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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명시 설명서
Nicolet VikingQuest는 다음을 포함한 인간 신경계 및 근육계의 전기생리학
적 정보를 획득, 표시, 분석, 저장, 보고 및 관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
•
•

NCS(신경 전도 검사)

•
•
•
•
•

ERG(망막전위도검사)

EMG(근전도 검사)
EEG(뇌파 검사)를 포함하는 Intraoperative Monitoring(작동 중 모니터링)
EP(유발전위)에는 VEP(시각 유발전위), AEP(청각 유발전위), SEP(체성
감각 유발전위) 등이 있습니다.
EOG(안구전도검사)
P300
CNV(우발음성변이)
MEP(운동 유발전위)

Nicolet VikingQuest는 두 전극(전기 피부 반응 및 교감 피부 반응) 사이의 전
기 저항에서의 변화를 측정하여 생리학적 자극에 대한 자율 반응을 확인하
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율 테스트에는 RR 간격 변화의 평가도 포함됩
니다.
Nicolet VikingQuest 소프트웨어는 수술 중 신경 구조의 위치에 대한 신경계
의 기능 상태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신경 근육 질병이나 상태 진단을 지원하
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나열된 양식에는 중복된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NCS(Nerve Conduction Studies, 신경 전도 검사)는 신경의 전기 자극을 측
정합니다.

• 근전도 검사는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합니다.
• EP(유발전위)는 중추신경계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합니다.
Nicolet VikingQuest 소프트웨어는 유자격 의료 제공자가 사용하도록 만들
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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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
기술 지원
Natus Neurology 주식회사
3150 Pleasant View Road
Middleton, WI USA 53562-3530
608-829-8500
1 800-356-0007
팩스: 608-829-8589
www.Natus.com
유럽 공인 대리점
Natus Manufacturing Limited
IDA Business Park
Gort, Co.Galway, Ireland

b

국내
Natus Neurology 주식회사
3150 Pleasant View Road
Middleton, WI USA 53562
1-800-356-0007
madison.helpdesk@natus.com
www.Natus.com
국제
Natus Neurology 주식회사
전화: 0049 (0) 180 501 5544
팩스: 0049 (0) 89 83942777
이메일: service.europe@natus.com
www.Na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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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및 기호
아래 명시된 라벨과 기호는 Nicolet VikingQuest 시스템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적용된 경우: 주의: 동봉된 문서(ISO 7000-0434A) 참조
문서에 사용된 경우: 주의, 경고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합니다.
작동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작동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환
자 또는 사용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ISO 7010 M002).
파란색 배경의 이미지.
작동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ISO 7000-1641)

유럽 공인 대리점
Natus Neurology 주식회사
3150 Pleasant View Road
Middleton, WI USA 53562
608-829-8500
1 800-356-0007
팩스: 608-829-8589
www.natus.com

작동 수명이 끝난 후의 폐기 지침

CE 마크 및 공인 기관
MDR(의료 기기 규정) 제품은 EC 규정 2017/745를 준수함을 인
증받았습니다.
타입 BF 장비.

클래스 II 기기.

RX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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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미국 연방법은 허가된 신경 전문의에 의해 또는 그 지시
에 의해 본 기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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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참조 가이드 읽기
Nicolet VikingQuest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CD에 나와 있는 Additional
Information and Safety Notes for Assorted Nicolet Brand Products Reference
Guide(다양한 Nicolet 브랜드 제품 참조 가이드용 추가 정보 및 안전 설명)를
자세히 읽으시고, Nicolet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여 사용하기 전에 안전 정
보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MC(전자파 적합성)
Nicolet VikingQuest 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Nicolet VikingQuest 시
스템과 함께 제공된 CD의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ference Guide(전자
파적합성(EMC) 참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안전 요약
이 설명서에서는 두 개의 표식을 사용해서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파괴적
인 조건 및 시술을 표기하였습니다.

경고 표식은 환자 및/또는 사용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이행을 의
미합니다.

주의 표식은 장비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 조건 또는 이행을 의미합니다.
참고: 참고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함으로써 시스템 작동 중
의 잠재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명시된 사양 범위 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명시된 범위 외에서 장치를
사용하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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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점검
외관 손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장치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의학 시설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십시오.

작동 수명이 끝난 후의 폐기
Natus는 EU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규정 2014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서는 올바른
처리와 회수를 통해 WEEE가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 및 전자 폐기물을 별도 수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
력과 더불어 Natus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최종 사용자에게 회수 및 재
활용에 대한 의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거 및 회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tus.com을 통해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기 및 전자 폐기물(EEE)에는 WEEE를 올바르게 취급하지 않았을 때 사
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자재, 구성요소 및 물질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사용자도 WEEE가 안전하게 재사용
및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 및 전자 장비 사용자는 WEEE를 기타
폐기물과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수거
체계나 제조업자/수입업자 회수 의무 또는 허가 받은 폐기물 회사를 이용
함으로써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 유해 영향을 줄이
고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 가능성은 증대해
야 합니다.
아래 바퀴 달린 쓰레기통에 엑스 표시가 된 장비는 전기 및 전자 장비입니
다. 바퀴 달린 쓰레기통에 엑스 표시된 기호는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을
미분리 폐기물과 함께 폐기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로 수거해야 함을 나타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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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VikingQuest 저작권
전권 보유. 이 설명서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Natus Neurology 주식회
사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될
수 없는 회사 자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권 사용 상의 이러
한 제한사항은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장치로 확장 적용됩니다.
사용자 설명서의 복사본은 Natus Neurology 주식회사 또는 해당 디스트리
뷰터의 판매 조건에 의거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Natus Neurology 주식회사는 이러한 문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의 대변
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Natus Neurology 주식회사는 이러한 복사본의
보유, 판매, 사용과 관련해서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
인합니다.
www.natus.com
Natus Neurology 주식회사
3150 Pleasant View Road
Middleton, WI USA 5356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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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이 소프트웨어는 주(state), 미국 및 국제 저작권 조약 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
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조항은 사용자가 다음의 조건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법에 따라 저작권 위반자는
저작권 소유자가 주장하는 실제 손상액과 위반 건당 최대 $100,000의 처벌
적 손해 배상금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무
허가 복제 및 이를 위한 시도 역시 형사적 위반이고 $100,000 이상의 벌금이
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Natus Neurology 주식회사와의 합의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이상 사용
자는 다음을 하도록 허가됩니다.
a. 본 소프트웨어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한 번에 한 명의 사용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b.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 하나를 만들 수 있습
니다.
(i)복제본이 기계와 관련하여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불가피
한 단계로서 생성되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ii) 보관의 목적으로 복사본을 만들고 본 소프트웨어의 소유 권한
이 중단된 경우 모든 보관용 복사본을 폐기할 경우.
c. 본 소프트웨어와 모든 보관용 복사본은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
든 권한과 함께 판매되며 Natus Neurology 주식회사의 승인에 의해
서만 양도될 수 있습니다.
2. 다음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a. 상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소프트웨어 또는 설명서를 복
사하는 행위.
b. 상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소프트웨어 또는 설명서를 변
경, 수정 또는 개조하는 행위.
c. 본 소프트웨어 또는 설명서를 배포, 임대, 대여 또는 재라이선스하
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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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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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설명
사용자는 Nicolet VikingQuest를 통해 광범위한 NCS(신경전도 검사), EMG(
근전도 검사), EP(유발전위) 검사, 자율 검사 및 IOM(수술 모니터링)과 같은
다중 의학장비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과 선택형 부속 장치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특별한 임상학적 필요사항이나
수술실 모니터링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Nicolet VikingQuest를 사용
자의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서비스 안내
장치 연속성 유지관리
및 설치 검사

