기기의 전기적 안전성에 매우 지엽적으로 관련이 있고
많은 경우 다름 기준규격에 의해 다루어지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다.
자동화된 비-침습성 혈압계는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21. 비관혈식혈압경보기에서
다루어진다.
5.8. 시험 순서
8.5.5.1의 시험을 먼저 실행하면, 후의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시험들은 보호수단에 있어
성능저하를 보여준다.
6.2. 전기충격으로부터의 보호
부록 AA.1에 서술되었듯이, 직접적인 혈압측정의 각 방법은 심장에 대한 직접적 적용을
수반한다.
7.2.17. 보호포장 및
7.9.2.9.101, h). 작동 설명서
트랜스듀서 또는 부속품은 멸균상태에서 공급될 수 있으며 ME 기기는 충전지로 작동될 수
있다. 건조재는 운반 그리고 사용 전 보관 동안 습기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포함될 수
있다. 만일 적절하다면, ME 기기가 적절히 기능되고 멸균 부속품들이 사용에 안정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에
의존하는 부품들(예: 충전지 또는 트랜스듀서 또는 돔과 같은 부속품)은 통일된 기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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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통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자에 의해 일회용으로 명시된 부속품들은 다른 환자에 대한 재사용을 위해 청소되거나,
살균되거나 또는 멸균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속품들의 포장은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통일된 기호로 하여야 한다.
7.9.2.9.101, l). 사용설명서
이 요구사항은 임상조작자로의 잦은(매일) 검사 및 비교적 잦은 그러나 기계적 손상 및
케이블에 대한 손상 등과 같은 것을 검사하기 위한 더 포괄적인 기술적 검사를 다루고
있다.
7.9.2.9.101, t). 사용설명서
기술경보상태의 경보신호는 임상조작자가 센서, 프로브 또는 모듈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였을
때 표시되는데 이는 ME 기기가 분리가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트랜스듀서, 프로브 또는 모듈이 임상조작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분리된 경우, 조작자로
하여금 기술경보상태의 시각 경보신호를 영구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된다. 가능한 상황은, 예를 들어, 침습 혈압측정을 의도적으로 분리한 것인데 이는
비-침습 혈압 측정이 적절하고 환자에 대한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8.5.5.1. 제세동 보호
혈압이 침습으로 감시되고 있는 환자에 제세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트랜스듀서는 환자의 혈관에 유체로 채워진 배관을 통해 전도성 연결되어있다. AA.3에서
보여주듯이, 이 전도성 연결은 트랜스듀서에 대한 세동제거 전압을 적용하고 있는데
세동제거는 과도한 회복시간 또는 회복을 못함으로써 ME 기기의 감시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임상조작자는 제시간에 세동제거가 성공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ME 기기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 안에
세동제거 전압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재사용가능한 돔의 다이어프램은 신뢰할 수 있는 분리를 형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트랜스듀서 자체가 세동제거 시험을 견뎌내야 한다.
9.7.5. 압력용기
이러함 시험 압력은 실제 사용 전후 유체 선을 씻어내는 과정을, 특히 멈춤 꼭지가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 모의한다. 이런 범위에서의 압력은 정상사용에서 발견되고 있다.
11.6.5. ME기기 및 ME시스템에의 물 또는 미립자 물질의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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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ME 기기 또는 ME 기기의 작은 부품들은 IV 폴에 설치되거나 또는 환자
가까이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환자 근접에서의 사용으로 ME 기기는 정상사용에서
젖을 수 가능성이 크다. 정상사용에서 젖었을 경우, ME 기기는 지속적인 환자감시에
대하여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11.8. ME기기에의 전원공급/공급전원의 차단
30초 미만의 공급전원의 중단은 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으로 발생된다. 그러한 전원 중단은
정상사용으로 고려되고 따라서 환자에 대한 위험상황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전원이 돌아
왔을 때, ME 기기는 같은 작동모드로 재개하고 그리고 전원이 중단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조작자 설정 그리고 환자 데이터를 복원하여야 한다.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장된 일반적 데이터의 예들로는, 작동모드, 트랜스듀서 눈금, 경보설정(청각경보신호의
음량, 경보한계, 경보오프 등), 그리고 만일 조작자가 선택가능 하다면 추세 데이터가 있다.
