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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Cortical Stimulator 소개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는 독립적인 기기 또는 Nicolet 시스템의 옵
션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뇌기능 지도화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
다.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를 사용하면 간질 및 종양에 대한 외과적 평
가 과정에서 의사가 대뇌피질 자극 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습니다 . 연구 과정 중에 두개강내 전극쌍 또는 핸드 헬드 양극 자극기 프
로브를 사용하여 대뇌피질에 직접 전류를 가하면 Nicolet 시스템은 대뇌
피질에서 직접 두개강내 전극을 통해 EEG 신호를 기록합니다 .

Nicolet 시스템 소개
Nicolet 멀티미디어 EEG 시스템은 제품의 혁신성과 품질로 최고의 명성
을 지켜 온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에서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이 설명서에 수록된 독점 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및 전술한 저작권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은 이 정보가 수록된 모든 미디어에 적용됩니다 .
본 사용 설명서 복사본은 오로지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또는
그 총판의 판매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는 이 문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표현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는 본 문서의 소
유 , 판매 또는 사용에서 비롯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
지 않습니다 .
기타 모든 상표 및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
www.natus.com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3150 Pleasant View Road
Middleton, WI 53562-3530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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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인 대리점
Natus Manufacturing Limited
IDA Business Park Gort, Co.
Galway Ireland

CE 마크

기술 지원
국내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3150 Pleasant View Road
Middleton, WI USA 53562
1-800-356-0007
madison.helpdesk@natus.com
www.Na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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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Phone: 0049 (0) 180 501 5544
Fax: 0049 (0) 89 83942777
service.europe@natus.com
www.Na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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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및 기호
아래 명시된 라벨과 기호는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시스템에 부착될 수 있
습니다 .
기기에 적용된 경우 : 주의 : 동봉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ISO 7000-0434A)
문서에 사용된 경우 : 주의 , 경고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합니다 .
작동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작동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환자
또는 사용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배경의 이미지
. (ISO 7010 M002)
작동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ISO 7000-1641)

유럽 공인 대리점 .

제조업체 .

작동 수명이 끝난 후의 폐기 지침
장비의 작동 수명이 끝난 경우 , 일반적으로 지방관청 산하 현지
폐기물 관리 기구의 규정에 따라 장비를 폐기해야 합니다 .
CE 마크 및 공인 기관 .

타입 BF 장비 .

RX Only
RX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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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미국 연방법은 허가된 의료 전문의에 의해 또는 그 지시에
의해 본 기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

iii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빈 페이지입니다 .

iv

수정 2020-04-21

목차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소개 ........................................................ 1- i
Nicolet 시스템 소개............................................................................. 1- i
Copyright............................................................................................ 1- i
유럽 공인 대리점................................................................................. 1- ii
CE 마크 .............................................................................................. 1- ii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 를 준수합니다 . ...................... 1- ii
기술 지원 ........................................................................................... 1- ii
라벨 및 기호 ...................................................................................... 1- iii

일반 정보
대상 독자 ............................................................................................ 1- 3
용도 .................................................................................................... 1- 3
증폭기 용어......................................................................................... 1- 3
기본 구성 ............................................................................................ 1- 4
안전 참조 설명서 읽기......................................................................... 1- 4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설명서 ............................................................. 1- 4
안전 요약 ............................................................................................ 1- 5
주의 및 경고 ....................................................................................... 1- 6
제품 사양 ............................................................................................ 1- 7
Nicolet 고객 ................................................................................... 1- 7
Xltek 고객 ...................................................................................... 1- 7
시스템 구성 책임 부인 .................................................................... 1- 7
중량 및 치수 ....................................................................................... 1- 8
입력 요구사항 ..................................................................................... 1- 8
출력 사양 ............................................................................................ 1- 8
환경 고려사항 ( 작동 시 )..................................................................... 1- 9
환경 고려사항 ( 비작동 시 ) ................................................................. 1- 9
규정 표준 ............................................................................................ 1- 9
예방정비 ........................................................................................... 1- 10
시스템 검사 .................................................................................. 1- 10
세척 지침...................................................................................... 1- 10
시스템 세척 .................................................................................. 1- 10
보관.............................................................................................. 1- 10

수정 2020-04-21

1

Nicolet Cortical Stimulator

Nicolet Cortical Stimulator
개요
Nicolet Cortical Stimulator 구성 요소 ............................................... 2- 3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2- 4
Nicolet Cortical Stimulator 기호 ................................................... 2- 8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 2- 10
C64-OR 증폭기............................................................................ 2- 10
핸드 헬드 자극 프로브 .................................................................. 2- 10
Nicolet 시스템 ............................................................................. 2- 11
Natus Quantum 증폭기 ......................................................................2-11
NeuroWorks 시스템............................................................................2-11
시스템 구성 요소..........................................................................................2-12
블록 다이어그램................................................................................ 2- 13
OR 프로브 이상 모드 .................................................................... 2- 13
OR 프로브 이상 모드 - Nicolet 데스크톱 ..................................... 2- 14
전극 이상 모드.............................................................................. 2- 15

대뇌피질 자극 연구 수행
Cortical Stimulator 케이블 연결 다이어그램 ...................................... 3- 3
OR 프로브 이상 모드 .........................................................................................3-4
전극 모드 - Nicolet 데스크톱 ............................................................. 3- 5
프로브 모드 - Nicolet 데스크톱......................................................................3-7
옵션 / 부속품 연결............................................................................... 3- 9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에 전원 공급 .............. 3- 10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를 사용하여 Cortical Stimulator 파라미터 설
정 ......................................................................................................................... 3-11
Nicolet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뇌피질 자극 파라미터 설정 .................. 3- 15
Nicolet 시스템을 사용한연구 시작 ..........................................................3-17
NeuroWorks 를 사용한 자극 시작 방법 ...................................................3-17
NeuroWorks 시스템을 사용한 대뇌피질 자극 파라미터 설정..................3-18
Display the Cortical stimulation window...................................................................... 3-20
권장 워크플로.....................................................................................3-23
자극 중지 / 중단 ............................................................................ 3- 26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끄기 ................................3-26

2

수정
2020-04-21

목차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적합성 (EMC)
Nicolet Cortical Stimulator ............................................................... 4- 3
........................................................................ 안전성 및 표준 적합성 4- 4
필수 성능........................................................................................ 4- 4
안전 표준........................................................................................ 4- 4
IEC 60601-1-2 준수 선언 : Ed. 4.0(2014) ........................................ 4- 5
표 4 - 내성 테스트 수준 - 인클로저 포트 ....................................... 4- 6
표 5 - 내성 테스트 수준 - 입력 A.C. 전력 포트 .............................. 4- 6
표 7 - 환자 연결 포트..................................................................... 4- 7
표 8 - 내성 테스트 수준 - 단일 입력 / 출력 부품 포트 .................. 4- 7
표 9 - 고주파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인클로저 포트 내성의 테스트 사양
4- 9

에러 코드
에러 코드..............................................................................................................5-3

수정 2020-04-21

3

Nicolet Cortical Stimulator

4

수정
2020-04-21

1

수정 2020-04-21

일반 정보

1-1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빈 페이지입니다 .

1-2

수정 2020-04-21

일반 정보

대상 독자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는 독립적인 기기 또는 Nicolet 또는 Xltek
시스템의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icolet 또는 Xltek 시스템은 전
자 신경생리학적 데이터를 쉽게 캡처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Nicolet 및 Xltek 시스템은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용으로 설
계되었으므로 , 이 시스템의 사용자는 Windows 운영 체제의 기본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Microsoft® Windows® 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

용도
Nicolet Cortical Stimulator는 환자 치료 과정 중 전극쌍 또는 핸드 헬드
양극 프로브를 통해 자극을 제공하여 기능적 뇌 지도화 절차에 사용되도
록 만들어졌습니다 .

