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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명시 설명서
UltraPro S100은 NCS(Nerve Conduction Studies, 신경 전도 검사),
EMG(electrophysiological, 근전도 검사) 및 자율 반응을 포함한 인간 신경계
및 근육계의 전기생리학적 정보를 획득, 표시, 분석, 저장, 보고 및 관리하도
록 만들어졌습니다.
UltraPro S100은 두 전극(전기 피부 반응 및 교감 피부 반응) 사이의 전기 저
항에서의 변화를 측정하여 생리학적 자극에 대한 자율 반응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 테스트에는 RR 간격 변화의 평가도 포함됩니
다. UltraPro S100은 신경계의 생리학적 기능을 감지하고 신경 근육 질병이
나 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열된 양식에는 중복된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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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전도 검사는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합니다.
• EP(유발전위)에는 VEP(시각 유발전위), AEP(청각 유발전위), SEP(체성
감각 유발전위) 등이 있습니다.
UltraPro S100은 유자격 의료 제공자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2 10, 2020

a

Natus UltraPro S100

사양 및 정확도 정보
시스템 사양 시트 169-443700 을 참고하십시오 .

연락처 정보
기술 지원
Natus Neurology 주식회사
3150 Pleasant View Road
Middleton, WI USA 53562
608-829-8500
1 800-356-0007
팩스: 608-829-8589
natus.com
유럽 공인 대리점
Natus Manufacturing Limited
IDA Business Park
Gort, Co.Galway, Ireland

국내
Natus Medical Incorporated
3150 Pleasant View Road
Middleton, WI USA 53562
1-800-356-0007
madison.helpdesk@natus.com
natus.com
국제
Natus Medical Incorporated
전화: 0049 (0) 180 501 5544
팩스: 0049 (0) 89 83942777
service.europe@natus.com
na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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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및 기호
아래 명시된 라벨과 기호는 UltraPro S100 시스템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기호

기준

설명

ISO 60601-1

본 장치 관련 경고. 경고는 사용자 또는 환자에
게 사망 또는 심한 부상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냅
니다.

표 D.2 #2
ISO 15223-1
기호 5.4.4
ISO 60601-1

본 장치 관련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환자에 대한
부상의 위험 또는 기기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있
음을 나타냅니다.

표 D.1 #10
ISO 15223-1

사용 지침 참조

기호 5.4.3

기기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어 주십
시오.

ISO 60601-1
표 D.1 #11
ISO 60601-1

사용 지침을 따르십시오.

표 D.10 #2
IEC606011:

BF형 장착부

2005+AMD1:2012
EN 60601-1:
2006+A1:2013

감전을 방지하는 보호 등급을 정의합니다. 다음
IEC 60601-1의 BF형 요건을 준수합니다.
2005+AMD1:2012 및
EN 60601-1:2006+A1:2013.

EN 50419

폐기물 관리 섹션의 정확한 폐기 정보를 정의합
니다.

ISO 15223-1

참조 번호. 기기의 부품 번호입니다.

기호 5.1.6
ISO 15223-1
기호 5.1.7

제조 연도, 문자, 기기 일련번호, 3자로 된 수정
코드가 포함됩니다.

ISO 15223-1

제조사 정보는 이 기호 옆에 있습니다.

기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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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5223-1

제조일은 이 기호 옆에 있습니다.

기호 5.1.3
ISO 15223-1
기호 5.1.2
Rx Only

공인 EC 대리점

해당 사항 없음
미국 연방법은 허가된 의료 전문의에 의
해 또는 그 지시에 의해 본 기기를 판매할 수 있
도록 제한합니다.

Medical
Device

해당 사항 없음

의료기기.
본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나타냅니다.

ISO 15223-1
기호 5.3.7
ISO 15223-1

본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최고
및 최저 온도를 나타냅니다.

기호 5.3.8

본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최고
및 최저 습도를 나타냅니다.

ISO 15223-1

포장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호 5.2.8

참조 표준

• ISO 15223-1:2016: 의료기기 - 의료기기 라벨, 라벨링 및 제공될 정보와
함께 사용될 기호 - 파트 1: 일반 요건.