이러한 설정에 반하여, 순간적인 혈압 값(수축기, 확장기 그리고 평균 혈압) 도는 표시된
혈압 파형은 저장된 데이터에 속하지 않는다.
11.8.101 b). 배터리 감소로부터의 보호
방전된 배터리는 실험실용 가변 전원을 저전압 값에 설정하여 모의하고, 직렬 임피던스를
가하여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배터리 임피던스 증가를 나타낸다. 직렬 임피던스
값은 실험으로 정할 수 있다.
12.1.101. 혈압측정의 정확도
3.63에 따른 침습 혈압감시기기(ME 기기)는 생리학적 감시 또는 관련된 트랜스듀서를
포함하는 측정기기이다. 그러한 ME 기기가 환자에 사용될 때, 민감도, 반복성, 비선형, 이동
그리고 이력현상의 변동의 조합된 영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된 영향의
변동은 주로 혈압 모니터가 아니라 카테터 그리고 트랜스듀서 때문이다.
습기는 고려되지 않는데 이는 사용 동안 그것의 영향이 보통 때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ME 기기는 사용 동안 안정성, 가변성 또는 가끔의 전자기 간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기 간섭의 영향은 항목 6.2.1.10에서 다루어진다.
임상조작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정확한지 또는 위험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환자 사용을 모의하기 위해 그리고 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도, 반복성,
비선형, 이동 그리고 이력현상에서의 변동의 영향을 조합한 하나의 시험이 개발되었다.
단일 오류의 원인에(민감도, 반복성, 비선형, 이동 그리고 이력현상) 대한 데이터를 ME
기기의 표본으로부터 수집할 때, 이 데이터는 평균값의 변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 1844 -

S2로 불리는 이 변화는 통계에서 그 어떤 기준, S2=∑(xi–X)2/(n – 1), xi 는 그 어떤
데이터이고, X 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 그리고 n 은 시험 ME 기기의 표본의 수이다.
표준편자, s, 는 (변화량)1/2이다
오류의 단일 원인들은 하나의 발생은 다른 것의 확률에 변화를 주지 않기에 독립적이라
고려된다. 이 뜻은, 민감도, 반복성, 비선형, 이동 그리고 이력현상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며 그것들의 변화량들을 더하는 것을 허용한다.
만일 민감도가 = S, 반복성 = R, 비선형 = NL, 이동 = D 그리고 이력현상 = H 라면,
변화량(S+R+NL+D+H) - 변화량(S) + 변화량(R) + 변화량(NL) + 변화량(D) +
변화량(H)이다.
여러 원천으로부터의 정보(위원회의 회원, 제조자의 문헌, 오래된 출판물, 그리고 혈압
트랜스듀서에 대한 ANSI/AAMI BP22)는 이러한 변화량들에 값을 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혈압 트랜스듀서(BP22)에 대한 ANSI/AAMI -30 mmHg에서 50 mmHg의 혈압 범위에
대하여 ± 1 mmHg 또는 ± 1 %의 눈금 그리고 50 mmHg에서 300 mmHg의 ± 3 %의
눈금의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정확도는 민감도, 반복성, 비선형 그리고 이력현상의
조합된 효과에 대한 것이다. 전자기 간섭 그리고 온도 변화의 효과, 즉 이동은 고려되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제공된 문헌은 ME 기기가 다른 가장 큰 혈압범위에 대하여 다른 위쪽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가강 큰 전체 혈압범위의
백분율로 시험 동안 압력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300 mmHg의 위쪽 한 계에 대한
시험에 국한하지 말고 12.1.101.1의 c)를 참조하라.
민감도, 반복성, 비선형, 이동 그리고 이력현상에 대한 조합된 정확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특정측정오류에 대한 제시된 정확도 도는 측정오류의 조합은 모든 ME 기기가 제시된
정확도 한계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 ANSI/AAMI BP22
기준규격에서, 50 mmHg에서 300 mmHg에서의 압력에 대한 ± 3 %의 눈금의 뜻은
근본적으로 이 압력범위에 대한 측정을 뜻하는데 이는 변함없는 온도에서의 감도, 반복성,
비선형 그리고 이력현상에 대한 결합된 오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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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m이 표준편차의 수이고 s가 표준편차이면, 그러면 ± m•s는 근본적으로 모든 오류를
포함한다. 따라서 ± m•s는 50 mmHg부터 300 mmHg 압력에 대한 ± 3 %의 눈금이다.