설치, 조립, 작동 중에 일부 안전 접지점이 전기적으로 분리 또는 적
절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환자 모두의 안전에 해
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시스템의 노출된 전도 자재부터 의료 시스템의 안전 접지선까
지 규칙적으로 전기 연속성 검사를 하는 것이 권장되고 필요합니다. 규칙
적인 검사를 하면 적절한 안전 점지선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실히 할 수 있
습니다. 이 검사는 설치와 유지관리가 시행된 후에 항상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검사는 규칙적인 유지관리 주기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양 및 정확도 정보
사양 세부정보는 시스템 적용 가능 사양서 169-420004 또는 019863 을 참조
하십시오 .
정확도 정보는 추가 정보 및 안전 설명서 269-594705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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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VikingQuest 증폭기와 시스템 필수 성능
Nicolet VikingQuest 증폭기와 시스템은 성능 사양을 해치지 않고 다양한 환
경적 조건 하에서 작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환경적 결과(정전기, 전기선 전압 변동 등)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장기간 발
생하여 시스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지면, 시스템은 이러한 상태를
감지하고 작동자에게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작동자가 이 메시지를 제거하면 시스템은 설정이 이전 상
태로 복구되면서 획득이 재개되었다는 표시를 보냅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태가 지속적인 메시지를 유발하면 현지 서비스 담당자에
게 연락하십시오.

보호 및 장비 분류
1. 이 시스템은 지속적인 작동을 위해 만들어졌고, IEC 60601-1 보호 분류
등급 I, 유형 BF 및 유형 B 적용 부품, 보통 장비를 갖추며 인화성 마취약
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2. MDD 장비 등급은 IIb입니다.

대상 사용자
Synergy/Viking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Nicolet VikingQuest는 유자격 의료 제
공자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용도
본 설명서의 시작 부분에 나와 있는 사용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이 시스템
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8~10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일 때 ( 환자
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 시스템은 사용 지침에 나와 있는 다양한 연구를 수
행하는 유자격 의료 담당자에 의해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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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사항
EMG/NCV/EP 에 대한 정상적인 임상적 사용에는 알려진 금지사항이 없습
니다 .
특정 상황에서의 가능성 있는 사용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작동 중 안전 설명
서 269-48801 및 추가 정보 및 안전 설명서 269-594705를 참조하십시오.

설명서 사용
이 설명서에는 Nicolet VikingQuest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환자 파일 생성, 검사 다루기, 간단한 MNC(운동
신경 전도) 검사 수행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귀하의 시스템은 Nicolet VikingQuest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
터 등을 포함합니다.

시스템 소개
Nicolet VikingQuest 시스템은 전용 제어판, 작동을 간편하게 해주는 사용하
기 쉬운 윈도우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합니다.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능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작동을 단순화 해줍
니다. 사용자는 Automated-Study(자동화 검사) 기능을 통해 간단히 버튼만
눌러서 다양한 프로토콜을 연결 및 수행하고 빠르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도
출하며 반복성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Anatomy Database(해부 데이터베
이스)를 사용하면 신경근을 검사 및 표시하는 데 사용할 개별 근육 또는 신
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ynergy/Viking 소프트웨어 - 경고 및 오류 코드
Synergy/Viking 응용 프로그램에서 오류 및 기타 정보 메시지는 별도의 설명
이 필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설명서 디스크 482-651400에
있는 문서 022210에 추가 정보 및 제안된 사용자 조치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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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청소
장비를 청소하기 전에 모든 리드와 전극을 환자로부터 분리하십시
오.
조립품의 모든 외관 부품은 다음과 같이 닦으십시오.
조립품을 닦을 때 화학 물질과의 접촉은 아래에 명시된 화학 물질
로 제한됩니다. 기타 화학 물질은 장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립품을 위해 검사된 화학물질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
•이소프로필 알코올(물에서 70-90% 농도)
•PDI SaniClothPlus #Q89702
•HB Quat(3M)
•베이시스, 세타필, 도브 등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순한 비누액
•에틸 알코올(70-90% 농도)
•가정용 표백제(5-6% 농도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와 물을 1:50의 비
율로 섞은 세정제

시스템 부품 연결
연결 관련 안내는 Nicolet VikingQuest Installation Guide(Nicolet VikingQuest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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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는 Nicolet VikingQuest 작동에 사용되는 기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 제어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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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ingQuest 제어판
콘솔 베이스의 전면에 있는 Nicolet VikingQuest System 제어판은 하드키 ,
소프트 키 및 조정 다이얼로 구성됩니다 .
제어판은 홈 페이지 , 모든 검사 모드와 검사 선택 및 환자 정보 화면을 포함
하여 Nicolet VikingQuest 프로그램 모드에서 활성화됩니다 . 그러나
Windows 응용 프로그램 , 인터넷 또는 Report 프로그램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모드에서는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여 기능을 선택
하고 명령을 입력해야 합니다 .

1

2

3

4
1.

Speaker Volume Dial ( 스피커 볼륨 다이얼 )

2.

Colored Softkeys ( 색상 소프트 키 )

3.

Speaker Volume Dial ( 스피커 볼륨 다이얼 )

4.

Cursor Wheel ( 커서 휠 )

조절 다이얼
조절 다이얼에는 스피커 볼륨 및 자극 레벨 다이얼이 있습니다. Speaker
Volume (스피커 볼륨) 다이얼은 스피커 음량을 조절하며 Stimulus Level (자
극 레벨) 다이얼은 사전 설정된 범위 내에서 자극 강도를 조절합니다. 각 다
이얼 아래 있는 LED 표시등은 해당 유닛 자극기(unit stimulator)가 켜져 있
을 경우 녹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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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 키
커서 휠 옆에 있는 트레이스 증가 / 감소 화살표는 기록된 데이터를 표시할
때 다음 또는 이전 트레이스 번호를 활성화합니다 .
트레이스 화살표 키의 왼쪽에는 수평 시간축 화살표 키와 수직 감도 화살표
키가 있습니다 . 왼쪽 시간축 키는 시간축의 수치를 늘리고 오른쪽 키는 낮
춥니다 . 위쪽 감도 키는 감도의 수치를 높이며 아래쪽 키는 낮춥니다 .
소프트 키 왼쪽에 있는 키 라인 키는 하단 화면에 다른 DPA 라인을 표시합
니다 .
소프트 키
소프트 키는 제어판 상단 중앙에 있는 6 색 버튼입니다 . 이러한 6 개 키의 
기능은 사용 중인 모드에 따라 다르며 Display Prompt Area (DPA) ( 디스
플레이 프롬프트 영역 ) 의 하단 화면에 표시된 해당 색상 버튼을 통해 지
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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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키
위 그림에서 표시된 10 개의 하드키는 검사 선택 화면을 표시하거나 평균기
또는 자극기를 켜거나 화면 사본을 출력하는 등 대부분의 작동 모드에서 하
나의 기능이 지정되어 있는 터치 키입니다 . 관련 검사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Key Line (키 라인)
2. Select Exam (검사 선택)
3. Screen Copy (화면 복사)
4. Sensitivity (감도)
5. Trace Up/Down (트레이스 증가/감소)
6. Next Exam (다음 검사)
7. Time Base Up/Down (시간축 증가/감소)
8. Marker (마커)
9. Average (평균)
10. Switch (스위치)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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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VikingQuest 
마우스 사용

마우스 터치 패드 ( 또는 트랙볼 ) 는 옵션 선택 , 명령 / 응답 입력 , 목록 스
크롤 등에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 이 마우스를 사용하여 Nicolet VikingQuest
화면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
Nicolet VikingQuest 마우스에는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이 있습니다 . 왼쪽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 및 입력을 수행할 수 있고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여
마우스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하드키 기능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 중인 작동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
S403 전기자극기 프로브는 Nicolet VikingQuest 시스템용 리모컨이 장착되
어 있습니다 .