• IEC 60601-1:2005+AMD1:2012 기본 안전성 및 필수 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 통합본

• IEC 60601-1-2:2014 의료전기기기 - 파트 1-2: 기본 안전 일반 요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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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참조 가이드 읽기
본 시스템에 전원을 연결하고 사용하시기 전에 특히 Safety Information(안
전 정보), Cautions(주의), Warnings(경고)에 주의하여 함께 제공된 482638702 디스크에서 Additional Information and Safety(추가 정보 및 안전) 항
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MC( 전자파 적합성 )
이 설명서의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전자파 적합성)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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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약
이 설명서에서는 두 개의 표식을 사용해서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파괴적
인 조건 및 시술을 표기하였습니다 .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환자에 대한 부상의 위험 또는 기기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고

경고는 사용자 또는 환자에게 사망 또는 심한 부상의 위
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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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치를 사용하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 기준 및 표시된 데이터가 획득한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 앨리어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
으로 10밀리초로 표시되는 반응의 시간 기준이 1초의 시간 기준에 따라 표
시되는 경우 이 데이터가 격감하여 앨리어싱이 발생합니다. 시간 기준을 획
득 중인 신호 유형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저속(긴 반응)은 긴
시간 기준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단기(빠른 반응)는 짧은 시간 기준으로 표
시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전기 자극을 노출시키면 환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Natus UltraPro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중대 사고는 Natus Medical
Incorporated와 사용자 및/또는 환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의 관할 기관에 보고
해야 합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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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장시간 자극 노출 시 과도한 밀도로 인한 화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
해 0.25W/cm2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극 전극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저항
(Ohms)

최대 사용 전류
(mA)

자극 기간
(µs)

속도
(Hz)

표면적
(cm2)

필수 디스크 직경
(mm)

2000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4000
2000
2000
2000
4000

25
25
50
50
25
25
50
50
25
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
200
1000
1000

2
5
2
5
2
5
2
5
2
5
100
100

0.001
0.0025
0.004
0.01
0.002
0.005
0.008
0.02
0.002
0.005
8
16

0.356824974
0.564189822
0.713649948
1.128379644
0.504626718
0.797884898
1.009253435
1.595769796
0.504626718
0.797884898
31.91539591
45.13518575

표1
표 1의 범례
저항은 ohm 단위의 자극 전극의 임피던스입니다.
최대 사용 전류는 밀리암페어(mA) 단위로 사용자가 사용 시 계획한 최대
자극 강도입니다.
자극 기간은 마이크로초(µs) 단위입니다.
속도는 사용자가 사용 시 계획한 최대 자극 속도입니다.
표면적은 사용되어야 하는 자극 전극의 최소 표면적입니다.
필수 디스크 직경은 사용되어야 하는 둥근 디스크 전극의 최소 직경입니다.
디스크 직경 = 20 * 제곱근(표면적/3.14159) 밀리미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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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시스템 점검

외관 손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장치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의학 시설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십시오.

오염제거

사용자에 의한 오염제거는 세척 및 소독으로 한정됩니다. 그 외 기기 내 유
지관리는 자격을 갖춘 인원 외에는 실시 불가합니다.

세척 지침

기기 사용 빈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해 주십시오. 현지 위생기관의
지침과 다음의 사항을 항상 따라 주십시오.

• 세척 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 중성세제(예: Wet Wipes®)로 약간 적신 깨끗한 천으로 닦은 후 마른 천으
로 다시 닦아 주십시오.

• 기기의 버튼 부분 또는 케이스의 틈새로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
십시오.

세척용제 또는 솔벤트, 실리콘, 연마제 및/또는 가연성 물질이 섞인
용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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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품의 모든 외관 부품은 다음과 같이 닦으십시오.

조립품을 닦을 때 화학 물질과의 접촉은 아래에 명시된 화학 물질로
제한됩니다. 기타 화학 물질은 장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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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로 섞은 세정제.
프로브 헤드의 플라스틱 부분에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알코올을 사용할 경우 손상되거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염제거 방법

오염제거 시에는 필요에 따라 외과용 알코올(70%), 염소(1000ppm) 또는 에
탄올 용제(7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독약 제조사의 설명 및 상기 세척
설명의 각 과정을 주의 깊게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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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유지관리
안전관련 확인사항

연 1회 이상 또는 수리 후에는 유자격 인원이 다음의 안전관련 사항을 확인
해야 합니다.

j

1.

육안으로 보이는 손상 검사

2.

전원선 및 연결 케이블 검사

3.

전극 케이블 및 환자 케이블 확인

4.

절연저항 측정

5.

누설전류 측정

6.

보호접지도체 저항 측정

7.