만일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면, ± 3•s가 99.7 %의 오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m ≥ 3이다.
300 mmHg 전체 압력에 대한 변함없는 온도에서의 m•s1는 ± 3 % × 300, 또는 ± 9
mmHg, (m•s1)2, 변화량는 81 mmHg2이다.
민감도의 트랜스듀서 온도계수는, 이전에 설명되었듯이, ± 0.25 %/℃이다.
사용동안의 온도변화는 ± 10 ℃를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m•s2는 ± 2.5 % (± 7.5
mmHg at 300 mmHg)이다. 변화량, (m•s2)2는 56,25 mmHg2이다.
민간도의 모니터 온도계수는 이전에 설명되었듯이 ± 0.25 %/℃이다. ± 10°C 에 대한 m•s3는
± 0,5 %(± 1,5 mmHg at 300 mmHg)이다. 변화량 (m•3)2는 2,25 mmHg2이다.
일회용 돔을 포함한 트랜스듀서의 0의 이동의 온도계수는 재사용 가능한 돔을 가진 것보다
높으며 따라서 ± 0.4 mmHg/℃의 일회용 돔의 수용된 값을 사용한다. 변함없는 온도에서의
이동은, 8 시간 이상, ± 1 mmHg로 주어졌다.
300 mmHg의 압력에서, 총 변화량은 (m•s)2 값들의 합 또는 81+56.25+2.25+16 = 155.5
mmHg2이다.
변함없는 온도에서의 이동 그리 민감도의 모니터 온도 계수의 영향은 충분히 작아서
무시되며(그것들은 총 변화량은 156.5 mmHg2에 대해 3.25 mmHg2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사실상의 총 변화량은 153.25 mmHg2이다. 표준편차는 12.38 mmHg (153.05의 제곱근) 또는
300 mmHg에서 ± 4.1 %이다. 낮은 압력들은 작은 오차를 가지는데 이는 그들의 민감도의
온도계수들이 낮기 때문이다. 계산은, 실제 성능과 함께, 정확도, 반복성, 비선형, 이력현장
그리고 이동에 대한 정확도를 포함하는 단일 값을 명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더 낮은
압력에서, 민감도의 온도계수에 따른 mmHg 오차는 작아지는데 이는 이동의 온도계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도 요구사항은 눈금의 ± 4 % 또는 ± 0.5 kPa(4 mmHg) 중
높은 것으로 명시되었다. 그림 AA.1은 이것을 보여준다.
※ 비고
1. 압력을 트랜스듀서 다이어프램에 보내기위해 사용되는 카테터는 측정에 있어 물(± 0.7 1.5 mmHg)의 ± 1 cm – 2 cm의 추가오류를 생산하는데 이는 트랜스듀서 다이어프램과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 간의 높이 차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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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는 신체 외부에서 안정적으로 삽입된다. 가장 많은 사용에서의
체온이 약 37 ℃이기 때문에 약 10 ℃의 초기 온도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는 ± 10 ℃에 대한 정확도 요구사항들의 만족을 필요로 한다.
3. 만일 적용에 있어 ± 0.5 kPa (4 mmHg)가 너무 크다면 재사용 가능한 돔을 가진
트랜스듀서를 쓸 수 있다. 그러한 트랜스듀서는 ± 0.1 mmHg/℃ 범위 내에 있는 이동의
온도계수를 가지고 있다.
12.1.101.1. 측정범위, 민감도, 반복성, 비선형, 이동 그리고 이력현상
침습 혈압감시기기는 트랜스듀서 및 측정 또는 측정기기를 포함하기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은 적합성에 대하여 시험되어야 한다. 실제 사용을 모의 하고,
시험기기의 수를 최소화하고 시험 시간을 줄여야 할 필요 때문에 민감도, 반복성, 비선형
그리고 이력현상에 하나의 결합된 온도효과 시험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오래된 시스템의 시험 데이터(Emergency Care Research Institute (1975) and the Utah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Salt Lak City, UTAH (1980))는 적합성의 한계를 설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회원들로부터 제공된 더 최근의 데이터들과 결합되었다.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를 제외하고는 15 ℃에서 35 ℃ 온도 범위는 거의 모든
병원환경에서의 모의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결정되었다. 이 온도 범위에서, 대다수의
병원환경에서의 온도변화는 10 ℃ 이내일 것이다. ME 기기가 필요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온도에서 8시간 동안의 이동은 결정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카테터 팁 트랜스듀서 대다수의 경우 체내에서 사용되며 작고 제한된 온도 변화에
노출된다. 따라서 사용 환경의 모의는 협소한 온도 범위에서 시험으로 성취 될 것이다.