%

%

S403

100
80
60
40
20
0

S403 전기자극기 
프로브

S403 전기자극기 프로브
S403 자극기 프로브는 콘솔 베이스의 후면에 있는 DIN 잭에 연결됩니다 .

프로브 헤드가 제거된 자극기 프로브에 자극 전극을 직접 연결
하지 마십시오 . 자극기 프로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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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침이 장착된 프로브 헤드
탐침이 장착된 착탈식 프로브 헤드를 사용하면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
접촉이 가능합니다 . 환자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하기 위해 자극 지점에 자
극기 프로브를 놓습니다 . 극성을 반대로 바꾸려면 자극기 프로브를 거꾸로
놓으십시오 .

유의 사항 : 피부 저항 및 자극 잡음을 줄이기 위해 프로브 탐침에는 항상
소량의 전해질 겔만을 바르십시오 .
프로브 컨트롤 사용
자극 강도 다이얼
Nicolet VikingQuest 를 원격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 S403 프로브 상의 자극
강도 다이얼은 최대 강도 범위의 0 ~ 100% 사이로 자극을 조절합니다 .
누름 버튼
누름 버튼은 S403 프로브의 양쪽에 있습니다 . Nicolet VikingQuest 를 단일
자극 모드에서 사용 중인 경우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단일 자극이 환자에
게 전달됩니다 .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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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기 정보
Nicolet VikingQuest 증폭기는 2 채널 또는 4 채널 ( 증폭기 종류에 따라 다름 ) 로 구성되며 , 각각 DIN 입
력들이 수평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 전체 채널을 조작할 수 있는 실행 / 대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

2 채널

4 채널

A

실행 모드 표시기

표시기가 켜지면 증폭기가 실행 모드 입니다 .

B

활성 (-) 전극

환자 기록 전극은 빨간색 (+) 과 검정색 (-) 핀 잭에 연결됩니다 . 검정
색 입력 잭에 음성 전압이 들어가면 Nicolet VikingQuest 표시 화면에
위로 향하는 굴절이 생성됩니다 . 검정색 입력 잭을 ‘ 활성 ’ 전극으로
이용하십시오 .

C

DIN 전극 연결기

DIN 전극 연결기는 동심원 침전극 등 DIN 잭이 공급된 환자 전극을 수
용합니다 . DIN 연결기는 음성 상위 (negative-up) 방식을 제공합니다 .

D

일반 ( 접지 )

환자 접지 전극을 증폭기의 녹색 잭 중 하나에 꽂습니다 . 두 연결 모
두 접지 연결 상태입니다 .

E

타입 BF 장비

F

실행 / 대기 스위치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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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G 증폭기 채널 입력을 켜짐과 꺼짐으로돌립니다 .

이 설명서의 페이지 c 에서 라벨 및 기호를 참조하십시오 .
기준 (+) 전극

환자 기록 전극은 빨간색 (+) 과 검정색 (-) 핀 잭에 연결됩니다 . 검정
색 입력 잭에 음성 전압이 들어가면 Nicolet VikingQuest 표시 화면에
위로 향하는 굴절이 생성됩니다 . 음성 상위 (negative-up) 방식을 위해
서 빨간색 입력 잭을 비활성 또는 기준 전극으로 사용하십시오 .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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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VikingQuest 베이스 장치 후면 패널 아이콘

A

타입 BF 장비

K

트리거

B

등전위

L

오른쪽 이어 헤드폰 출력

오른쪽 이어 헤드폰 출력

M

AEP 옵션 전용 - 헤드폰 또는 기타 음향 변환기

AEP 옵션 전용 - 헤드폰 또는 기타 음향 변
환기

N

왼쪽 이어 헤드폰 출력

왼쪽 이어 헤드폰 출력

O

트리거 출력 - 외부 자극기

정전기 주의

P

EMG 온도 입력

이 설명서의 라벨 및 기호를 참조하
십시오

Q

단일 스위치 전용 발판스위치

H

트리거 출력 - 외부 자극기

R

작동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작동 지침
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환자 또는 작동자
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배경의 이미지. (ISO 7010 M002)

I

EMG 온도 입력

S

옵션 2번째 자극기 프로브

J

단일 스위치 전용 발판스위치

C

R

D
E

L

F

지침은 EMC 설명서 269-596201
을 참조하십시오.
G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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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VikingQuest Base Unit(베이스 장치) 바닥 패널 라벨 아이콘

A

REF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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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제조 참조 번호

E

오염물질이 매립지로 유출되기까지의
수명 50년

제조업체

F

특별 재활용 필요. 매립지에 폐기하지 마
십시오.

제조일이 제품 번호(Lot number)에 코
드되어 있음

G

제조사 바코드

CE 마크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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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원 공급
시스템 켜기

주전원의 스위치를 켜면 시스템 화면에 몇 가지 시작 및 진단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데스크톱 시스템 켜기
시스템 전원을 처음 켜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구성 요소의 전원을 켜십
시오.
1. Isolation Transformer(차폐트랜스)
2. 모니터
3. 프로세서(컴퓨터)
4. 베이스 장치

휴대용 시스템 켜기
시스템 전원을 처음 켜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구성 요소의 전원을 켜십
시오.
1. 베이스 장치
2. 랩톱 컴퓨터

프린터 켜고 끄기

전원을 켜려면 프린터 Power(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프린터 전원은 차
페트랜스 공급 장치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이 전원 스위치를 켠 채로 두
셔도 됩니다.
환자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적절한 분리를 위해 배터리
로 파워 공급되는 또는 독립적으로 분리된 프린터만 시스템에 연결하십시
오. 시스템이 환자에 연결되어 있을 때 프린터의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프린
터를 벽의 콘센트에서 작동하지 마십시오.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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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전원을 켜는 과정을 거친 후 약 1분 후에 시스템은 윈도우를 활성화시키고
"Log on to Windows(윈도우 로그온)"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1. Viking/Synergy 소프트웨어에 대한 로그온 정보는 공장 출하 시 미리 설
정됩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정보를 바꾸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
가 나올 것입니다.
•사용자 이름은 "Nicolet"이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참고: 로그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 Enter(엔터) 키를 누릅니다. 시스템에 윈도우 바탕화면이 나타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열기
1.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려면 Viking
아이콘 또는 Synergy
을.두 번 클릭합니다. Home Page(홈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아이콘

참고: NicVue를 사용하는 경우, Viking 또는 Synergy 홈 페이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동 지침은 NicVue Help(도움말)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Viking 및 Synergy 테스트/연구 사례는 4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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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페이지 메뉴
홈 페이지에는 소프트웨어의 메인 영역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7가지 메
뉴가 있습니다.
새 환자

새 환자 기록을 생성하고 모든 열린 방문을 완료하
려면 새 환자를 클릭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정보가
일치하는 환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면 이러
한 환자가 나열됩니다.

환자

새 세션을 위한 기존 환자를 선택하거나 새 환자 정
보를 입력하거나 기존 환자 정보를 편집하려면 환자
를 클릭합니다.

테스트 선택

선택한 환자에 대해 수행하려는 테스트나 검사를 선
택하려면 테스트 선택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화면

가장 최근 또는 현재 선택된 방문에서 선택한 환자
에 대해 기록된 테스트 데이터 및 트레이스를 검토
하려면 테스트 화면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이력

현재 선택된 환자의 테스트 이력을 표시하거나, 목
록의 테스트를 검토 또는 다시 시작하려면 테스트
이력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선택한 환자에 대한 현재 선택된 방문 또는 가장 최
근 방문에 대한 보고서를 열려면 보고서를 클릭합니
다.