증폭기 용어
C64-OR 증폭기는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로부터
핸드 헬드 양극 프로브를 통해 환자에게 자극을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이를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 설정 " 필드
에서 양극 프로브 모드라고 합니다 .
C64-OR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증폭기는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제어판을 통해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로부터 환자에게 자극을 전달하거
나 또는 컴퓨터 제어로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를 통해 환자에게 자극을 전달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를 전극 전
환 모드라고 하는데 , 이 모드에서는 증폭기에서 전극을 분리하지 않고 환
자를 자극하는 전극쌍을 전자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편의상 이러한 증폭기를 C64-OR 증폭기라고 합니다 .
Nicolet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
치 (SSU) 로부터 자극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 설정 " 필드에서 양극 프로브 모드라고 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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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성
본 설명서에서는 일상적인 작업에서의 시스템 사용에 관한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
1 장은 예방정비를 비롯한 일반적인 소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 장에서는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Natus
Quantum,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및 C64-OR
증폭기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며 소프트웨어 및 Nicolet/Xltek 시스템에 대
한 일반적인 정보도 제공합니다 . 또한 가능한 구성 시나리오 예를 보여
주는 블록 다이어그램도 이 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3 장에서는 대뇌피질 자극 연구에서 Cortical Stimulator 장비를 사용하
는 지침을 소개합니다 .

안전 참조 설명서 읽기
•

Additional Information and Safety Notes for Assorted Nicolet
Brand Products Reference Guide 269-594705(CD 부품 번호
482-638702) 를 숙독하고 특히 Nicolet 시스템과 그 옵션 / 부속품
에 전원을 연결하고 사용하기 전에 안전 정보를 철저하게 이해하십시
오.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설명서
그 밖에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작동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
른 설명서도 있습니다 .

1-4

•

269-604503 - Nicolet Information for Use Guide

•

269-617100 - Nicolet Pocket Guide

•

269-604601 - Nicolet Software Reference Guide (CD, 48263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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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약
이 설명서에서 다음 두 가지 라벨은 위험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
건과 절차를 나타냅니다 .

! 陸際

경고 라벨은 환자 및 / 또는 사용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조건이나 사용
을 강조하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

! 陸際
주의 라벨은 장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조건이나 사용을 강조하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
참고 : 참고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함으로써 시스템 작동
중의 잠재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중요 : Additional Information and Safety Notes for Assorted Nicolet
Brand Products Reference Guide 269-594705(CD 부품 번호 482638702) 에 수록된 모든 경고 , 주의 및 참고를 읽고 따르십시오 . 발생 가
능한 부상 , 시스템 손상 또는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작동
중에는 반드시 이 안전 예방 조치를 준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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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및 경고

! 陸際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제품은 대뇌피질 자극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처음 사용하기 전에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제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는 반드시 대뇌피질 자극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인이 참관한 가운데 사용해야 합니다 .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제품은 교차 오염 및 감염 예방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인이 세척해야 합니다 .
경흉부 자극은 삼가십시오 .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의 IEC 60601-1 승인을 받은 기기만 트리
거 출력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
뇌 조직과 직접 접촉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자극 프로브와 전극만 사용하
십시오 .
사용 가능한 자극 프로브는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양극 자극
프로브 ( 탐침 직경 2.2mm) 입니다 . 사용 가능한 자극 전극은 모든 상용
스트립 및 그리드 전극 ( 직경 2.3mm) 입니다 . 미국에 한해 해당 자극 전
극 및 자극 프로브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 (FDA)
의 허가를 받고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낮은 전류 레벨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늘리십시오 .
핸드 헬드 프로브로 자극할 경우 프로브가 대뇌피질 조직과 확실히 접촉
되도록 유지하십시오 .
자극 펄스 트레인을 시작하기 전에 신경 조직과 접촉되도록 자극기 프로
브를 놓고 , 자극기 프로브를 제거하기 전에 자극 펄스 트레인을 중지합니
다 . 그러면 자극기 프로브의 유효 표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휴대용 RF 통신 장비 ( 안테나 케이블 및 외부 안테나 등의 주변 기기 포
함 ) 는 제조사가 지정한 케이블 등 모든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부
품으로부터 30cm(12 인치 )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그렇
지 않으면 본 장비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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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Nicolet 고객

전체 기술 사양은 LTM 모듈 포함 Nicolet 제품 사양서 (P/N 169432900) 를 참조하십시오 .

Xltek 고객
시스템 구성
책임 부인

a) 안티바이러스 및 타사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에서는 표준 PC 호환 컴퓨터와 운영 소
프트웨어에서 또는 그와 함께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작합
니다 . 그러나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는 구입일에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에서 승인한 타 제조업체가 공급하지 않은 장
비와 함께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또는 그 안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여기에
는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제품에 설치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작동 방식으로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제품에 영향을 주는 타사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
모든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기기에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
어의 실시간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환자 데이터 수집 중
에 실시간 및 일반 검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는 데이터 기록을 중단시키므로 환자 데이터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기록할 수 없게 됩니
다 .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의 네트워크 컨설턴트가 실시간 또
는 일반 검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장비
를 안전하게 보호할 네트워크 및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성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스템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b) Microsoft 업데이트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는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소
프트웨어 릴리스 시점에 소프트웨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Microsoft 서
비스 팩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 고객 그룹 정책에 따라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시스템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Microsoft 자동
업데이트를 받지 않도록 격리되거나 , 모든 Microsoft 업데이트를 수행하
기 전에 반드시 시스템 " 복원 지점 " 을 설정해야 합니다 . 그러면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임상용 응용 프로그램과 충돌하는 업데이트를
롤백할 수 있습니다 .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소프트웨어에서
확인 및 검증된 Microsoft 서비스 팩을 확인하려면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수정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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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및 치수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중량

1kg(2.2 파운드 ) 미만

치수
• 길이 :
• 폭:
• 높이 :

최고
230mm(9 인치 )
130mm(5 인치 )
75mm(3 인치 )

입력 요구사항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는 독립적인 기기 또는 Nicolet 하드웨어 플
랫폼을 통해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전원

15V @ 3A(45W)

주파수 범위

47 - 63Hz

AC 전압 / 전류

100 - 240VAC/1.35A

전류 출력

최고 15mA 의 이상 정전류

출력 사양

1-8

자극 레벨

0 - 15mA

트레인 지속 기간

0.1 - 연속 초 (±20%), 양극 프로브 모드
0.1 - 30 초 (±20%), 전극 전환 모드
단일 또는 트리거 자극 펄스도 사용 가능

펄스 주파수

1 - 100Hz(±10%)

펄스 지속 기간

100 - 1000usec/ 위상 (±25usec)

펄스 강도

1.0mA - 15mA(±20% 또는 0.05mA 중 더 큰 값
). 15mA 최대 전류 한도 (1K 부하 )

수정 2020-04-21

일반 정보

환경 고려사항 ( 작동 시 )
온도

15.6°C - 32.2°C(60°F - 90°F)

상대 습도

20% - 80%( 비응축 )

고도

0-3km(0-10,000 피트 )

환경 고려사항 ( 비작동 시 )
온도

-17.7°C - 55°C (0°F - 132°F)

상대 습도

10% - 90%( 비응축 )

고도

0-12km(0-40,000 피트 )

규정 표준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는 의료전기기기에 관한 다음 국내 및 국제
관리 기구의 안전 표준을 준수합니다 .
타입 BF 적용 기기입니다 .

수정 2020-04-21

UL 60601-1

의료전기기기 안전 표준 ( 미국 )

CAN/CSA-C22.2
no. 601.1-M90

의료전기기기 안전 표준 ( 캐나다 )

EN/IEC 60601-1

의료 장비에 관한 의료전기기기 안전 표준
( 국제 및 유럽 )

IEC 60601-2-26

뇌파계기기에 관한 특정 안전 표준

IEC 60601-2-40

근전도 검사 및 유도 반응 장비 관련 특정 안전 표준

EN 60601-1-2

EMC 안전 표준 부칙

European
Community
(CE Mark)

ID No. 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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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정비
예방정비는 사용자에 의해 수행이 가능하며 구성 요소 내부에 접근할 필
요가 없습니다 .
예방정비는 정기적인 기기 외부 세척과 검사 및 모든 케이블 검사로 구성
됩니다 . 이러한 정비를 목적으로 일정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스템 검사

정기적으로 구성 요소를 검사하여 외부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
시오 .
시스템 접지의 이상 유무 , 시스템 누전 및 환자 누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 의료 시설 안전 지침을 따르십시오 .