결합시험에 대한 한계는 눈금의 ± 4 % 또는 ± 0.5 kPa (± 4 mmHg) 중 높은 것이다. ±
0.5 kPa (± 4 mmHg)의 한계는 정맥혈압 측정에서 마주 칠 수 있는 저혈압을 아우르고
있다. 한계는 데이터에서의 오차들의 RMS(roon-mean-square) 합으로부터 결정되었는데
이는 유타대학, ECRI 그리고 위원회의 회원들로부터 제공되었다. 전자기장의 존재는
임상조작자가 알 수 없으며 그 어떤 사용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다른 설계 및 사양을 가진 트랜스듀서가 측정 및 감시기기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진
특성을 가진 트랜스듀서만 ME 기기와의 사용이 허용된다. 이것은 환자 안전에 대하여
필요하다. 사용설명서에는 이동의 온도계수 그리고 허용된 트랜스듀서에 대한 민감도가
명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명시될 수 있는 대상 트랜스듀서를 허용한다. 추가로,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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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듀서는 ME 기기와 함께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및 이
기준규격의 3.2에 적합하여야 한다.
한계들은 전자기장 간섭의 존재에서 수술에 대한 허용치를 포함한다. 그러한 간섭은 그
어떤 사용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한계들은 트랜스듀서, 측정 또는 측정기기 특성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사용에 대한 공개된 정보로부터 결정되었으며 임상적으로 적절하다고
고려된다. 트랜스듀서, 측정 또는 측정기기 제조자들은 더 정확도가 있는 제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항목 3.63은 트랜스듀서를 포함하는 침습 혈압감시기기(측정기기) ME 기기를 측정기기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둘의 구성품들은 항목 12.1.101.1, 12.1.101.2 그리고 12.1.101.3에
명시된 전반적인 필수성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사항들과의 적합성은 오직 두
구성품을 같이 시험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침습 혈압감시기기의 두 구성품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제조자들에 의하여 설계되고 제조되었는데 따라서 둘의 제조자 중 아무나
필수성능과 관련된 시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은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측정기기와
트랜스듀서의 모든 조합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일 측정기기를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모든 트랜스듀서와 시험하지 않고 측정기기의
제조자가 트랜스듀서에 대한 정확도 요구사항만 명시한다면 본 개별기준규격의 적합성은
만족되지 않는다. 만일 트랜스듀서를 명시된 모든 측정기기와 시험하지 않고 트랜스듀서의
제조자가 측정기기의 정확도 요구사항만 명시한다면 본 개별기준규격의 적합성 또한
만족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서도, 본 개별기준규격과 적합성에 대하여 조합(측정기기
그리고 트랜스듀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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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300 mmHg의 전체 압력의 예이다. 오차는 눈금의 ± 4 % 또는 ± 0.5 kPa(± 4
mmHg) 중 높은 것이다.
그림 AA.1 - 압력 트랜스듀서 오차 밴드
12.1.101.2.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의 정확도
‘항목 12.1.101.1 *측정범위, 민감도, 반복성, 비선형, 이동 그리고 이력현상’의 요구사항들에
따라 압력 트랜스듀서, 증폭기 그리고 표시기를 포함하는 전체 압력측정시스템의 정확도는
시험되고 있다. 본 항목의 정확도 요구사항들은 파생된 수축기 및 확장기 값들의 정확도와
연관된다. 항목 12.1.101은 ±0.5 kPa (±4 mmHg)의 정확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비해 본
항목은 수축기 및 확장기 값들이 전체 정확도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그 어떤 의미 있는
오차를 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알고리듬을 요구한다. 보정된 전체시스템의
정확도가 0.5 kPa (±4 mmHg) 범위 내라면, 항목 12.1.101.2 1)의 정확도 요구사항들에
적합하는 전기적 압력 모의기는 앞에서 말한 알고드림이 항목 12.1.101.1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추가 오차를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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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1.3. 주파수 응답
역동적인 파형을 정확히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파수 반응은 10 Hz이다.