도움말

설명서 및 기타 시스템 정보에 대한 링크를 통해 응
용 프로그램 도움말을 이용하려면 도움말을 클릭합
니다.

참고: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는 온라인 도움말(EMG 소
프트웨어에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1. EMG 소프트웨어로 들어갑니다.
2. Help(도움말) > Help Topics(도움말 주제)를 클릭합니다.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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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화면 컨트롤
다음은 검사 중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테스트 화면 컨트롤입니다. 아래 그림
은 단지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모습은 선택한 소프트웨어(Viking EMG/
Synergy EMG) 및 선택한 테스트에 따라 결정됩니다.

헤더 표시줄

헤더 표시줄은 환자의 이름과 성, 나이, 방문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메뉴 표시줄

메뉴 표시줄에는 클릭하면 여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목록을 표시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도구 모음

도구 모음에는 데이터가 표시되는 방식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아이
콘/설정 필드가 있습니다. 도구 모음에 표시되는 컨트롤은 사용을 위해 선
택된 테스트/연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려면 마우스 포인터를 아이콘/필드로 가
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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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액세스 표시줄

빠른 액세스 표시줄은 기능 키 영역 위에 있습니다. 이 표시줄을 사용해
NCS(신경전도) 및 EMG(근전도) 테스트를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테스트를 종료하고, 새로운 신경 및 측면을 선택하고, 다음 설정을
시작하며, 다른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능 키 영역

기능 키 영역은 테스트 창 아래에 위치해 있고 현재 작동하는 모드에서 이
용 가능한 옵션을 나열해줍니다.
기능 키 영역에 옵션 줄이 여러 개 있는 경우, Previous(이전)/Next(다음) 버
튼을 클릭해 이러한 줄을 스크롤합니다.
옵션을 선택하려면, 해당하는 제어판 Softkey(소프트키)를 누르거나 표시
된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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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설정 패널 사용
획득 설정 패널 표시

1. 획득 설정 패널을 표시하려면 다음 중 한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a. Acquisition(획득) > Acquisition Setup(획득 설정)을 클릭합니다.
b. 도구 모음에서 Ch.(채널)

, Low(낮음)

, 또는 High(높음)

을 클릭합니다.

그림 1

그림 2
참고: 그림 2
의 왼쪽에 나와 있는 설정을 변경하면 모든 채널에 자동으
로 영향을 미칩니다.
2. 설정하려는 Ch #(채널 번호) 탭
3. 설정을 원하는 대로 편집합니다.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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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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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설정 패널에서
개별 채널 설정

이 절차는 획득 설정 패널에 대한 변경 사항을 선택된 채널에만 적용합니다.
이전 페이지 그림 2 아래의 참고 1을 참조하십시오.
1. Ch.(채널)

, Low(낮음)

또는 High(높음)

을 클릭합니다.

2. 편집하려는 Channel(채널) 탭(예: Ch 1(채널 1), Ch 2(채널 2), Ch 3(채
널 3) 등)을 클릭합니다.
3. 변경 사항을 생성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변경 사항은 선택된 채널에만 적용됩니다.

획득 설정 패널에서
모든 채널 설정

이 절차는 Channel 1 tab(채널 1 탭)에 대한 변경 사항을 모든 채널에 설정합
니다. 이전 페이지 그림 2 아래의 참고 1을 참조하십시오.
1. Ch.(채널)

, Low(낮음)

또는 High(높음)

을 클릭합니다.

2. Channel 1(채널 1) 탭을 클릭합니다.
3. 변경 사항을 생성하고 Apply to all(모두에 적용)를 클릭합니다(이 장
앞쪽에서 그림 2의

참조).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채널 1에 대한 변경 사항은 모든 채널에 적용됩니다.

필터 설정을 도구
모음의 모든 채널에
적용

이 절차는 모든 채널을 같은 낮음/높음 필터 설정에 설정합니다.

그림 3
1.

을 All(모두)에 설정합니다.

2. Low(낮음)
클릭합니다.

또는 High(높음)

Filter(필터) 표시 메뉴 화살표

를

3. 원하는 필터 설정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필터 설정이 모든 채널에 적용됩니다.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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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설정을 도구
모음의 한 채널에
적용

이 절차는 선택한 채널만 새로운 낮음/높음 필터 설정에 설정합니다.

그림 4
1.

을 편집하려는 채널(예: 1, 2, 3 등)에 설정합니다.

2. Low(낮음)
합니다.

또는 High(높음)

필터 표시 메뉴 화살표

를 클릭

3. 원하는 필터 설정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필터 설정이 선택한 채널에만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종료
Viking/Synergy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다음 중 한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a. 소프트웨어 창의 오른쪽 상단 구석에 있는 Close(닫기)
을 클릭합니다.

b. 소프트웨어 창의 왼쪽 상단 구석에 있는
또는
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lose(닫기)를 클릭합니다.

아이콘

를 마우스 오

참고: NicVue로 돌아가려면, EMG(근전도) 응용 프로그램에서 환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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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시스템 끄기
구성 요소의 스위치를 다음의 순서로 끄십시오 .

데스크톱 시스템

1.

윈도우 종료 기능으로 컴퓨터를 끄십시오 .
a. Start ( 시작 ) > Shut Down ( 종료 ) 을 클릭합니다 .

휴대용 시스템

2.

분리형 전원공급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꺼짐으로 맞춥니다 .

1.

윈도우 종료 기능으로 랩톱을 끄십시오 .
a. Start ( 시작 ) > Shut Down ( 종료 ) 을 클릭합니다 .

2. 베이스 유닛의 전원 스위치를 꺼짐으로 맞춥니다.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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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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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3

환자 정보

이 장은 환자 검사 파일 작업에 사용되는 Nicolet EMG 환자 정보 기능의 사
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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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3-2

2020.1.31

환자 정보

환자 화면
환자 정보에는 환자 ID, 성별, 생년월일, 환자 이름 및 의사 정보, 압흔, 판단
등 환자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 환자 정보 기록
생성

1. 새 환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환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 필수 필드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환자 ID(최소 1자, 최대
11자).
3. 완료되면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환자 정보 기록 편집

1. 환자 창을 표시합니다.
a. 환자 창을 이미 보고 있는 경우, 단계 2를 진행하십시오.
b. 테스트 선택, 테스트 화면, 또는 테스트 이력 창을 보고 있는 경우, 환
자 아이콘

을 클릭하고 단계 2를 진행하십시오.

2. 환자 목록에서 편집하려는 환자를 두 번 클릭합니다.
3. 환자 정보를 편집하려면 환자 편집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4. 완료되면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방문 기록 편집

1. 환자 창을 표시합니다.
a. 환자 창을 이미 보고 있는 경우, 단계 2를 진행하십시오.
b. 테스트 선택, 테스트 화면, 또는 테스트 이력 창을 보고 있는 경우, 
환자 아이콘

을 클릭하고 단계 2를 진행하십시오.

2. 환자 목록에서 편집하려는 환자를 두 번 클릭합니다.
3. 방문 편집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4. 필요에 따라 방문 정보를 편집합니다.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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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기록 삭제
이 절차는 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며 지워진 정보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1. 환자 창을 표시합니다.
a.환자 창을 이미 보고 있는 경우, 단계 2를 진행하십시오.
b.테스트 선택, 테스트 화면, 또는 테스트 이력 창을 보고 있는 경우, 환
자 아이콘

을 클릭하고 단계 2를 진행하십시오.

2. 삭제하려는 환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3. Delete Patient(환자 삭제)를 클릭합니다.
4. Yes(예)를 클릭합니다.