세척 지침

CDC 에 따르면 , Cortical Stimulator 는 비크리티컬 (non-critical) 의료
기기입니다 . 비크리티컬 의료기기 세척 시에는 70% 의 이소프로필 / 에
틸 용액을 사용합니다 .

! 陸際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제품은 교차 오염 및 감염 예방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인이 세척해야 합니다 .

시스템 세척

기기를 세척하기 전에 시스템 전원을 끕니다 . 용액이 구성 요소의 전자
부위에 스며들면 안 됩니다 . 컨트롤 , 커넥터 및 패널 주위를 특히 주의하
십시오 . 연마용 클리너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비크리티컬 (non-critical)
의료기기 세척 시 70% 의 이소프로필 / 에틸 용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성 요소 외부의 먼지는 부드러운 솔이나 천으로 제거합니다 . 커넥터와
패널 가장자리의 먼지를 제거할 때에는 솔을 사용합니다 .

보관

! 陸際
Nicolet Cortical Stimulator 구성 요소는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
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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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Cortical Stimulator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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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Cortical Stimulator

빈 페이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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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Nicolet Cortical Stimulator 구성 요소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는 다음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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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64-OR Amplifier(C64-OR 증폭기)

B

Stimulus Switching Unit(자극 전환 장치(SSU))

C

C64-OR Amplifier - Headbox(증폭기 - 헤드박스)

D

Natus Base Unit(베이스 장치)

E

Quantum Main Breakout Box(기본 브레이크아웃 박스)

F

Quantum Secondary Breakout Box(보조 브레이크아웃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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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
치 (SCU)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에는 컨트롤과 디스플레이
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분리 정전류 자극을 제공하며 데스크톱 , 랩톱 또
는 패널 PC 컴퓨터의 직렬 포트를 통해 수집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
다.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는 다음 자극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이상
• 정전류
• 자극 펄스
• 자극 펄스 트레인
한 쌍의 전극을 선택하여 선택한 자극을 전달합니다 .

Legend
A

Train Duration (기차 시간)

B

Stimulus Level (ma)

C

Pulse Duration

D

Delay

E

Time

그림 1: 이상 자극 펄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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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U-v32

1

2

.

범례
1
2
3

수정 2020-04-21

전원 스위치
의료용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의 15VDC 입력
밑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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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A
B

상태
설정

C

펄스 주파수

2

D

펄스 지속 기간

2

E

트레인 지속 기간

1, 2

F
G
H

전극 +
전극 자극 설정

1, 2
1, 2
1, 2

I

전달된 자극

J

자극 검사

K
L

채널 표시
시작

M
N
O
P

발작 시 중단
선택 노브
중지
향후 사용될 예정임 .

2-6

자극기의 현재 상태 , 즉 설정 , 준비 및 자극 켜기를 표시합니다 .

1, 2

1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파라미터를 변경합
니다 .
모드 변경
프로브 이상
전극 이상
라벨 세트 선택
숫자
몽타주
라벨 세트 삭제
언어 선택
사용 가능한 언어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
대비 조정
선택 노브를 회전하면서 최상의 디스플레이 대비를 선택합니다 .
펄스가 전달되는 속도 ( 일반적으로 50Hz). 또한 외부 제어를 위한
트리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각 펄스당 시간 길이 . 실제 펄스 길이는 펄스 지속 기간의 2 배입니
다 ( 기간 (100 - 1000uSec) 을 선택합니다 .
현재 최대 자극 지속 기간 ( 일반적으로 5 초 ) 을 보려면 누릅니다 .
또한 단일 트레인 지속 기간이나 외부 트리거 제어를 위한 트리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자극을 받을 전극 ( 채널 ) 을 선택합니다 . 선택 노브를 회전하면서
채널 번호를 차례로 이동합니다 .
환자에게 적용되는 전류 레벨을 설정합니다 . 이 값은 기준선 ~ 최고치로 측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8mAmps 이하 ). 선택 노브를 사용하여 최상위 값을 입력합니다 . 자극
설정 버튼을 눌러 최하위 값을 선택한 다음 선택 노브를 사용하여 입력합니다 . 필요
한 만큼 반복합니다 .

전달 중인 자극 레벨을 표시합니다 . LED 는 자극이 전달 중일 때를
나타냅니다 .
선택한 자극을 내부 부하에 적용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
다 .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LED 가 켜집니다 . 실제로 전달되는 전류
는 전달된 자극 디스플레이 필드에 표시됩니다 .
선택한 채널을 표시하려면 채널 표시 버튼을 누릅니다 .

1
1

자극 펄스 ( 트레인 , 연속 또는 단일 ) 를 전달하며 , 외부 트리거 입
력 신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준비 상태에서만 작동합니다 .
트레인의 첫 번째 펄스를 반복합니다 .
옵션을 스크롤하려면 돌리고 ,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
자극을 중단합니다 .
향후 사용될 예정임 .

수정 2020-04-21

개요

범례
Q
R
S
T
U
V
W

향후 사용될 예정임 .
향후 사용될 예정임 .
직렬 인터페이스
USB 커넥터
향후 사용될 예정임 .
디스플레이
분리형 시뮬레이션
출력 , 프로브

향후 사용될 예정임 .
향후 사용될 예정임 .
Nicolet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사용됩니다 .
서비스 진단용이며 , 선택적으로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사용합니다 .
향후 사용될 예정임 .
파라미터 버튼 중 하나를 누른 후 선택할 수 있는 파라미터 옵션을 표시합니다 .
승인된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핸드 헬드 양극 자극기 프로브를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이를 프로
브 이상 모드라고 합니다 .

X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
Stimulus Switching
다.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케이블 커넥터
1 프로브 이상 모드 , 즉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없이 자극기를 사용 중인 경
우이어야 합니다 .
2 버튼을 눌러 현재 설정을 보고 원하는 설정 / 값이 표시될 때까지 선택 노브를 회전한 다음 선택 노
브를 눌러 선택합니다 .

수정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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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Cortical
Stimulator 기호

기호

설명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의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파라미터를 변경합니다
.
펄스가 전달되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
펄스 지속 시간을 선택합니다 .
트레인 지속 기간을 선택합니다 .

&

자극을 받을 전극을 선택합니다 .

환자에 적용된 펄스 강도를 설정합니다 .
적용 중인 자극 레벨을 표시합니다 .
선택한 자극을 내부 부하에 적용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LED 가 켜집니다 . 실제로 전달되는 전류는 전달
된 자극 디스플레이 필드에 표시됩니다 .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소프트웨어에서 시뮬레이션이 시작 및 정
지될 때 시뮬레이션 진폭의 절반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뮬레이터가 자극을 전송하고 전달된 출력을 측정하는 도중 Switch
Matrix Relay 를 개방하는 시간에 의해 발생합니다 .

A: 전극에 적용된 시뮬레이션 전류를 확인하십시오 .
선택된 채널을 표시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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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1

개요

기호

설명
시작 . 자극 펄스를 전달합니다 .
단일 자극 펄스를 전달합니다 .
자극을 중지합니다 .
USB 포트
시작 / 중지합니다 .

SYNC

트리거 동기화
트리거 입력
트리거 출력
분리형 자극기 출력
타입 BF 장비
출력
대기

PSU-v32

전원 공급 장치 입력
직렬
제조일

CE

Intertek Testing Service 에서 정한 미국 및 캐나다 의료기기 표시 마
크
특수 재활용 절차 요구됨 . 매립지에 폐기하지 마십시오 .

정전기 주의

주의 , 동봉된 문서 참고

수정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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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Cortical Stimulator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
치 (SSU)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는 C64-OR 증폭기 또
는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와 연결됩니다 .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를 사용하면 증폭기에
서 전극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자극할 전극쌍을 전자식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방전 후 ' 증폭기가 과부하에서 복구되는 즉시
ECoG (Electrocorticogram) 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12
11
24

10
23

9

55

41
54

40
53
52

64

60
59

58
57

56

42

28
27
39
51

43

29

15
14
26
38

47
46

45
44

30

16

2
1
13
25
37

48

34
33

32
31

17

3

A

35

21
20

19
18

36

22

8
7
6
5
4

N
N

R
R

63

62

61

50

B

B
C
D

A

49

A

C64-OR 증폭기

B

케이블 커넥터 - 1 ~ 64 채널 작동을 위해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에 연결합니다 .