15.3.4.101. 트랜스듀서 낙하시험
트랜스듀서는 사용 중 떨어질 수 있으며 기계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은 환자
또는 조작자의 안전성을 헤쳐서는 안 된다. 트랜스듀서의 돔이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만
압력 및 공기 누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트랜스듀서에서 CF형 장착부 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낙하 시험 후 전기적 안정성
시험이 필수이다. ME 기기의 입력회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분리의 경우, 이러한 시험들을
생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5.4.1. 커넥터의 구조
이 요구사항은 환자가 트랜스듀서 케이블이 ME 기기로부터 분리된 상황에서 접지되는 것
또는 사람 실수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동작중인 부품들과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15.4.1.101. 돔
주파수 반응을 저하시키고 측정에 있어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돔은 투명하여야 한다.
15.4.7.2. ME 기기의 우연한 가동
제로제어의 의도하지 않은 작동은 잘못된 기준 압력을 이용하여 압력증폭기를 측정하게
한다. 그러한 의도하지 않은 측정 후, 측정된 압력 값은 환자의 실제 혈압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며 잘못된 치료로 이어지는 잘못된 검사로 이어질 것이다.
조작자의 제로제어의 우발적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은
제조자가 제로제어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 ME 기기는 임상조작자가 단일 동작으로 제로제어를 시작하는 것을 허용한다. 만일
맥박이 탐지되면, 제로제어는 실패한 것이고 모니터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할 것이다.
- 임상조작자가 제로제어를 선택한 후, 명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제어를
선택하여야한다. 확인 후 제로제어는 시작된다.
- 제로제어 제어가 시작되기 전 제로제어 시작 제어기를 일정시간동안 눌러야한다.
6.1.1.2 aa). 트랜스듀서
트랜스듀서 및 ME 기기 내의 회로들을 포함한 관련 케이블은 전자기 간섭을 흡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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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다.
6.2. 내성
만일 ME 기기가 만족스럽게 작동하지 않으면, 정보의 손실은 환자에 대해 위험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6.2.6.1 bb). 요구사항
매우 작은 신호로 인하여 입력증폭기는 트랜스듀서 신호와 입력된 RF 방해를 식별할 없다.
6.2.101. 전기외과수술 간섭
시험실에서 외과전기수술 간섭을 발생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은 없으나 경험에 의하여
그림 13 및 14에 주어진 방법들이 임상 행위에서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험은 전기수술기기의 일반적 작업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약 500 Ω의
부하).
전기수술기기에 의해 발생되는 방해는 정상사용으로 고려되며 그리고 따라서 환자에 대해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회복 시간 후 ME 기기는 정상된 데이터의
분실 없이 정상작동을 재개하여야 한다.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형적 데이터의
예는 작동모드 및 경보설정(청각경보신호의 음량, 경보한계, 경보오프, 등)이다. 이러한
설정에 반하여, 순간적인 압력 값들(수축기, 확장기 그리고 평균 혈압) 또는 표시된 압력
파형은 저장된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6.1.2. 경보상태 결정 및 우선순위 부여
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1 내 “지연” 칼럼과 “경미한 상해 또는 불편”줄의 교차지점에 “낮은
우선순위 또는 경보신호 없음”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사용에서 임상조작자가 지속적으로
환자를 돌볼 경우, 이러한 환경에서 경보상태에 대한 ‘경보신호 없음’의 선택은 적절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돌 볼 수 없는 정상사용에서 ME 기기에 대한 그러한 선택은 적절하지 못한데
이는 청각경보신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실패는 그러한 경보상태에 대한 경보시스템의
불능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6.3.3.1. 청각경보신호의 특징
단 한번만 작동되는 청각경보신호 (또는 공통기준규격[별표4] 표 1에 따라 작동 않되는)
정상사용에서 임상조작자가 지속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환경에서는 낮은 우선순위
경보상태가 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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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돌 볼 수 없는 정상사용에서 ME 기기에 대한 그러한 선택은 적절하지 못한데
이는 청각경보신호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보상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6.3.3.2.101. 음량을 영으로 낮출 수 있는 청각경보신호
임상조작자의 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주된 경보표시기는 청각경보신호이다 - 임상조작자가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에 대한 감시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ME
기기는 특히 그렇다. 환자가 의료전문가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환경은 중환자실이다. 일반적으로 임상조작자.는 여러 명의 환자를 보살피고 있다. 따라서
모든 환자감시기기를 보며 동시에 청각경보신호와 연관지지 않는 청각경보신호를
인식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경보신호의 음량을 영으로
줄인다는 것은 경보시스템이 표시되어야 할 비활성 상태 청각오프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청각경보신호의 조절 가능한 음량을 최소 음압으로 제한하는 것이
권고된다.