NicVue 소개
NicVue는 환자 정보 및 검사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
스입니다. NicVue를 통해 한 화면에서 환자 및 원하는 획득용 검사 모드 또
는 저장된 검토용 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처음 들어가는 경우 NicVue 메인 창이 표시됩니다. 이 창의 상
단에는 NicVue 항목을 포함한 메뉴가 나열된 메뉴바가 있습니다.
메뉴바 아래에는 프로그램 아이콘 바가 있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작동 모드
및 검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바에 표시된 아이콘은 시스템의 하
드 드라이브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수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NicVue 메인 창의 나머지 영역은 두 개의 목록으로 구성됩니다.

• Patient Information(환자 정보)은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환자
를 열거합니다

• Test Data(검사 데이터)는 하이라이트된 환자에 대해 저장된 모든 테
스트 검사를 열거합니다. 이 파일은 검사 유형에 따라 식별되고 순차
별로 나열됩니다.
NicVue Patient Information(환자 정보) 창에는 환자의 이름, 주소, ID 코드, 생
년월일, 신체적 특징 및 병력 등 관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창에서
는 환자 정보를 생성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NicVue로 돌아가려면, EMG(근전도) 응용 프로그램에서 환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작동 지침은 EMG 시스템에서 NicVue Help(도움말)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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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행

4

검사 수행

이 장은 MNC(운동 신경 전도) 연구를 예로 연구 또는 검사를 수행할 때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Viking/Synergy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이 기본적인 단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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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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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요약
1.
2.
3.
4.
5.
6.
7.
8.
9.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시스템을 켭니다.
새 환자 파일을 생성하거나 기존 환자 파일을 불러옵니다.
Viking/Synergy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검사 및 설정을 선택한 후, 테스트
양식을 입력합니다.
환자를 준비시킵니다.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참고
테스트 이용에 대한 예시 절차가 나옵니다. 일부 절차는 모든 테스트에서
공통적이지만, 다른 절차는 다르거나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
십시오.
1. 개별 테스트에 대한 전극을 적절하게 부착합니다.
2. 다른 자극기 유형은 다른 테스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3. 자극 강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용되는 자극이 환자에 적합
한지 확인합니다.
4. 기구에 의해 획득된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되며 화면에 표시됩니다.
5. 전극 사이의 거리는 전도 속도 결과가 운동 신경 및 감각 신경 전도 테
스트에서 계산되고 화면에 표시될 수 있기 전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6. 마킹 또는 트레이스 분석을 위해 마우스로 트레이스를 클릭하여 트레
이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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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록 창 요약
Viking 운동 신경 전
도 연구

다음의 예시 그림은 Viking NCS 테스트 수행 시 표시될 여러 영역에 대해 간
략하게 보여줍니다.

Viking MNC 기록 모드 화면 영역
A

4-4

환자 및 방문 정보

I

세그먼트 표

Q

데이터 이중 표시/화면
영역 설정 표시 - 패널
저장

B

선택한 테스트

J

결과 그래프 영역

R

테스트 부위

C

데이터 영역

K

모니터 영역

S

신경 단계 수

D

탐색 아이콘

L

기능 키 영역
콘솔의 Key Line (키 라
인) 버튼을 눌러 상단
또는 하단 키열을 
선택합니다.

T

시간 기준

E

테스트, 획득 On/Off,
EL1 On/Off, DIN1

M

모니터 영역 전체 화면

U

감도

F

트레이스 삽입/숨기기

N

빠른 액세스 표시줄

V

도구 모음

G

부위 표

O

상태 표시줄

W

메뉴 표시줄

H

결과 영역

P

영역 전체 화면 표시

2020.1.31

검사 수행

Synergy 운동 신경
전도 연구

다음의 예시 그림은 Synergy NCS 테스트 수행 시 표시될 여러 영역에 대해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A

B

C

D

W
V
U
T

E
F
G
H
I

S
R

J
Q
P
O

K
L
N

M

Synergy MNC 기록 모드 화면 영역
A

2020.1.31

환자 및 방문 정보

I

세그먼트 표

Q

데이터 이중 표시/화면
영역 설정 표시 - 패널
저장

B

선택한 테스트

J

결과 그래프 영역

R

테스트 부위

C

데이터 영역

K

모니터 영역

S

신경 단계 수

D

탐색 아이콘

L

기능 키 영역
콘솔의 Key Line (키 라
인) 버튼을 눌러 상단
또는 하단 키열을 
선택합니다.

T

시간 기준

E

테스트, 획득 On/Off,
EL1 On/Off, DIN1

M

모니터 영역 전체 화면

U

감도

F

트레이스 삽입/숨기기

N

빠른 액세스 표시줄

V

도구 모음

G

부위 표

O

상태 표시줄

W

메뉴 표시줄

H

결과 영역

P

영역 전체 화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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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구성 요소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케이블 연결이 올바르게 연결되고 확인될 때까지 시스템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이 가이드의 2장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시스템에는 올바른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다음에 대한 지침은 이 가이드의 2장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 전원 공급
• 로그인
• 시스템 소프트웨어 열기

시스템 켜기

주 전원 공급 장치를 켜면 시스템에 윈도우 로그온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스템에 로그온하면 NicVue 메인 창 또는 Viking/Synergy 홈 페이지가 표시
됩니다.

NicVue 시작/나가기

4-6

NicVue 프로그램 사용 지침은 시스템의 NicVue Help(도움말)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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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행

새 세션 시작

1. 환자 창을 이미 보고 있지 않은 경우, 현재 보고 있는 창의 환자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2. 환자를 클릭합니다.
3. 테스트 선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다음 중 한 방법을 이용해 테스트/연구를 선택하십시오.
a. 수행하려는 테스트에 대한 원하는 테스트 아이콘
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원하는 테스트 및 신체
부위를 선택합니다.

참고: 이 예에서
를 클릭하고, 테스트 목록에서 운동 NCS(신경전도)를
클릭한 다음 신체 부위 목록에서 Median(중간값)을 두 번 클릭합니다.

b. 또한 테스트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원하는 테스
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또한 연구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원하는 연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예시 운동 신경 전도 테스트는 다음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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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운동 신경 전도 테스트
수행하는 검사 유형에 맞는 방식에 따라 환자에 전극을 대고 고정시킵니다.
참고: 관심 영역이 신경을 따라가는 전도에 있더라도 기록 전극이 근육에
배치됩니다.
신경이 표면적으로 위치한 두 개 이상의 지점에 표면 전극을 사용해서 신경
이 자극됩니다. 자극기의 음극이 활성 기록 전극을 바라보도록 자극기의 방
향을 조절합니다.
검은색 (-) 입력 잭에 음성 전압이 들어가면 표시 화면에서 위로 향하는 굴절
이 생성됩니다. 검은색 입력 잭을 활성 전극으로 사용하고 적색 입력 잭을 네
가티브-업(negative-up) 방식의 기준 또는 비활성 전극으로 사용하십시오.

운동 NCS(신경 전도
검사) 전극 배치

전극

증폭기 채널 연결기

접지

녹색 DIN 입력

검은색 (-) - 활성 기록

검은색 DIN 입력

적색 (+) - 기준 기록

적색 DIN 입력

DIN(기록)

대형 5핀 원형 DIN 입력

• 활성 기록 전극은 검사된 신경에 의해 신경이 통하게 되는 근육의 종판 지
역에 위치됩니다.

• 참조 전극은 전기적 반응이 "조용한" 영역 근처에 위치됩니다.
• 접지 전극은 보통 자극 및 기록 전극 사이에 위치됩니다.
• 피부와 기록 전극 사이에 전해질 젤을 사용하면 "전기적 접촉"을 개선시
키고 노이즈를 감소시킵니다.