C

케이블 커넥터 - 65 ~ 128 채널 기능이 필요한 경우 보조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증폭기에 연결합니다 .

D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 임의의 채널에 자극을 전달합
니다 .

C64-OR 증폭기

C64-OR 증폭기는 뇌에서 보내는 전기 신호를 기록 및 표시를 위해 시스
템으로 수집합니다 . C64-OR 및 C64-OR Stimulus Switching Unit/ 자
극 전환 장치 (SSU) 증폭기에 대한 정의는 1 장의 C64-OR 증폭기 용어
를 참조하십시오 .

핸드 헬드 자극
프로브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양극 자극 프로브 ( 탐침 직경 2.2mm)
만 사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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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1

개요

Nicolet 시스템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는 RS-232 포트를 통해
Nicolet 시스템 데스크톱 , 또는 패널 PC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환자에게 전달되는 자극은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에서 제어할 수도 있고 , 훨씬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는 Nicolet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Nicolet
시스템은 기록된 EEG 의 전극 라벨 및 주석에 사용됩니다 .

Natus Quantum
증폭기

Natus Quantum 증폭기는 뇌에서 보내는 전기 신호를 기록 및 표시를 위해
시스템으로 수집합니다 . Natus Quantum 증폭기의 정의는 챕터 1 의 Natus
Quantum 증폭기 용어를 참조하십시오 .

B
A

C

NeuroWorks
시스템

수정 2020-04-21

A

Natus Base Unit

B

Quantum Main Breakout Box

C

Quantum Secondary Breakout Box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는 RS-232 를 통해
NeuroWorks Quantum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환자에게 전달되는 자
극은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
훨씬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NeuroWorks 소프트웨어를 통
해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 또한 , NeuroWorks 시스템은 기록된 EEG 의 전
극 라벨 및 마킹 주석에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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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요소
구성

설명

부품 번호

독립형/SSU

전원 공급 장치/+15V 50W SSU

113-405500

독립형/SSU

주 전원 코드, 병원용

085-424700(북미)
085-441600(유럽 표준)
085-441700(영국/아일랜드)
085-441800(중국/호주)
085-453100(인도/남아프리카)
085-455800(스위스)
085-455900(덴마크)
085-456100(이탈리아)

독립형

Cort Stim 양극 프로브

222-496100

SSU

케이블/5M Cort Stim 제어 RS232

085-479400

SSU

케이블/1M Cort Stim 인터페이스(128채널)

085-476800

SSU

케이블/5M Cort Stim 인터페이스(64채널 및 128채널)

085-476900

SSU

NIC1 C64 SSU 케이블 홀더가 있는 증폭기(저역 필터
없음)

672-610800

SSU

NIC CSC64 SSU 케이블 홀더가 있는 증폭기(140KHz
저역 필터)

672-612500

SSU

케이블 /1M NIC COMPACT 증폭기 , 페라이트 비드가

085-480000

SSU

케이블/0.5M NIC COMPACT 페라이트 비드가 있는 증
폭기(64채널)

085-480100

SSU

케이블 NIC1 COMPACT 증폭기, 10M(64채널 및 
128채널)

085-461202

Quantum

Natus Quantum 자극 입력 케이블, 8 ft

013833

Quantum

Natus Quantum 브레이크아웃 - 베이스 케이블, 10 m

013348

Quantum

Natus Quantum 브레이크아웃 - 브레이크아웃 케이블

013415

Quantum

Natus Quantum REF 점퍼 케이블, 3 ft

014883

Quantum

Natus Quantum 자극 데이지 체인 케이블, 1 ~ 2, 41 in

013769

있는 커넥터 2 개 (128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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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1

개요

블록 다이어그램
다음은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옵션으로 가능한 5 가지 연결 구성입
니다 .
1. OR 프로브 이상 모드
2. OR 프로브 이상 모드 - Nicolet 데스크톱
3. 전극 전환 모드 - Nicolet 데스크톱
4. 전극 전환 모드 - Nicolet 패널 PC

OR 프로브 이상
모드

이 구성에서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는 독립적인
기기로서 Nicolet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EEG 데이터는
이 구성에서 수집되지 않습니다 . 이 구성에서는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제어판에서 자극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자극 전달
을 제어합니다 . 환자에 대한 자극은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로부터 핸드 헬드 양극 프로브를 통해 전달됩니다 .

A

B

C

A
B
C

수정 2020-04-21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의료용 전원 공급 장치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양극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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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프로브 이상 모
드 - Nicolet
데스크톱

이 구성에서는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제어판 또
는 컴퓨터 제어를 통해 자극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자극 전달을 제어합니
다 . 환자에 대한 자극은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로부터 핸드 헬드 양극 프로브를 통해 전달됩니다 . C64-OR EEG 증폭기
에서 EEG 데이터를 수집하고 증폭합니다 . EEG 데이터도 수집하고 저장
하는 수술실의 Nicolet 수집 컴퓨터에서 대뇌피질 자극 결과와 EEG 데이
터를 함께 확인합니다 .

A
G
E
H
I

J
F

B

C
D

C
D

K

참고 : 데스크톱 컴퓨터는 비디오 옵션 없는 랩톱 또는 패널 PC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A
B
C
D
E
F
G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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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프로브 이상 모드 - Nicolet 데스크톱
전극
C64 헤드박스
C64-OR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의료용 전원 공급 장치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데스크톱 - Nicolet 수집 컴퓨터
USB 인터페이스 보드 (C 시리즈 앰프를 PC 에 연결할 때 사용 )
Winnov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양극 프로브

수정 2020-04-21

개요

전극 이상 모드

다음 세 구성에서는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제어
판 또는 컴퓨터 제어를 통해 자극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전달을 제어합니
다 . 환자에 대한 자극은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에서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를 거쳐 전극으로
전달됩니다 .
전극 이상 전환 모드 - Nicolet 데스크톱

A
G
E
H
I

J
B

C
D
K

A
B
C
D
E
F
G
H
I
J
K

수정 2020-04-21

F

C
D
K

전극 이상 전환 모드 - Nicolet 데스크톱
전극
C64 헤드박스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의료용 전원 공급 장치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데스크톱 - Nicolet 수집 컴퓨터
USB 인터페이스 보드 (C 시리즈 앰프를 PC 에 연결할 때 사용 )
Winnov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C64-OR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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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2상 전환 모드 - 128 Quantum을 사용하는 NeuroWorks 수집
시스템
다음 구성에서는 Stimulus Control Unit(자극 제어 장치(SCU)) 제어판
또는 NeuroWorks 수집 시스템을 통해 자극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전달을
제어합니다. 환자에 대한 자극은 Quantum 브레이크아웃 박스를 통해
Stimulus Control Unit(자극 제어 장치(SCU))에서 전극으로 전달됩니다
.

A
B
E

C
D

F

A

전극 2상 전환 모드 - Nicolet 데스크톱

B

전극

C

Quantum 브레이크아웃 (A)

D

Natus 베이스 장치

E

Stimulus Control Unit(자극 제어 장치(SCU))의료용 전원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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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timulus Control Unit(자극 제어 장치(SCU))

G

데스크톱 - NeuroWorks 수집 컴퓨터

수정 2020-04-21

개요

전극 2상 전환 모드 - 256 Quantum을 사용하는 NeuroWorks 수집
시스템
다음 구성에서는 Stimulus Control Unit(자극 제어 장치(SCU)) 제어판
또는 NeuroWorks 수집 시스템을 통해 자극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전달을
제어합니다. 환자에 대한 자극은 Quantum 브레이크아웃 박스를 통해
Stimulus Control Unit(자극 제어 장치(SCU))에서 전극으로 전달됩니다

A
B
F

G
C
D

E

.
A

전극 2상 전환 모드 - Nicolet 데스크톱

B

전극

C

Quantum 브레이크아웃 (A)
Quantum 브레이크아웃 (B)

D

Natus 베이스 장치

E

Stimulus Control Unit(자극 제어 장치(SCU))의료용 전원 공급
장치

수정 2020-04-21

F

Stimulus Control Unit(자극 제어 장치(SCU))

G

데스크톱 - NeuroWorks 수집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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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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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1

3

?? 2020-04-21

대뇌피질 자극 연구 수행

3-1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빈 페이지입니다 .