분산경보시스템의 원격 구성부가 경보신호를 알리는 분산경보시스템에서는 사용 방식에
따라 청각경보신호를 영(음향 없음)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6.4.2 근거의 둘째 단락 참조).
6.4.2. 분산경보시스템에 관련 지연
경보를 발생하는 ME 기기는 경보상태로부터의 반응으로 경보신호를 알린다. 만일 이 ME
기기가 분산경보시스템의 일부분 일 경우, 분산경보시스템은 분산경보시스템의 원격
구성부에 있는 경보상태의 경보신호를 알릴 수 있다. 경보조건과 관련된 정보가
분산경보시스템의 모든 구성부에 이를 때 까지 한정된 시간이 걸린다. 많은 경우에는, 이
시간은 매우 짧으나 분산경보시스템의 특정 성질들은 분산경보시스템의 원격구성부에서
경보신호의 알림을 상당히 지연할 수 있다.
중환자실에서의 사용모델은 원격기기가 주경보기기로 사용되는 것을 요구 할 수 있다(예:
경보를 발생하는 ME 기기가 그것의 청각경보신호의 음량을 영으로 줄인 구성으로
되어있을 때). 그러한 환경에서의 사용에서는 분산경보시스템의 원격구성부가 경보신호를
알리기 이전에 전체 지연시간은 임상인이 생리학적 경보상태(심장마비, 심실제동, 높은
수축기 혈압 등)에 대한 반응을 허락할 값들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분산경보시스템에서의 경보신호에 대한 부적절한 지연시간은 환자의 치료를 지연할 수
있다. 분산경보시스템의 원격구성부에 대한 경보신호의 “넘지 않아야 할” 적절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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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관리를 적용하는 것이 강하게 권고된다.
6.6.2.101. 생리학적 경보상태, 경보한계 그리고 생리학적 경보신호의 지연시간
큰 압력 단계의 수축기(S) 및 확장기(D) 평균화는, 설정된 경보가 AMR의 50 %라
할지라도, 매우 긴 경보 지연시간으로 이어진다. 이 큰 압력변화(단계기능)는
생리학적혈압은 한참 초과하는 가장 안 좋은 상태를 모의하고 시험의 양을 줄인다. S, D
그리고 각 방향 에 대하여 단 하나의 시험이 요구된다.
6.6.2.103. 연결되지 않은 카테터의 탐지
이 경보상태는 분리된 동맥 카테터에 의해 발생된 빠르게 동맥혈압 연결 분리된 것을
탐지한다. 연결 분리된 동맥 카테터는 단시간에 환자에 대해 위험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혈액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위험상태는 임상조작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며
따라서 이 경보상태에 높은 우선순위 경보신호가 배정된다. 경보상태지연 및 경보신호
발생지연의 합은 그의 맞춰 제한된다.
기압에 대한 꼭지를 여는 것(예: 압력 영점조정(제로잉)을 위하여) 또한 이 경보상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짜 경보는 경보시스템(경보오프, 청각오프, 경보일시정지,
청각일시정지)의 비활성 또는 압력을 불능화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데 이는 임상조작자가
의도한 행동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이다.
환자에 대한 이 경보상태의 혜택은 드문 가짜 경보상태의 약점을 초과한다.
6.8.101. 기술적 알람 상태
경보오프 그리고 경보일시정지 경보 비활성 상태들은 환자감시기기에 대한 필수성능을
지지한다: 양쪽의 경보 비활성 상태들(경보오프 및 경보일시정지). 침습 혈압감시기기에
대하여 기술경보상태의 시각경보신호의 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경보신호의 목적은
임상조작자에게 알리기 위함인데 - 경보 비활성 상태 경보오프 또는 경보일시정도
동안이라도 - ME 기기(도는 ME 기기의 부분)가 작동되지 않더라도 - 왜냐하면 ‘연결
분리된 트랜스듀서’와 같은 기술경보상태는 환자의 침습 혈압감시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기술경보상태는 측정된 값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경보상태
‘트랜스듀서 연결 분리’ 는 수축기, 확장기 그리고 평균 혈압 값들이 계산되고 표시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전에 계산된 수축기, 확장기 그리고 평기 혈압 값들의 지속적인 표시는
임상조작자에 의한 오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기술경보조건 동안 이 값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시된 압력 값들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는 적절한 수단들은 빈
수축기, 확장기 그리고 평균 압력 값들을 표시 도는 이러한 압력 값들이 표시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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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를 표시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경우들에서는, 측정된 값들의 허용오차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나 또는 측정이 믿을
수 없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들에서는, 현재 표시되는 있는 값들은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임상조작자에 알려야 한다. 표시된 값은 그에 맞춰 표기하여야 한다.