• 심층 근육에서 기록을 할 때 사용자는 기록용 동심원 또는 단극 바늘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감각 NCS(신경 전도
검사) 전극 배치

• 표면 디스크 또는 링 전극이 검사된 신경이 표면적으로 위치한 피부에 배

자극 전극 연결

외부 자극 전극을 probe로 연결하는 방법:

치됩니다.
• 표면적으로 위치한 부위에 신경이 자극됩니다. 자극기의 음극이 활성 기
록 전극을 향하도록 방향을 맞춥니다.

1. 감지기 헤드를 제거합니다.
2. 감지기 헤드를 핀 잭 헤드로 교체합니다.
3. 양극(+)과 음극(-) 전극을 해당 핀 잭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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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기록 생성/선택

새 환자 기록 생성
1. 다음 중 한 방법을 이용해 새 환자 기록을 생성하십시오.
a. 홈 페이지에서, 새 환자
b. 홈 페이지에서, 환자
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새 환자

아이

2. 환자 정보를 입력합니다(노란색 필드는 필수).
3. OK(확인)를 클릭합니다.
4. 테스트 선택 창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기존 환자 기록 선택
1. 환자

아이콘을 클릭하여 환자 창을 표시합니다.

2. 다음 중 한 방법을 이용해 환자 기록을 선택하십시오.
a. 원하는 환자를 두 번 클릭합니다.
b. 원하는 환자를 클릭한 다음 환자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열고자 하는 방문을 클릭합니다.
4. 테스트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여 테스트 선택 창을 표시합니다.

테스트 선택
1. 테스트 선택 창의 상단에서 NCS(신경전도)
2. 원하는 측면
선택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해 검사 측면(왼쪽 또는 오른쪽)을

3. 원하는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4. 다음 중 한 방법을 이용해 테스트 화면을 표시하십시오.
a. 원하는 신체 부위를 두 번 클릭합니다.
b. 원하는 신체 부위를 클릭한 다음 테스트 화면
합니다.

아이콘을 클릭

5. 테스트 화면이 표시됩니다.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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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획득

획득 모드가 on 상태일 때 기구에 의해 데이터가 획득되고, 메모리에 저장
되며 화면에 표시됩니다.
1. 자극 강도를 0으로 설정합니다.
2. 자극기를 적절한 부위에 배치시킵니다.
3. 다음 중 원하는 방법을 이용해 자극 및 획득을 시작하십시오.
a. 제어판에서 획득 ON 버튼을 누릅니다.
b. 발판스위치를 밟습니다.
c. 자극기 프로브의 스위치를 눌러서 켭니다.
4. Stim Intensity(자극 강도) 회전 조절기를 사용하거나 자극기 감지기의
강도 휠을 사용해서 최대초과가 될 때까지 전기 자극의 강도를 점차
적으로 증가시킵니다.
5. 적절한 반응이 관찰되면, 다음 중 원하는 방법을 이용해 자극 및 획득
을 중지하십시오.
a. 제어판에서 획득 ON 버튼을 누릅니다.
b. 발판스위치를 밟습니다.
c. 자극기 프로브의 스위치를 눌러서 켭니다.
6. 반응의 평균을 계산하려면, Average(평균) > Averager Setup(평균기
설정)을 클릭하고 Average On(평균 계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Averager(평균기)가 Off일 경우 새로 획득된 각 반응은 이전의 반응을
덮어쓰게 됩니다.
7. 다음 검사를 시작하려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8. 각 필요 부위의 반응을 획득하려면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참고: 교정 신호가 트리거되어 평균 기능을 이행합니다. 고 주파수 및 저 주파
수 필터 설정이 교정 신호의 진폭을 감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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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 저장
자동
환자
또는 테스트 선택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으로 이동하면, 데이터는 하드 디스크에

수동
테스트 화면을 닫지 않고 데이터를 하드 디스크에 수동으로 저장하려면 :
1. File (파일) > Save Results (결과 저장)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생성/업데이트
자동
테스트 선택, 새 환자 또는 환자 목록으로 이동하면, 보고서는 자동으로 업
데이트됩니다.

수동
테스트 화면을 닫지 않고 보고서를 하드 디스크에 수동으로 생성 및 업데이
트하는 방법:
1. 보고서 아이콘

2020.1.31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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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데이터 보고서 인쇄
방금 완료된 검사의 표준 데이터 보고서를 인쇄하려면
1. 보고서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2. File(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3. 보고서의 왼쪽에서 Print(인쇄)를 클릭합니다.
4. 인쇄 설정을 생성합니다.
5. 창의 왼쪽 상단 섹션에서 Print(인쇄)를 클립합니다.

표시 화면 이미지 및 비디오 캡쳐
표시 화면 이미지
캡쳐

현재 표시 화면의 사본을 캡쳐하려면 다음 중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a. 복사할 화면 캡쳐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jpg 파일).

b. 인쇄를 위해 File(파일) > Print Screen(화면 인쇄)을 클릭합니다.
c. 인쇄를 위해 Viking 제어판에서 Screen Copy(화면 복사) 를 누릅니다.

테스트 화면 비디오
캡쳐

테스트 표시 화면 비디오를 캡쳐하려면 다음 중 한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a. 비디오 캡쳐 아이콘
니다.

을 클릭합니다. 반복하여 기록을 중지합

b. File(파일) > Producer(생성기) > Capture Video(비디오 캡쳐)를 클
릭합니다. 반복하여 기록을 중지합니다.

캡쳐한 테스트 화면
비디오 검토

1. File(파일) > Producer(생성기) > Producer Recordings(생성기 기록)를
클릭합니다.
2. 검토하려는 비디오 파일을 검색하고 엽니다(파일에 시간이 찍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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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통 절차

이 장은 Viking 와 Synergy 시스템에 대한 여러 공통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
다.
다음 키는 이 장의 절차가 적용되는 시스템을 식별합니다.
단계는 Viking 와 Synergy 모두에 적용됩니다.
단계는 Viking 에만 적용됩니다.
단계는 Synergy 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또한 테스트/검토 창의 하단에 있는 Function Key Area(기능 키 영역)
버튼을 사용해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은 이 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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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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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테스트를 이전
방문에 추가

새 테스트를 획득하고 해당 데이터를 이전 방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환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환자 기록을 두 번 클릭합니다.
3. 데이터를 추가하려는 방문을 클릭하고 새 데이터를 저
장합니다.
4. 이전 방문 목록 위에 있는 방문 획득
릭합니다.

아이콘을 클

5. 수행하려는 테스트에 대한 NCS, EMG, EP 또는 IOM 아
이콘을 클릭합니다.
6.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7. 원하는 신체 부위/위치/테스트를 두 번 클릭합니다.
8. 새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새 데이터를 이전 
테스트에 추가

새 데이터를 획득하고 해당 데이터를 이전 테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환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환자 기록을 두 번 클릭합니다.
3. 새 테스트 데이터를 추가하려는 테스트가 포함된 방문
을 클릭합니다.
4. 새 테스트 데이터를 추가하려는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5. 이전 테스트 목록 위에 있는 테스트 획득
클릭합니다.

아이콘을

6. 새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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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기간 변경

환자에게 제시된 자극 기간(0.01~1.0ms)을 변경하는 방법:
1. Stimulator(자극기) EL1
설정 필드를 클릭하
고 메뉴에서 새 설정을 클릭합니다.

감도 변경(SNS)

테스트 감도 변경 방법:

1. Viking 제어판에서 트레이스
아래쪽 또는 위쪽 하드키
를 눌러 트레이스를 선택합니다.
2. 위쪽 하드키를 눌러 감도를 높이거나 아래쪽 하드키를
눌러 감도를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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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속도 변경

원하는 자극기 반복 속도를 선택하려면, 다음 중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a. 도구 모음에서 자극 반복 속도
릭하고 원하는 속도를 입력합니다.

필드를 클

b. 자극 반복 속도 표시 메뉴 화살표
를 클릭하고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속도를 클릭합니다.