보호접지 인클로저 및 카트부 저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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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제품 내/외부 또는 보호접지 도체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보호/기능접지
커넥터가 분리될 시에는 기기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장
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호접지 도체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권장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 비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위치한 전원에 연결하거나, 비의료
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장비에 본 기기를 연결할 시에는 IEC 606011(IEC 60601-1-1) 전기 의료기 안전 요건의 내용을 준수해 주십시오. IEC
60601-1(IEC 60601-1-1)의 내용은 본 섹션 아래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기를 전원에 연결할 시에는 커넥터에 전기가 통할 수 있으며 부품을
분리하거나 커버를 열 때에는 반드시 도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기를 조절, 교체, 유지관리 또는 수리할 시에는 반드시 모든 전압원
으로부터 분리해 주십시오.

• 제품을 수리해야 할 시에는 사용자가 본 설명서에 명시한 서비스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Natus 공인 서비스 담당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 명시된 정격전류 및 특정 유형에 따른 퓨즈 외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임
시 퓨즈를 사용하거나 퓨즈 홀더를 단선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환자에 1대 이상의 장비가 연결된 경우 환자 누설 전류 합계치에 주의해
야 합니다.

• 보호장치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될 시에는 반드시 기기 작동을 중단하고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유자격 서비스 인원을 통해 다음을 포함한 기능 시험 및 안전 검사를 실시
해 주십시오.

• 절연 시험
• 접지 연속성 시험
• IEC 60601-1에 준한 누설전류 시험.

22 10, 2020

k

Natus UltraPro S100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장치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육안으로 손상된 부분이 보이는 경우.
•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운송 중 강한 자극을 받은 경우.

작동 수명이 끝난 후의 폐기 지침
Natus에서는 EU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규정 2014
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서는 올바른 처리
와 회수를 통해 WEEE가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 및
전자 폐기물을 별도 수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Natus에서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최종 사용자가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거 및 회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atus.com을 통해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기 및 전자 폐기물(EEE)에는 WEEE를 올바르게 취급하지 않았을 때 사람
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자재, 구성요소 및 물질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사용자도 WEEE가 안전하게 재사용 및 재활
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 및 전자 장비 사용자는 WEEE를 기타 폐기물과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수거 체계나 제
조업자/수입업자 회수 의무 또는 허가받은 폐기물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전
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 유해 영향을 줄이고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 가능성은 증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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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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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권 보유. 이 설명서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Natus Medical Incorporated
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될 수
없는 회사 자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권 사용상의 이러한 제
한 사항은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장치로 확장 적용됩니다.
사용자 설명서의 복사본은 Natus Medical Incorporated 또는 해당 유통업체
의 판매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tus Medical Incorporated는 이러한 문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의 대변
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Natus Medical Incorporated는 이러한 복사본의
보유, 판매, 사용과 관련해서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
인합니다.
natus.com

Natus Medical Incorporated
3150 Pleasant View Road
Middleton, WI USA 5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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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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al Incorporated 와의 합의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이상 사
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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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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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al Incorporate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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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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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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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설명
UltraPro S100은 다양한 NCS(Nerve Conduction Studies, 신경 전도 검사),
EMG(Electromyography, 근전도 검사), EP(Evoked Potential, 유발전위 검사)
와 자율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선택형
부속 장치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특별한 임상학적 필요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UltraPro S100을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 성능
사용자는 UltraPro S100을 통해 광범위한 NCS(신경전도 검사), EMG(근전
도 검사), EP(유발전위) 검사, 자율 검사 및 IOM(수술 모니터링)과 같은 다
중 의학장비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선택형 부속장치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특별한 임상학적 필요사항이나 수
술실 모니터링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UltraPro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장점
UltraPro S100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경근병 진단에 도움이 되는 신경과 근
육에서 파형 및 측정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측정치가 예상치 또는 정상
치를 벗어나는 경우 유병 상태로 표시됩니다. UltraPro S100 시스템은 수근
관 증후군, 신경근병, 신경 연계, 영양장애, 기타 다양한 신경 및 근육계 질
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UltraPro 시스템은 생리적 신호의 기록, 재생, 분석 관련 전기 진단(EDX) 기
록 측정기 사용법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유자격 임상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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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 및 대상 그룹
UltraPro S100은 아동 및 성인 신경/근육 질환 환자 진단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잔존 위험
본 시스템에 전원을 연결하고 사용하시기 전에 특히 안전 정보, 주의 및 경
고에 주의하여 함께 제공된 482-638702 디스크에서 Additional Information
and Safety(추가 정보 및 안전) 항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및 보안 요건
함께 제공된 482-651400 디스크에서 네트워크, 보안, 무단 접근 방지 관련
하드웨어 요건이 기술된 Nicolet Viking/Synergy Networking Support Guide
(Nicolet Viking/Synergy 네트워킹 지원 가이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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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설치 및 서비스 안내
장치 연속성 유지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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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
인 검사를 하면 적절한 안전 점지선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실히 할 수 있습
니다. 이 검사는 설치와 유지관리가 시행된 후에 항상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검사는 규칙적인 유지관리 주기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UltraPro S100 증폭기와 시스템 필수 성능
UltraPro S100 증폭기와 시스템은 성능 사양을 해치지 않고 다양한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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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은 지속적인 작동을 위해 만들어졌고, IEC 60601-1 보호 분류 등
급 I, BF형 장착부, 보통 장비를 갖추며 인화성 마취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MDD 장비 등급은 IIb입니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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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사용
이 설명서에는 UltraPro S100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환자 파일 생성, 검사 다루기, 간단한 검사 수행에 대
한 설명이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UltraPro S10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포함됩니다.