3-2

수정 2020-04-21

대뇌피질 자극 연구 수행

Cortical Stimulator 케이블 연결 다이어그램
다음 여섯 페이지에서는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의 구성 요소 및 케
이블 연결 체계를 보여 줍니다 .
참고 : 자극 프로브 및 케이블 커넥터 유형은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극 자극 전환에서는 자극 프로브가 선택 사항입니다 .

증폭기

수정 2020-04-21

A

1 - 64 채널 작동을 위한 제 1 증폭기 - 프로브 이상 자극

B

65 - 128 채널 작동을 위한 보조 증폭기 - 프로브 이상 자극

C

1 - 64 채널 작동을 위한 제 1 증폭기 - 전극 이상 자극 전환

D

65 - 128 채널 작동을 위한 보조 증폭기 - 전극 이상 자극 전환

E

Natus 베이스 장치

F

1차 Quantum 브레이크아웃 박스 - 1-128 채널 작업

G

2차 Quantum 브레이크아웃 박스 - 129-256 채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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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프로브 이상 모드

3-4

A

자극기 프로브 -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양극 프로브 ( 탐침 직경 2.2mm) 만 사용

222-496100

B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515-005500

C

병원용 전원 공급 장치

113-405500

*

빨간색 커넥터

-

**

검은색 커넥터

-

수정 2020-04-21

대뇌피질 자극 연구 수행

전극 모드 - Nicolet 데스크톱

! 陸際

임의의 상용 2.3mm 전극 또는 동급의 자극 전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이 전
극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 (FDA)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A
B
C
D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와 함께 표시된 이중 C64-OR 증폭기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병원용 전원 공급 장치
자극기 프로브 ( 옵션 ) -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양극 프로브 ( 탐침 직경

672-610800
515-005500
113-405500
222-496100

2.2mm) 만 사용
E

데스크톱 PC

수정 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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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연결

1

Nic1 C64SSU 페라이트 포함 컴팩트형 증폭기 단일 피그테일 케이블

085-480100

Nic1 C64SSU 페라이트 포함 컴팩트형 증폭기 이중 피그테일 케이블

085-480000

2

Cortical Stimulator 인터페이스 케이블, 3 m

085-476800

3

C64 증폭기 케이블, 10 m

085-461202

4

Cortical Stimulator 인터페이스 케이블, 5 m

085-476900

5

Cortical Stimulator RS232 케이블

085-479400

6

Cortical Stimulator 양극 케이블

222-496100

*

빨간색 커넥터

-

**

검은색 커넥터

-

참고: 각 SSU에는 SCU 또는 다른 SSU로 접속하기 위한 포트 2개(A & B)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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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 모드 - Nicolet 데스크톱

A

프로브 자극을 위한 이중 C64-OR 증폭기

672-610800

B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SCU))

515-005500

C

병원용 전원 공급 장치

113-405500

D

Cort 자극 양극 프로브

222-496100

E

데스크톱 PC

수정 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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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연결

Nic1 C64SSU 페라이트 포함 컴팩트형 증폭기 단일 피그테일 케이블

085-480100

Nic1 C64SSU 페라이트 포함 컴팩트형 증폭기 이중 피그테일 케이블

085-480000

2

C64 증폭기 케이블, 10 m

085-461202

3

Cortical Stimulator RS232 케이블

085-479400

4

Cortical Stimulator 양극 케이블

222-496100

*

빨간색 커넥터

-

**

검은색 커넥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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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부속품 연결

C
D

SYNC

E
F
G
H

2
1
B
A
1
2

수정 2020-04-21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 상단 보기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 측면 보기

A

자극기 프로브 -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양극 프로브 ( 탐침 직경 2.2mm)
만 사용

B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인터페이스

C

향후 사용될 예정임

D

향후 사용될 예정임

E

Nicolet 데스크톱 / 랩톱 / 패널 PC 용 RS232 인터페이스

F

향후 사용될 예정임

G

향후 사용될 예정임

H

트리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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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에 전원 공급

A
B

3-10

A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 밑면 보기

B

전원을 켜면 녹색 전원 켜짐 LED 에 불이 들어옵니다 .

수정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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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Cortical Stimulator 를 사용하여 Cortical Stimulator 파
라미터 설정

A

선택 노브

참고 : 선택 노브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에서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합
니다 .
1. 설정하려는 파라미터의 파라미터 버튼을 누릅니다 .
2. 선택 노브를 돌리면서 옵션을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노브 또는 파라미터 버튼을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Setup(설정) 메뉴에서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하려면 Selector (선택)
노브를 사용하여 하위 메뉴를 살펴보십시오.

수정 2020-04-21

1.

Setup(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2.

Selector(선택) 노브를 돌려 사용 가능한 하위 메뉴를 스크
롤합니다.

3.

Selector(선택) 노브를 눌러 원하는 하위 메뉴를 선택합니다.

4.

Selector(선택) 노브를 돌려 하위 메뉴 옵션을 스크롤합니다.

5.

Selector(선택) 노브 버튼을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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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 전달된 전류가 요청된 전류 레벨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자극 출
력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를 껐다가 다시
켜야 이 상태가 해제됩니다 .

! 陸際
현재 환자에게 자극을 주고 있는 경우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전에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에서 중지 버튼을 누르십
시오 .
또한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와 PC 가 RS232 포
트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Nicolet 시스템 PC 를 통해 다음 파라미터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 설정 -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 모드 변경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고
깜박거리기 시작합니다 .
2. 모드 변경 - 선택 노브를 눌러 모드 변경을 선택합니다 . 모드 변경 기
능의 두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드 변경
프로브 이상
전극 이상
3. 선택 노브 - 선택 노브를 회전하여 프로브 이상 자극 ( 프로브를 사용
하는 경우 ) 을 선택하거나 전극 이상 (Stimulus Switching Unit/ 자
극 전환 장치 (SSU) 를 사용하는 경우 ) 을 선택합니다 . 선택 노브를
눌러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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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기능 - 다른 네 가지 설정 기능 ( 아래 참조 ) 중 하나를 선택하려
면 선택 노브를 회전한 다음 원하는 기능이 표시되면 선택 노브를 누
릅니다 .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선택 노브를 회전한 다음
선택 노브를 눌러 선택합니다 .
라벨 세트 선택
숫자
몽타주
라벨 세트 삭제
언어 선택
사용 가능한 언어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
대비 조정
선택 노브를 회전하면서 최상의 디스플레이 대비를 선택합니다 .
5. 트레인 지속 기간 - 트레인 지속 기간 버튼을 누른 다음 원하는 트레
인 지속 기간을 초 단위 ( 일반적으로 5 초 ) 또는 연속 ( 자극기 프로
브를 사용하는 경우 ) 으로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선택한 주파수 설
정이 시작 기본 설정이 됩니다 .
6. 펄스 주파수 - 펄스 주파수 버튼을 누른 다음 원하는 펄스 주파수 ( 일
반적으로 50Hz) 를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선택한 주파수 설정이
시작 기본 설정이 됩니다 .
7. 펄스 지속 기간 - 펄스 지속 기간 버튼을 누른 다음 원하는 펄스 지속
기간 (100 - 1000uSec) 을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선택한 지속 기
간 설정이 시작 기본 설정이 됩니다 .
8. 양전극 - ‘ 전극 +’( 양극 )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전극 번호 또는 라벨
이 나타날 때까지 선택 노브를 회전한 다음 선택 노브를 누릅니다 .