반복 또는 단일 소인
획득 선택

원하는 반복 또는 단일 소인 자극 전달을 선택하려면, 다음 중 원하는 방법
을 사용하십시오.
1. 자극 전달을 클릭해 다음의 설정을 선택합니다.

•

= 스위치 키를 누르거나 발판스위치를 밟을 때마다 단일 자극을
전달하고 단일 소인을 시작합니다.

•

= 스위치 키를 누르거나 발판스위치를 밟은 후에 반복 자극을
전달하고 소인을 수행합니다. 다시 스위치 키를 누르거나 발판스위치
를 밟아 전달을 중지합니다.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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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배치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커를 자동 배치하거나 수동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커 자동 배치
단계가 완료되었을 때 소프트웨어가 선택한 위치에서 마커를 파동에 자동
으로 배치하도록 설정하는 방법:
1. Results(결과) > Marker Setup(마커 설정)를 클릭합니다.
2. 원하는 마커에 대해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자동으로 배치하려는 마커에 대한 자동 확인란이 선택
되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모든 관련 측정 및 계산은 결과 표 영역에 있는 표에 표시됩니다.

마커 수동 배치
데이터에 마커를 수동으로 배치하는 방법:
1. 마커 바 On/Off

버튼을 클릭합니다.

1. View(보기) > Panels(패널) > Marker Panel(마커 패널)를
클릭합니다.
1. 마커 패널에서 다음 중 한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a. 배치하려는 마커 번호를 클릭하고, 표시하려는 파동
기능에 마커 아이콘을 놓은 다음 마우스 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를 배치하려는 각 마커에 대해 반복합니다.
b. 빠른 마크 버튼을 클릭하고, "1"로 표시하려는 첫 번
째 기능에 마커 아이콘을 놓은 다음 마우스 버튼을 클
릭합니다. 마커 아이콘을 다음 기능으로 이동시키고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모든 마커가 배치
될 때까지 이를 반복합니다. 이 기능을 끄려면 빠른
마크 버튼을 다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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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스에서 마커 이동시키기
마커를 움직일 때마다 측정값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1. 이동시키려는 마커를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2. 이동시키려는 마커를 클릭하고 마우스 커서 휠을 켭니다.
참고: 대기 시간 마커 1을 데이터 표시의 가장 왼쪽으로 위치시키거나, 대기
시간 마커 2를 데이터 표시의 가장 오른쪽으로 위치시키면 계산값에서 대
기 시간 부분은 제외됩니다.

응답 없음
한 개의 트레이스 상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결과 표에 응
답 없음 (No Response) 은 의미로 "NR" 이라고 기입할 수 있습니다 .
1. 응답이 없는 트레이스를 클릭합니다.
2. 기능 키 영역에서 No Response(응답 없음)를 선택합니다.
3. 선택된 트레이스의 값 대신 "NR"이 측정 표에 표시됩니다.

마커 재설정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치시킨 마커의 위치를 수동으로 바꾸었으면, 이 마커
를 원래의 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1. Results(결과) > Reanalyze(재분석)를 클릭합니다.
2. Yes(예)를 클릭하여 선택한 트레이스에 대한 재분석을
확인합니다.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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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화면 바꾸기

데이터 획득 전 또는 획득이 완료된 후에 표시 화면을 바꾸는 방법:
1. 표시 화면을 보는 방식을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한 방법을 이
용하십시오.
a. View(보기) > Full Trace Area(전체 트레이스 영역),
또는 Full Results Area(전체 결과 영역), Trace Area
(트레이스 영역), Right Trace Area(오른쪽 트레이스
영역), 또는 Trace Area Setup(트레이스 영역 설정)를
클릭합니다.
b. 데이터 표시 옵션을 보려면 표시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c. 선택을 전환하려면 화면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 Normal(정상): 데이터 영역이 화면의 반을 차지하
고 결과 영역이 표시됩니다.

• Full(전체): 데이터 영역이 화면의 너비를 덮고 결과
영역이 일시적으로 가려집니다.

• 원하는 도구 모음 표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마커 활성화

마커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중 한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1. 활성화하려는 마커를 클릭합니다. 마커 색이 적색으로 바
뀝니다.
1. 첫 번째 대기 시간 또는 진폭 마커를 트레이스에서 활성화
하려면 Marker (마커)를 누르십시오. 다음 대기 시간 또는
진폭 마커를 다음 트레이스에서 활성화하려면 이 키를 다
시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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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스 중첩

한 개의 신경 검사에서, 중첩된 트레이스가 화면의 중앙에 표시됩니다. 2-신
경 연구(two-nerve study)에서는 Nerve A(신경 A)에서 기록된 파형이 화면의
상반부에 표시되고, Nerve B(신경 B)에서 기록된 파형은 화면 하단부에 표
시됩니다.
1. 트레이스를 겹치려면 다음 중 한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a. 기능 키 영역에서 S. Impose(중첩) 버튼을 선택합니다.
b. View(보기) > Superimpose(중첩)를 클릭합니다.

전도 속도 계산

특정한 세그먼트의 전도 속도를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법:
1. Edit(편집) > Site Setup(위치 설정)를 클릭합니다.
2. 세그먼트 결과 표에 속도를 표시할 세그먼트를 선택하
려면 속도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OK(확인)를 클릭합니다.
4. 속도 값을 보려는 각 위치에 대한 거리를 입력합니다.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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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체온 측정

활성화된 경우, 시스템은 수집 시 환자의 체온을 트레이스 또는 세그먼트
표에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1. 온도 감지기를 환자 피부 상의 적절한 위치에 고정시킵
니다.
2. 온도 감지기를 증폭기에 연결합니다.
3. 결과 표 설정 패널을 표시하려면 아래 중 한 방법을 사
용하십시오.
a. Edit(편집) > Results Table Setup(결과 표 설정)를 클
릭합니다.
b. 결과 표에서 원하는 결과 값 열 제목을 클릭합니다
(예: 거리(mm), 대기 시간 차이(ms) 등).
4. 아래에서 빈 필드의 메뉴 표시 버튼(A)을 클릭합니다.
5. Temperature(체온)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필드가 이제 체
온을 읽습니다.
6. 체온을 세그먼트 표의 다른 열 위치로 이동시키려면, 위
또는 아래 화살표(B)를 클릭합니다.
7. 열을 결과 표에서 제거하려면, 해당 번호를 클릭하고 마
이너스 버튼(C)을 클릭합니다.
8. 플러스 버튼(C)은 빈 필드를 현재 선택한 필드 위에 삽
입합니다.

9. 완료되면 OK(확인)을 클릭합니다.

5-10

2020.1.31

공통 절차

신경 이름 변경

신경 라벨을 기록 또는 검토 모드에서 변경하는 방법.
1. 데이터 표시 영역 오른쪽의 결과 표에서 원하는 위치를 마
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팝업 메뉴에서 Change Nerve Label(신경 라벨 변경)를
클릭합니다.
3. 현재 라벨을 대신할 Nerve(신경) 이름을 클릭합니다.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신경 목록 보기

테스트 선택 창에서 테스트/신체 부위 목록이 표시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
1. 테스트 선택 창의 오른쪽에서 제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으로 클릭합니다.
2. 원하는 목록 보기 방법을 클릭합니다.

검사 측면 선택

검사 중 측면을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한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1. 테스트 선택 창에서

를 클릭해 왼쪽을 선택하거나

를 클릭해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지우기

데이터 지우기 단계:

도구 모음 사용
1. 지우려는 트레이스를 클릭합니다.
2. 지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지우기한 트레이스를 복구하려면, 지우기 취소
튼을 클릭합니다.