시스템 소개
UltraPro S100 시스템은 전용 제어판, 색상으로 구분된 다기능 소프트 키,
그리고 작동을 간소화하는 사용이 쉬운 Windows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
합니다.
UltraPro S100 카트에는 옵션인 프린터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구성 요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능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작동을 단순화 해줍
니다. 검사 기능을 사용하면 간편한 버튼 조작으로 여러 프로토콜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준 프로토콜
을 사용하는 테스트 과정이 보다 신속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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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보조 부속품
Natus 시스템을 통해 전기생리학적 정보의 획득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보조 부속품이 있습니다. 이들 부속품에는 Natus Medical
Incorporated 시스템에는 제공되지 않는 표면 전극과 침전극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Natus Medical Incorporated 시스템
과 호환되는 이러한 부속품에 대한 설명, 권장사항 및 사양이 제공되어 있
습니다.
선택한 표면 전극은 신경 전도 및 유발 전위 검사용으로 통과되거나 승인을
받은 전극입니다. 1회용 또는 재사용 가능 표면 전극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극의 크기는 시행 중인 테스트에 맞춰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
다. 재사용 가능 표면 전극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보통은 백금, 금 또는
은으로 제작됩니다. 금속 재사용 가능 전극은 제조업체나 전극에서 제공하
는 지침에 따라 청소하거나 가동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표면 전극에는
DIN 42 802 표준과 호환되는 보호용 핀 커넥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비독점
핀 커넥터는 EMG 시스템의 업계 표준입니다.
1회용 및 재사용 가능 침전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침전극은 다양한 재
료로 제작됩니다. 침전극은 근전도 검사 응용 프로그램용으로 통과되거나
승인을 받은 전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중인 테스트에 적합한
길이와 게이지를 사용하십시오. 커넥터는 원형 5 핀 DIN 커넥터입니다. 이
비독점 핀 커넥터는 EMG 시스템의 업계 표준입니다. 이 커넥터의 핀 구성
은 활성 핀 1, 기준 핀 2, 구동 차폐 핀 3, 환자 접지용 핀 4와 5가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 연결
연결 관련 안내는 UltraPro S100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명령어 입력
제어판의 키를 누르거나, 키보드의 키를 입력해서 명령어, 문자, 값을 입력
하고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트랙볼과 같은 지시 장치가 있으
면 기능 키 영역의 항목을 지시 및 클릭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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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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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개요
UltraPro S100 시스템은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는 제어판 측면에 증폭기 연결부가 있습니다.
•2세대는 제어판 후면에 증폭기 연결부가 있습니다.
•3세대는 베이스 하우징 및 제어판이 수정되었습니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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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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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UltraPro S100 베이스

1

베이스 장치

3

측면 패널

2

후면 패널

4

제어판

UltraPro S100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작동하기 전에 다음 시스템 부품을 연결해야 합니다.
1.

다음 그림과 같이 모든 신호 인터페이스 케이블(USB/HS 링크)을 연결
합니다.

2.

3단계까지 진행되는 전원 코드를 제외한 모든 전원 인터페이스 케이블
을 연결합니다.

3.