수정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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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전극 - ‘ 전극 -’( 음극 )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전극 번호 또는 라벨
이 나타날 때까지 선택 노브를 회전한 다음 선택 노브를 누릅니다 .

! 陸際
사용 가능한 자극 프로브는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양극 자
극 프로브 ( 탐침 직경 2.2mm) 입니다 . 사용 가능한 자극 전극은 모
든 상용 스트립 및 그리드 전극 ( 직경 2.3mm) 입니다 . 미국에 한해
해당 자극 전극 및 자극 프로브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 (FDA) 의 허가를 받고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10. Set Stim(자극 설정) - 시작하면 자극 전류 레벨이 0mA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자극 설정(Set Stim) 버튼을 1회 눌러 원하는 자극 전류 수준
(0 - 15 mA(일반적으로 8 mA 이하))을 선택합니다. Selector
(선택) 노브를 사용하여 1 mA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자극 설정(Set Stim) 버튼을 2회 눌러 원하는 자극 전류 수준
(0 - 15 mA(일반적으로 8 mA 이하))을 선택합니다. Selector
(선택) 노브를 사용하여 0.1 mA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전극 + 또는 전극 - 이 바뀌는 경우 자극 전류 레벨은 0mA 로 재
설정됩니다 .

! 陸際
최저 전류 레벨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늘리십시오 .
11. 채널 표시 - 자극 전후에 채널을 ID 태그로 표시하려는 경우 채널 표
시 버튼을 누릅니다 .
12. 자극 검사 - 환자를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면 자극 검사 버튼을 누릅니다 .
참고 : 사용 가능한 최대 출력 전압은 ±24V 입니다 .
참고 : 출력이 AC 결합이므로 출력의 DC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주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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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뇌피질 자극 파라미터 설정
중요 : 현재 환자를 자극 중인 상태에서 파라미터를 변경하려는 경우 , 자
극 레벨 ( 자극 설정 파라미터 )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먼저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
1. Nicolet 시스템이 레코더 모드로 실행 중인 상태에서 보기 > 패널 >
대뇌피질 자극을 클릭하여 화면 오른쪽에 대뇌피질 자극 패널을 표시
합니다 .
2. 설정 - 설정 표시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프로브를 클릭하거나 전극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를 사용하는 경우 )
을 클릭합니다 .
3. 트레인 지속 기간 - 트레인 지속 기간 버튼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트
레인 지속 기간을 초 단위 ( 일반적으로 5 초 ) 또는 연속 ( 자극기 프
로브를 사용하는 경우 ) 으로 선택합니다 .
4. 양전극 - ‘ 전극 +’( 양극 ) 표시 메뉴 버튼
전극 번호 또는 라벨을 클릭합니다 .

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5. 음전극 - ‘ 전극 -’( 음극 ) 표시 메뉴 버튼
전극 번호 또는 라벨을 클릭합니다 .

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 陸際
사용 가능한 자극 프로브는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양극 자
극 프로브 ( 탐침 직경 2.2mm) 입니다 . 사용 가능한 자극 전극은 모
든 상용 스트립 및 그리드 전극 ( 직경 2.3mm) 입니다 . 미국에 한해
해당 자극 전극 및 자극 프로브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 (FDA) 의 허가를 받고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수정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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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펄스 주파수 - 펄스 주파수를 검사하려면 펄스 주파수 표시 메뉴 버
튼 을 클릭하고 펄스 주파수 ( 일반적으로 50Hz) 를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선택한 설정이 시작 기본 설정이 됩니다 .
7. 펄스 지속 기간 - 펄스 지속 기간을 설정하려면 펄스 지속 기간 표시
메뉴 버튼 을 클릭하고 원하는 펄스 지속 기간 (100 - 1000uSec) 을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선택한 지속 기간 설정이 시작 기본 설정이
됩니다 .
8. 자극 레벨 - 시작 시 자극 레벨이 0.0mA 로 설정됩니다 . 자극 설정
표시 메뉴 버튼 을 클릭하고 원하는 자극 레벨 (0 - 15mA, 일반적
으로 8mA 이하 ) 을 선택합니다 . 자극 레벨 외의 파라미터가 변경될
경우 자극 레벨은 0.0mA 로 재설정됩니다 .

! 陸際
9. 최저 전류 레벨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늘리십시오 .
10. 자극 전후에 채널을 표시하려면 채널 표시 버튼을 누릅니다 .
11. 자극 검사 - 자극기 이상 유무를 검사하려면 자극 검사 버튼을 클릭
하여 환자를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기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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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시스템을 사용한연구 시작
정기적으로 Check Stim( 자극 검사 ) 버튼을 눌러 Stimulator 가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단일 2 상 펄스가 내부 더미 부하에 전
달되고 요청된 전류 자극 레벨이 표시됩니다 .
1. 연구를 시작할 준비가 되면 대뇌피질 자극 패널에서 자극 파라미터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시작 버튼을 눌러 환자에게 자극을 전달합니다 .
다음 정보가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디스플레
이에 표시됩니다 .
• 환자에게 전달 중인 자극 레벨이 표시됩니다 . 레벨이 선택된 레벨보
다 20% 이상 높을 경우 자극이 자동으로 중지되며 에러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
2. 양극 프로브를 사용할 경우 , 수술 중에 필요하다면 연속 모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트레인 지속 기간 버튼을 누르고 선택 노브를 사용하
여 연속을 선택하면 됩니다 .
참고 :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에서 어떤 파라미
터를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자극이 전달되는 것이 중지됩니다 . 조정을 마
치고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의 상태 오른쪽에 자
극 준비가 표시되면 시작 버튼을 다시 눌러 자극을 다시 시작합니다 .

NeuroWorks를 사용한 자극 시작 방법
1.

드롭다운 목록 또는 사전 설정을 사용하여 전극을 선택합니다.

2.

양극 자극의 경우 한 쌍의 활성 전극을 선택합니다.

3. 단극 자극의 경우 활성 전극 1개 및 GND를 선택합니다.
Pulse Frequency( 펄스 주파수 ), Pulse Duration( 펄스 지속 시간 ) 및 Train
Duration( 트레인 지속 시간 ) 을 선택합니다 .

수정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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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Works 시스템을 사용한 대뇌피질 자극 파라미터 설정
NeuroWorks 9 이상 버전은 Nicolet Cortical Stimulator의 소프트웨어
제어를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제어 대뇌피질 자극 기능은 연구 시작을 위해 사용되는 수집 프
로파일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Use Nicolet Cortical stimulator(Nicolet Cortical Stimulator 사용)이 선
택되지 않은 경우 DSM Stimulation(DSM 자극) 창은 브레이크아웃의
DSM(Digital Switch Matrix)에서 제공되는 릴레이만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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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it Settings(설정 편집) 창에서 Acquisition(수집) 탭(그림 1)을 선택
합니다.

2.

Advanced(고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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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 2020-04-21

Use Nicolet cortical stimulator(Nicolet Cortical Stimulator 
사용) 확인란을 클릭(하여 체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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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the Cortical stimulation window
수집하는 동안 제어 메뉴에서 DSM stimulation(DSM 자극)을 선택하
여 대뇌피질 자극 제어 창을 표시합니다..

1.

키

3-20

설명

1

Cortical Stimulator 제어 인터페이스의 상태.

2

DSM 제어 - 자극할 전극을 수동으로 선택.

3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설정.

4

DSM 작동 모드 및 상태.

5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내부 자극 테스트.

6

자극 시작.

7

사전 설정 트레인 지속 시간 전에 수동으로 자극 중지.

수정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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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

수정 2020-04-21

설명

8

단일 펄스를 전송하여 발작 시작 차단.

9

반자동 또는 수동 모드에서 수동으로 DSM 릴레이 제어.

10

전극에 적용된 시뮬레이션 전류 확인. 아래 경고 참조.

11

DSM 제어 - 자극할 전극의 사전설정 선택. 이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하여 사전설정 구성.

12

작동 모드.

드롭다운 목록 또는 사전 설정을 사용하여 전극을 선택합니다. 양극
자극의 경우 한 쌍의 활성 전극을 선택합니다. 단극 자극의 경우 활성
전극 1개 및 GND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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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lse Frequency(펄스 주파수), Pulse Duration(펄스 지속 시간) 및
Train Duration(트레인 지속 시간)을 선택합니다.
자극 파라미터는 수동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파라미터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3.