버

1. 삭제하려는 데이터 트레이스를 선택합니다.
2. Edit(편집) > Erase(지우기)를 클릭합니다.
3. 지우기 한 트레이스를 복구하려면, Edit(편집) >
Unerase(지우기 취소)를 클릭합니다.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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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캡쳐

검사 중 표시 화면 비디오를 캡쳐할 수 있습니다.
1. 비디오 녹화를 시작하려면 비디오 캡쳐
릭합니다.

아이콘을 클

2. 비디오 녹화를 중지하려면 비디오 캡쳐 아이콘을 다시
클릭합니다.

보고서 설정

보고서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자 창에서
1. 환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Edit(편집) > User Setup(사용자 설정) > Report Setup(보
고서 설정)를 클릭합니다.
3. 보고서 내용을 원하는 대로 편집합니다.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테스트 화면에서
1. 테스트 화면을 표시합니다.
2. Edit(편집) > Test Report Setup(테스트 보고서 설정)를
클릭합니다.
3. 보고서 내용을 원하는 대로 편집합니다.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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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정 백업/복구 및 기존의
Viking 설정 가져오기
이 장은 설정과 테스트 폴더를 백업하고 복구하는 방법 및 기존의 Viking 설
정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이 장에 나온 절차는 검사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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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및 테스트 폴더 백업
1. Start(시작) > All Programs(모든 프로그램) > Natus > Emg > Utilities(유
틸리티) > Backup Settings(백업 설정)를 클릭합니다.
2. EMG 설정 백업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3. 설정 폴더의 이름을 생성합니다.
4.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5. 백업된 설정 폴더의 위치를 확인하는 EMG 설정 백업 대화 상자에서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설정 및 테스트 폴더 복구
바탕화면에서
1. Start(시작) > All Programs(모든 프로그램) > Natus > Emg > Utilities(유
틸리티) > Restore Settings(설정 복구)를 클릭합니다.
2. Yes(예)를 클릭하여 시스템의 기존 설정에 대한 재정의 작업을 확인합
니다.
3. 복구하려는 설정 폴더를 클릭합니다.
4. Open(열기)을 클릭합니다.
5. 설정이 복구되었다는 알림이 나타나면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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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Viking 설정 가져오기
이 절차는 이전에 생성된 기존의 Viking 설정을 가져옵니다.
1. 테스트 창을 제외한 원하는 Viking 창에서, File(파일) > Import(가져오
기) > Viking Settings(Viking 설정)를 클릭합니다.
2. Viking 설정의 위치를 탐색합니다(예: C:\Nicolet\VikDir\Settings.Sel).
모든 Viking 설정 및 시스템 설정 파일을 가져오거나, 선택한 Viking 설정 파일
만 가져오거나, Viking 시스템 설정 파일만 가져오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Viking 테스트
및 시스템 설정 가져
오기

이 방법은 인터페이스, 생성기, 프린터, 지역 설정 등을 포함하는 모든
Viking 테스트 설정 및 Viking 시스템 설정을 가져옵니다.
1. 설정이 가져오기되는 테스트 폴더의 기본 라벨을 변경하려면 원하는 라
벨을 입력하십시오.
2. Import(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Viking 설정만
가져오기

이 방법은 선택한 Viking 테스트 설정만 가져옵니다.
1. Viking 가져오기 설정 창에서, 확대
를 클릭해 Viking 설정 가져오기
창을 표시하면, 가져올 특정한 설정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Select All(모두 선택)를 취소합니다.
3. 가져오려는 설정 파일을 클릭합니다.
4. Import Test Setups(테스트 설정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가져오기 상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a. 가져오기에 성공하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b. 가져오기가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경우,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하
십시오.
i. Show Log(로그 표시)를 클릭해 선택한 설정을 가져온 후 수정
이 필요할 수 있는 설정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ii.

를 클릭해 로그 창을 닫습니다.

iii. 닫기를 클릭해 가져오기 상태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6. 닫기를 클릭해 Viking 설정 가져오기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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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ing 시스템 설정만
가져오기

이 방법은 인터페이스, 생성기, 프린터, 지역 설정 등을 포함하는 Viking 시
스템 설정만 가져옵니다.
1. Viking 가져오기 설정 창에서, 확대
를 클릭해 Viking 설정 가져오기
창을 표시하면, 가져올 특정한 설정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Import System Setup(시스템 설정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3. 가져오기 상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a. 가져오기에 성공하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b. 가져오기가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경우,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하
십시오.
i. Show Log(로그 표시)를 클릭해 선택한 설정을 가져온 후 수정
이 필요할 수 있는 설정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ii.

를 클릭해 로그 창을 닫습니다.

iii. Close(닫기)를 클릭해 가져오기 상태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4. Close(닫기)를 클릭해 Viking 설정 가져오기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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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액세스 표시줄 2-15
헤더 표시줄 2-14
트랙볼 2-6
트레이스 중첩 5-9
트레이스에서 마커 이동시키기 5-7
폐기 1-e
표시 화면 5-8
표시 화면 - 바꾸기 5-8
표시 화면 바꾸기 5-8
표시 화면 이미지 및 비디오 캡쳐 4-12
표준 데이터 보고서 인쇄 4-12
프린터 켜고 끄기 2-11
필터
필터 설정을 도구 모음의 모든 채널에 적용 2-17
필터 설정을 도구 모음의 한 채널에 적용 2-18
하드키 2-5
헤더 표시줄 2-14
홈 페이지 메뉴 2-13
도움말 2-13
보고서 2-13
새 환자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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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선택 2-13
테스트 이력 2-13
테스트 화면 2-13
환자 2-13
화살표 키 2-4
환자 2-13
환자 기록 생성 / 선택 4-9
환자 삭제 3-4
환자 정보 3-1
환자 정보 기록
새 환자 기록 생성 3-3
환자 기록 삭제 3-4
환자 정보 기록 삭제 3-4
환자 정보 기록 편집 3-3
환자 체온 5-10
환자 체온 - 측정 5-10
환자 체온 측정 5-10
환자 화면 3-3
획득 설정 패널 2-16
개별 채널 설정 2-17
필터 설정을 모든 채널에 적용 2-17
획득 설정 패널에서 모든 채널 설정 2-17
획득 설정 패널 표시 2-16
후면 패널 아이콘 2-9
A
Average( 평균 ) 하드키 2-5
C
Cursor( 커서 ) 휠 2-3
D
Display Prompt Area(DPA, 디스플레이 프롬프트 영역
) 2-4
DPA( 내용 표시 영역 ) 2-15
DPA(Display Prompt Area) 2-15
E
EMC( 전자파 적합성 ) 1-d
K
Key Line hardkey 2-5
M
Marker( 마커 ) 하드키 2-5
N
Next Exam( 다음 검사 ) 하드키 2-5
Nicolet VikingQuest 마우스 사용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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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Nicolet VikingQuest Base Unit( 베이스 장치 ) 바닥 패널
라벨 아이콘 2-10
NicVue 3-4
NicVue - 시작하기 4-6
NicVue 나가기 4-6
NicVue 시작하기 4-6
S
S403 전기자극기 프로브 2-6
Screen Copy( 화면 복사 ) 하드키 2-5
Select Exam( 검사 선택 ) 하드키 2-5
Sensitivity( 감도 ) 하드키 2-5
Speaker Volume Dial 2-3
Stimulus Level( 자극 레벨 ) 다이얼 2-3
Switch( 스위치 ) 하드키 2-5
Synergy 운동 신경 전도 연구 4-5
Synergy/Viking 소프트웨어 - 경고 및 오류 코드 1-5
T
Time Base( 시간축 ) 하드키 2-5
Trace Up/Down( 트레이스 증가 / 감소 ) 하드키 2-5
V
Viking 운동 신경 전도 연구 4-4
VikingQuest 마우스 2-6
VikingQuest 제어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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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 VikingQuest

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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