전원 코드를 벽에 설치된 일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IEC 60601-1(IEC 60601-1-1)을 준수하도록 Natus Medical

Incorporated에서 지정한 옵션 장치만 사용하십시오.
윙윙 소리가 나는 간섭 현상(특히 환자나 증폭기 부근)이 들리지 않
도록 항상 Natus Medical Incorporated에서 제공하는 차폐 전선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벽면 전원 콘센트에 연결된 장치는 필요 시 주 전원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합니다.
참고: 베이스 장치나 카트의 주전원 입력부에서 전원을 분리하면 UltraPro
S100 시스템 전체의 주 전원이 단절됩니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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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연결 - 1세대

구성 요소는 위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항목

설명

A

랩톱

1

USB 2.0 케이블(2M)

B

베이스 장치

2

고속 링크 케이블(독점)

C

전원 어댑터

3

전원 어댑터 IEC 케이블(1피트)

D

전기자극기 프로브

4

병원용 전원 케이블, 차폐

5

전원 점퍼 케이블 IEC(2M)

• 고급 자극 프로브(그림)
• Comfort Probe RS10(선택형, 그림
없음)

2-4

E

페라이트

F

3채널 증폭기

G

4채널 증폭기

H

Iso 박스는 옵션인 카트에서만 사
용합니다

I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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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우측 패널 - 1 세대

1

자극기 출력(절연)
자극기 출력 커넥터는 전기 절연되어 있습니다.
자극기 출력 소켓(절연)
DIN 플러그를 사용하여 자극 전극을 연결하는
용도입니다. 활성 자극 프로브에 대해 지원됩
니다.

2

HS 링크 출력 커넥터
증폭기 연결
EMI 서프레션이 내장된 Cat5
전용 케이블

10 22, 2020

3

음향 변환기 연결

4

LED 고글 변환기 연결

5

EMG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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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 1 세대

1

보호 접지

2

기능 접지
잡음 제거 시

3

듀얼 USB 커넥터 – 타입 A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판스
위치와 메모리 스틱에만 사용됩니다.

4

USB 커넥터 – 타입 B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사용됩니다.

5

환자 반응, 건 망치 커넥터

6

트리거 입력/출력 커넥터

7

시각적 변환기 커넥터

8

전원 인입구
입력: 100-240Vac, 50/60Hz, 최대 300VA
퓨즈
F1, F2 : T4A/250V

9

전원 콘센트(차폐트랜스와 함께 사용되지 않을 경우
컴퓨터에만)
출력: 주전원 100 - 240VAC 최대 200V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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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케이블 연결 - 2세대

구성 요소는 위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항목

설명

A

랩톱

1

USB 2.0 케이블(2M)

B

베이스 장치

2

고속 링크 케이블(독점)

C

전원 어댑터

3

전원 어댑터 IEC 케이블(1피트)

D

전기자극기 프로브

4

병원용 전원 케이블, 차폐

5

전원 점퍼 케이블 IEC(2M0)

• 고급 자극 프로브(그림)
• Comfort Probe RS10(선택형, 그림
없음)

10 22, 2020

E

페라이트

F

3채널 증폭기

G

4채널 증폭기

H

Iso 박스는 옵션인 카트에서만 사
용합니다

I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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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패널 - 2 세대

1

자극기 출력(절연)
자극기 출력 커넥터는 전기 절연되어 있습니다.
자극기 출력 소켓(절연)
DIN 플러그를 사용하여 자극 전극을 연결하는 용도입니다.
활성 자극 프로브에 대해 지원됩니다.

2-8

2

음향 변환기 연결

3

LED 고글 변환기 연결

4

EMG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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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후면 패널 - 2 세대

1

보호 접지

2

기능 접지
잡음 제거 시 사용.

3

듀얼 USB 커넥터 – 타입 A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판스위치와 메모
리 스틱에만 사용됩니다.

4

USB 커넥터 – 타입 B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사용됩니다.