자극 전류를 선택합니다.

다른 자극 파라미터가 변경된 경우 자극 전류는 자동으로 0mA로 재설정
됩니다.
4.

Automatic(자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원하는 릴레이 제어 모드를 설정합니다(그림 2).

그림 2: 릴레이 제어 모드 창.
릴레이 제어 모드는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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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c mode(자동 모드): 소프트웨어가 릴레이를 제어합니다. 장
치 제어는 비활성화됩니다.

•

Semiautomatic mode(반자동 모드): 장치 제어가 사용되는 경우 사용
자는 릴레이를 종료한 후 자극을 시작해야 합니다.

•

Semi-automatic plus mode(반자동 플러스 모드): 위와 동일하지
만, Check Stim(자극 검사) 버튼을 사용하여 장치에서 릴레이
를 수동으로 종료한 후 Start(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

Manual mode(수동 모드): 장치 제어가 사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릴레
이를 수동으로 종료하고 열어야 합니다.

수정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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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워크플로
Cortical Stimulator 장치에서 직접 자극을 Start(시작) 및 Stop(종료)해
야 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릴레이 제어 모드 대화 상자에서 Semi-automatic(반자동) 모드를 선
택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2.

자극을 위한 전극쌍을 선택합니다.

3.

자극 파라미터를 원하는 대로 설정합니다.

4.

Close Relays(릴레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Stimulator 장치에서 Start(시작) 버튼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Stop(중지)를 사용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자극 파라미터를 Cortical Stimulator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 시 파라미터가 연구용으로 전송됩니다.

6.

수정 2020-04-21

원하는 모드 옆의 라디오 버튼(Automatic(자동), Semi-automatic(
반자동), Semi-automatic plus(반자동 플러스) 또는 Manual(수동)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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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K(확인)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모드

활용 사례

작동 모드

자동 모드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장치에서가 아니라
NeuroWorks 소프트웨어
에서 전체 대뇌피질 자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
용됩니다.

DSM 릴레이가 자동으로 종료
된 후 자극을 시작하고, 자극이
종료되면 열립니다.

반자동 모드

DSM 릴레이 종료가
NeuroWorks 소프트웨어
에서 수행되지만 자극이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장치에서 시작되는 경우
사용됩니다.

반자동 플러스
모드

반자동 모드와 유사하지만
자극을 시작하기 전에
Check Stim(자극 검사)
버튼을 눌러 Stimulator에
서 릴레이를 원격으로 닫
습니다.

수동 모드

이 모드에서는 DSM 제어
및 자극이 독립적으로 제
어됩니다.

8.

이 모드에서는 Stimulator의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장치에서
의 자극 시작/중지가 방지됩
니다. 이러한 이유는
Stimulator의 Start(시작) 버
튼을 누를 때 Quantum의 릴레
이가 약간 늦게 닫혀 자극 펄스
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SM 릴레이는 자극이 종료된
후 NeuroWorks 소프트웨어에
서 자동으로 열립니다.

DSM은 소프트웨어에서 제어
됩니다.
자극은 소프트웨어 또는 장치
에서 제어됩니다.

START(시작)를 누릅니다.
NeuroWorks는 선택한 전극을 Stimulator에 연결하고, 자극을 가하
며, 자극 후 전극을 즉시 증폭기에 재연결합니다. 또한, NeuroWorks
는 차단 방지 기능을 적용하여 자극 후 포화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
도록 해줍니다.
자극 도중 어떤 이유로 Natus 베이스와 Stimulator 사이의 통신이 중
단되는 경우, NeuroWorks가 DSM에서 릴레이를 즉시 열어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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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가해지는 자극을 중단시킵니다. NeuroWorks의 메시지를 통해
Stimulator에서 자극을 즉시 중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Nicolet 대뇌피질 자극이 NeuroWorks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된 경우
Stimulator 장치의 수동 Stop(중지)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시뮬레
이션을 중지하려면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십시오.

• NeuroWorks 소프트웨어의 Stop(중지) 버튼 사용.
• 키보드의 Esc 키 누르기.
• 우선 Nicolet Cortical Stimulator의 Start(시작) 버튼을 누른 후
Stop(중지) 버튼 누르기.

•

수정 2020-04-21

긴급 상황에서 자극을 빠르게 중단하려면 Stimulator 장치의 
Power(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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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중지 / 중단
1. 자극을 중지하려면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중
지 버튼을 누르거나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패널에서 중지합니다 .
2. 환자에게 다시 자극을 주려면 시작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

! 陸際 수집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자극이 시작된 경우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장치의 Stop(중지)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자극을
중단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십시오.

•

소프트웨어에서 Stop(중지)을 선택합니다.

•

키보드의 Esc 키를 누릅니다.

•

우선 Nicolet Cortical Stimulator의 Start(시작) 버튼을 누른 후 Stop(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陸際 긴급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중단하려면 Nicolet
Cortical Stimulator 기기의 Power(전원) 버튼을 끕니다.

!

Stimulus Control Unit(자극 제어 장치(SCU)) 끄기
Stimulus Control Unit(자극 제어 장치(SCU))를 끄려면 장치 하단의
Power(전원) 스위치를 누릅니다(2-5페이지의 밑면 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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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적합성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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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Cortical Stimulator

빈 페이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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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Cortical Stimulator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는 EMC 와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다음 제조업체의 선언에
제공된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적합성 (EMC) 정보에 따라 설치 및 수리해야 합니다 .
휴대형 및 모바일 RF(Radio Frequency) 통신 장비는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의 일부로 사용되며 IEC 60601-2-40, Ed 의 201.17 및 202 조항을 준수하는
부속품 및 케이블 목록입니다 . 2.0:
•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인터페이스 케이블 - 5m( 제어 장치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인터페이스 케이블 - 1m( 제 1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 보조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 직렬 인터페이스 케이블 - 5m( 제어 장치 - 컴퓨터 )
지정되지 않은 케이블이나 부속품 ( 내부 부속품의 교환 부품으로 Natus Neurology Incorporated 제
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케이블과 부속품은 제외 ) 을 사용하면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의 전자기
방출량이 증가하거나 내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 陸際
이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는 전문 의료인 전용입니다 . 이 시스템은 무선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
며 가까이에 있는 장비의 작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 Nicolet Cortical Stimulator 의 방향을 바꾸
거나 위치를 차폐하는 등의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수정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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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및 표준 적합성
필수 성능
정상 작동 모드에서 필수 성능은 IEC 60601-1-2 4.0판 및 특정 표준 IEC
60601-2-40 2.0판의 성능으로 정의됩니다. 기본적인 안전성 및 필수 성
능은 테스트 전반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필수 성능에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한 전류 전달 또는 전달되는 전류의 양
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전달되는 전류는 자극 파라미터
설정을 20%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극이 전달될 때 시뮬레이션
정확도는 보고된 수치의 20% 이내여야 하며 화면에 “Delivered Stim(전
달 자극)”으로 표시됩니다. 전달된 실제 전류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야 합니다. 펄스 특성(기간, 진폭 및 빈도)은 내성 테스트 도중 20%를
초과하여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경우(에러 코드 없음, 전류가 전달되지 않음
또는 전달된 전류가 요청 값 미만임) 기기가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되므로 전류가 전달되지 않아야 합니다.
Cortical Stimulator는 자극 출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요청된 자극 파라
미터와 비교하는 안전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결과가
다를 경우(예: Electrical Fast Transients/전기적 빠른 과도(EFT)나
Electrical Static Discharge/정전기 방전(ESD)의 결과) 안전 점검 로직
은 자극기 출력을 자동으로 중단시키고 차이의 이유를 알리는 에러 메시지
를 표시합니다. 추가적인 안전 장치로, 자극기 전원을 끄고 다시 켜거나 소
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이 에러를 지우고 기기를 다시 시
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 표준
본 기기가 준수하는 전기 안전성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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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 Ed. 3.1