6.9. 경보 리셋
경보리셋을 하는 임상조작자는 다음과 같이 행동 한다: 첫째, 청각경보신호를 정지한다.
둘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보상태의 시각 비유지 경보신호를 정지한다. 셋째, 존재하고
있는 경보상태에 대한 시각 경보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차후 경보상태에
반응시키기 위해 바로 경보시스템을 허용한다. 네 번째 행동‘바로 경보시스템을 허용’은
경보리셋의 기능을 경보 비활성 상태들 경보일시정지, 청각일시정지, 경보오프 그리고
청각오프와 구분된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ME 기기의 경보시스템을 허용하는 경보비활성 상태들
경보일시정지, 청각일시정지, 경보오프 그리고 청각오프에 반하여 경보리셋
기능은(임상조작자 행동) 경보시스템을‘온’상태로 유지하나 항목 6.9 a)에서 e)까지 명시된
기능들에 적용된다. 이 기능은 청각경보신호를 정지하고, 조재하고 있는 없어진 경보상태에
따라 시각경보신호를 제어하고, 그리고 - 이전에 설명했듯이 - 경보시스템을 허용으로
유지한다. 따라서 경보시스템은 경보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임상조작자의 추가
행동의 필요 없이 추후 경보상태에 즉각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왜 청각 일시정지가
적절한 상태가 아닌지를 설명하는데 이는 그것이 경보리셋의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관련된
제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보리셋 기능과 함께, 임상조작자는 활성 경보상태를 알 수 있으며 경보시스템이‘온’상태에
유지되기 때문에 경보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경보리셋 기능은 임상조작자가 경보시스템을 다시 활성화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피할 수 있다.
6.10. 비래칭 및 래칭경보신호
ME 기기에 대한 다른 사용 모델들이 있다: 1) 임상조작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반된다(수술실과 같은), 그리고 2) 임상조작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중환자실 같은).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ICU 또는 응급실과 같은
환경에서는 임상조작자가 보통 여러 명의 환자들을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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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는 임상조작자는 동시에 그들의 모든 환자들을 관찰할 수 없다.
임상조작자는 비유지 경보신호를 제공하는 ME 기기에서 발생하는 짧은 경보상태 또는
비유지 그리고 유지경보신호가 섞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발견할 수 없고 중요한
짧은 경보상태에 빠른 반응을 할 수 없는 불능은 환자를 위험상화에 놓이게 한다. ME
기기를 유지경보신호만 제공하게 구성하는 것은 임상조작자를 모든 경보상태에 반응하게끔
만든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이나
인공 또는 잘못된 경보한계 설정으로 인한 잦은 가짜 경보상태는 임상조작자에 대해 상당한
관리 부담을 준다.
ME 기기의 원격기기가 임상조작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분산경보시스템
내에서 유지경보신호는 바람직할 것이다. ME 기기가 임상조작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반될
때 비유지 경보신호는 바람직 할 것이다.
6.10.101. 기술경보상태에 대한 비유지 경보신호
기술경보상태는 생리학적 측정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때를 표시한다. 그러한 측정의 기술적 중단은 의도하지 않은 트랜스듀서, 센서
또는 리드선의 연결 분리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랜스듀서가 연결 분리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술경보상태는 압력 값들(수축기, 확장기 그리고 평균 혈압)이 계산되고
표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이는 압력 값들이 감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잠재적 경보상태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기술경보상태에 대한 비유지 경보신호
요구의 뜻은 경보상태가 존재하는 동안 경보신호가 표시된 다는 뜻이고 트랜스듀서가
임상조작자와의 상호연결 없이 다시 연결되었을 때 없어진다.