기본 안전성 및 필수 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

IEC 60601-1-6: Ed. 3.1

Collateral Standard: 유용성

IEC 60601-2-40: Ed. 2.0

근전도검사기 및 유발 반응의 안전성에 관한 특정 요
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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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2 준수 선언: Ed. 4.0(2014)
Nicolet Cortical Stimulator는 다음과 같은 전자파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Nicolet
Cortical Stimulator 고객 및 사용자는 반드시 이러한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 1 - 전자파 방출

안내 및 제조업체 선언 - 전자파 방출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는 다음과 같은 전자파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Nicolet Cortical Stimulator 고
객 및 사용자는 반드시 이러한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방출 테스트
RF 방출

규격 준수

전자파 환경 - 안내

그룹 1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는 오직
자체 내부 기능을 위해서만 RF 에너지
를 사용합니다 . 따라서 자체 RF 방출
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 주변의 전자
환경에 어떠한 간섭 현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

CISPR 11

RF 방출

클래스 A

CISPR 11
고조파 방출

클래스 A

IEC 61000-3-2
전압 변동 / 플리커 방출
IEC 61000-3-3

준수

Nicolet Cortical Stimulator 는 가정
환경 그리고 가정용으로 쓰이는 공용
저전압 전원 공급망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를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 陸際본 장비 / 시스템은 전문 의료
인 전용입니다 . 본 장비 / 시스템은 무선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가까이에 있는
장비의 작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
장비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
나 위치를 차폐하는 등의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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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내성 테스트 수준 - 인클로저 포트
현상
정전기 방전

기본 EMC 표준
또는 테스트 방법
IEC 61000-4-2

내성 테스트 수준 - 전문 의료 시설 환경
± 8kV 접촉
± 2kV, ± 4kV, ± 8kV, ± 15kV 대기
3V/m

방사된 고주파 전자기장

IEC 61000-4-3

80MHz – 2.7GHz
80%AM, 1kHz에서

고주파 무선 통신 장비로부터의 근
접장

IEC 61000-4-3

정격 전력 주파수 전기장

IEC 61000-4-8

아래 “표 9 - 고주파 무선 통신 장비로의 인클로
저 포트” 참조
30A/m
50Hz 또는 60Hz

표 5 - 내성 테스트 수준 - 입력 A.C. 전력 포트
현상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기본 EMC 표준
IEC 61000-4-4

내성 테스트 수준 - 전문 의료 시설 환경
± 2kV
100kHz 반복 주파수

서지
라인-라인(차동 모드)

IEC 61000-4-5

± 0.5kV, ± 1kV

IEC 61000-4-5

± 0.5kV, ± 1kV, ± 2kV

서지
라인-접지(일반 모드)

3V
0.15MHz – 80MHz
고주파장에 의해 유입되는 교란

IEC 61000-4-6

0.15MHz - 80MHz 사이의 ISM 대역에서
6V
80%AM, 1kHz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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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기본 EMC 표준

내성 테스트 수준 - 전문 의료 시설 환경

전압 강하

IEC 61000-4-11

100% 강하, 0.5 사이클
0°, 45°, 90°, 135°, 180°, 225°, 270° 및
315°에서
100% 강하, 1 사이클
그리고
30% 강하, 25 사이클(50Hz)
단상: 0°에서

전압 중단

IEC 61000-4-11

100% 강하, 250 사이클(50Hz) / 300 사이
클(60Hz)

표 7 - 환자 연결 포트
현상
정전기 방전

기본 EMC 표준
또는 테스트 방법

내성 테스트 수준 - 전문 의료 시설 환경
± 8kV 접촉

IEC 61000-4-2

± 2kV, ± 4kV, ± 8kV, ± 15kV 대기
3V
0.15MHz – 80MHz

고주파장에 의해 유입되는 교란

IEC 61000-4-6

0.15MHz - 80MHz 사이의 ISM 대역에서
6V
80%AM, 1kHz에서

표 8 - 내성 테스트 수준 - 단일 입력 / 출력 부품 포트
현상

기본 EMC 표준

정전기 방전

IEC 61000-4-2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IEC 61000-4-4

수정 2020-04-21

내성 테스트 수준 - 전문 의료 시설 환경
± 8kV 접촉
± 2kV, ± 4kV, ± 8kV, ± 15kV 대기
± 1 kV
100kHz 반복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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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기본 EMC 표준

내성 테스트 수준 - 전문 의료 시설 환경

서지 라인-접지
(일반 모드)

IEC 61000-4-5

± 2kV
3V

고주파장에 의해 유입되는 교란

0.15MHz – 80MHz
IEC 61000-4-6

0.15MHz - 80MHz 사이의 ISM 대역에서 6V
80%AM, 1kHz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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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 고주파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인클로저 포트 내성의 테스트 사양
테스트 주
파수(Hz)

대역
(MHz)

385

380 – 390

TETRA 400

430 – 470

GMRS 460,
FRS 460

최대 전력
(W)

거리
(m)

내성 테스
트 수준
(V/m)

1.8

0.3

27

2

0.3

28

펄스 변조 217Hz

0.2

0.3

9

펄스 변조 18Hz

2

0.3

28

펄스 변조 217Hz

2

0.3

28

펄스 변조 217Hz

2

0.3

28

펄스 변조 217Hz

0.2

0.3

9

서비스

변조
펄스 변조 18Hz
FM

450

± 5kHz 편차
1kHz 사인

710
745

704 – 787

LTE Band 13, 17

780
810

GSM 800/900
TETRA 800

870

800 – 960

iDEN 820
CDMA 850
LTE Band 5

930

GSM 1800

1,720

CDMA 1900
1,845

1.700 – 1,990

GSM 1900
DECT
LTE Band 1, 3, 4, 2

1,970

UMTS
990Bluetooth
WLAN
2,450

2,400 – 2,570

802.11 b/g/n
RFID 2450
LTE Band 7

5,240
5,500

5,100 – 5,800

WLAN 802.11 a/n

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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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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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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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에러 코드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에러 20

위상 A 펄스 폭이 너무 짧습니다 .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21

위상 B 펄스 폭이 너무 짧습니다 .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22

펄스 주파수가 너무 짧습니다 .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23

전기 자극 지속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24

자극 전류 제어 전압이 잘못되었습니다 .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25

Stimulus Switching Unit/ 자극 전환 장치
(SSU) 중 하나 이상이 사용할 수 없거나 준
비되지 않았습니다 .

Stimulator is in “Electrode Biphasic” mode but
does not detect a viable SSU through which to
deliver the current.

Action

If using as a stand-alone stimulator: Switch to
“Probe Biphasic” mode.
If using SSU mode, but no SSU is connected:
Connect a properly configured C64OR/SSU
amplifier(s).
If using SSU mode and C64OR/SSU amplifier(s)
are already connected: Troubleshoot
connection(s) and configuration(s) of C64OR/
SSU amplifier(s).
에러 26

디코더 통신 에러

SSU verification feedback of assigned channels
does not match channels assigned by SCU.
Troubleshoot connection and configuration of
connected C64OR/SSU amplifier(s). If no issues
are found, replace the SSU amplifier(s).

에러 27

디코더 연결 끊김이 발생했습니다 .

SSU failed to return channel assignment
verification response to SCU. Troubleshoot
connection and configuration of connected
C64OR/SSU amplifier(s). If no issues are found,
replace the SSU amplifier(s).

에러 28

자극 전류 흐름이 잘못되었습니다 .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29

예기치 않은 자극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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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에러 30

위상 A 펄스 폭이 너무 깁니다 .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31

위상 B 펄스 폭이 너무 깁니다 .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32

펄스 주파수가 너무 높습니다 .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33

전기 자극 지속 시간이 너무 깁니다 .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34

Stimulus delivered >20% of set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35

예기치 않은 단상 펄스가 전달되었습니다 .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40

CSU processor failed to refresh
watchdog

Press Stop. Reset stim value. Press Start.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에러 48

Stimulus Control Unit/ 자극 제어 장치
(SCU) 체크섬이 잘못되었습니다 .

Power off. Power on. If error repeats, replace
contro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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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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