6.11.2.2. 경보상태의 분산경보시스템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
분산경보시스템의 일부로서의 ME 기기는 수반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사용에서 믿을 수
있는 경보에 대하여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개별기준규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ME
기기는 통신 불능 상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기술경보상태의 경보신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ME 기기의 라벨링에 있어 경보신호에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주의는 위독한 환자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
개정된 요구사항 6.11.2.2 b)는 이 기준규격에 포함되는 ME 기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본 개별기준규격의 내용에 똑 같이 적용된다. 분산경보시스템의 다른 구성부 또는
부품들은, 예를 들어 손으로 드는 장치, 페이징 시스템 또는 휴대폰은 본 개별기준규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치들은 공통기준규격[별표4]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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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01. 분산경보시스템의 떨어진 구성품들에서의 경보신호의 비활성/활성
분산경보시스템은 중앙장치와 같은 분산경보시스템의 원격 구성품에서 경보신호를
복사한다. 사용 모델에 따라, 분산경보시스템 기기의 구성품들이 분산경보시스템의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분산경보시스템의 원격 구성품에서 비활성 상태
경보일시정지, 청각일시정지, 경보오프 또는 청각오프의 활성/종료 그리고 경보리셋을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전에 나타냈듯이, 원격제어기능은 중환자실과 같은 특정
환경에서 사용하는 모델에 의존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책임기관만 해당 구성에 대한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 원격에서 활성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 비활성 상태(경보일시정지,
청각 일시정지, 경보오프 또는 청각오프)를 끝낼 수 있는 구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된다는’의 뜻은 ME 기기의 임상조작자는 정상사용에서 전체 비활성
상태(경보일시정지, 청각 일시정지, 경보오프 또는 청각오프) 그리고 분산경보시스템의 원격
구성품에서 경보 리셋의 활성에 대한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접근이 안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보호 절차는 공통기준규격[별표4] 6.7에 설명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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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B
(참조)
경보 다이어그램/공통기준규격[별표4]

다음 경보 상태 다이어그램은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항목 6.10 그리고 이 기준규격의 항목
6.9에서 정의한 유지 및 비유지 경보신호에 대한 청각 및 시작 경보신호를 보여준다.
경보 조건
청각경보
신호
시각경보
신호
경보 리셋

범례
H 활성화 상태
L 비활성화 상태
그림 BB.101. 경보리셋을 포함하지 않은 비유지 경보신호
공통기준규격[별표4] 항목 6.10에 명시된 비유지 경보신호의 실례: 조작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경보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 청각 및 시각 경보신호가 표시되었다. 경보상태가
중단되면 바로 청각 및 시각 경보신호는 자동적으로, 그 어떤 조작자 상호작용 없이,
종료된다.
경보 조건
청각경보
신호
시각경보
신호
경보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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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H 활성화 상태
L 비활성화 상태

그림 BB.103. 경보리셋을 가지는 유지경보신호

공통기준규격[별표4] 항목 6.10 그리고 이 기준규격의 항목 6.9에 명시된 경보리셋과의
비유지 경보신호의 실례: 조작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경보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 청각
및 시각 경보신호가 표시되었다. 활성화된 경보리셋은 청각경보신호를 정지시킨다.
경보상태가 중단되면 경보신호는 종료된다.
경보 조건
청각경보
신호
시각경보
신호
경보 리셋

범례
H 활성화 상태
L 비활성화 상태

그림 BB.103. 경보리셋을 가지는 유지경보신호

공통기준규격[별표4] 항목 6.10 그리고 이 기준규격의 항목 6.9에 명시된 경보리셋과의
유지경보신호의 실례: 조작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경보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 청각 및
시각 경보신호가 무제한 활성 되었다. 조작자는 경보리셋 기능을 활성화하여 생리학적
경보상태의 경보신호를 리셋하게 된다. 경보리셋을 활성화 한 후 경보 습성을 비유지
경보신호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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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조건 1
경보 조건 2
청각
경보신호
시각
경보신호
경보 리셋

범례
H 활성화 상태
L 비활성화 상태

그림 BB.104. 경보리셋을 가지는 두 개의 경보상태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항목 6.10 그리고 이 기준규격의 항목 6.9에 명시된 경보리셋과의 두
개의 경보상태의 실례: 다른 생리학적 변수의 차후 경보상태는 청각경보신호를 다시 활성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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