5

환자 반응, 건 망치 커넥터

6

트리거 입력/출력 커넥터

7

HS 링크 출력 커넥터
증폭기 연결
EMI 서프레션이 내장된 Cat5
전용 케이블

8
9

시각적 변환기 커넥터
전원 인입구
입력: 100-240Vac, 50/60Hz, 최대 300VA
퓨즈
F1, F2 : T4A/250V

10

전원 콘센트(차폐트랜스와 함께 사용되지 않을 경우 컴퓨터에만)
출력: 주전원 100 - 240VAC 최대 200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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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연결 - 3세대

구성 요소는 위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항목

설명

A

랩톱

1

USB 2.0 케이블(2M)

B

베이스 장치

2

고속 링크 케이블(독점)

C

전원 어댑터

3

전원 어댑터 IEC 케이블(1피트)

D

전기자극기 프로브

4

병원용 전원 케이블, 차폐

5

전원 점퍼 케이블 IEC(2M)

• 고급 자극 프로브(그림)
• Comfort Probe RS10(선택형, 그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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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페라이트

F

3채널 증폭기

G

4채널 증폭기

H

Iso 박스는 옵션인 카트에서만 사
용합니다

I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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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우측 패널 - 3 세대

1

자극기 출력(절연)
자극기 출력 커넥터는 전기 절연되어 있습니다.
자극기 출력 소켓(절연)
DIN 플러그를 사용하여 자극 전극을 연결하는
용도입니다. 활성 자극 프로브에 대해 지원됩
니다.

2

음향 변환기 연결

3

LED 고글 변환기 연결

1

스피커

2

전원 스위치

좌측 패널 - 3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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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 3 세대

1

보호 접지

2

기능 접지
잡음 제거 시 사용.

3

듀얼 USB 커넥터 – 타입 A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판스
위치와 메모리 스틱에만 사용됩니다.

4

USB 커넥터 – 타입 B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사용됩니다.

5

트리거 입력/출력 커넥터 - 옵션 1

6

트리거 입력/출력 커넥터 - 옵션 2

7

HS 링크 출력 커넥터
증폭기 연결
EMI 서프레션이 내장된 Cat5
전용 케이블

8

시각적 변환기 커넥터

9

전원 인입구
입력: 100-240Vac, 50/60Hz, 최대 300VA
퓨즈
F1, F2 : T4A/250V

10

전원 콘센트(차폐트랜스와 함께 사용되지 않을 경
우 컴퓨터에만)
출력: 주전원 100 - 240VAC 최대 200VA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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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제어판 기능 - 1, 2세대

10 22, 2020

1

자극 강도 제어 노브

2

자극 기간 제어 키

3

자극 반복 속도 제어 키

4

화살표 키(마커 탐색 제어 키)

5

사용되지 않음

6

선택 노브

7

볼륨 표시기

8

오디오 음소거 표시기

9

오디오 음소거 키

10

화면 탐색 키

11

오디오 키

12

숫자 키패드

13

Enter 키

14

대기 표시기

15

실행 표시기

16

기능 키

17

디스플레이 키

18

반복 자극 키

19

자극 표시기

20

1회 자극 키

21

자극을 0으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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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켜짐 / 대기 표
시기
실행
대기

화면 탐색 / 소프트웨
어 기능
화면 탐색 키 – 색 구분
소프트웨어 화면 탐색 키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6개의 소프트웨어 탐색 키 색상과 기능은 응용 프로
그램의 소프트웨어 화면 탐색 버튼에 해당합니다.
기능 키 – 색 구분
소프트웨어 기능 키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여
러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소프트웨어 기능 키 색상과 기능은 응용 프로
그램의 소프트웨어 기능 버튼에 해당합니다.

디스플레이 키
오른쪽과 왼쪽 제어 키를 사용하여 소인 기간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키는 디비전당 소인 기간을 낮춰 트레이스의
폭을 넓힙니다.
왼쪽 키는 디비전당 소인 기간을 높여 트레이스의 폭
을 좁힙니다.
위 및 아래 제어 키는 감도 수준을 수정하는 데 사용
합니다.

• 위 키는 디비전당 감도를 낮춰 트레이스를 크게 만
듭니다.

• 아래 키는 디비전당 감도를 높여 트레이스를 작게
만듭니다.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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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자극
자극 표시기
자극 표시기 황색 표시등(LED)은 1회 자극의 경우 한
번, 반복 자극의 경우 간헐적으로 깜박입니다.
1회 자극 키
1회 자극 키를 누르면 1회 자극이 제시되고 표시등이
한 번 깜박입니다.
1회 자극 키는 반복 자극을 중단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자극 키
반복 자극 키를 누르면 반복 자극이 제시되고 표시등
이 간헐적으로 깜박입니다.
반복 자극을 중지시키려면 같은 반복 자극 키나 1회
자극 키를 누릅니다.

자극 강도 / 기간 / 반
복 속도
자극 강도 제어 노브
자극 강도 제어 노브를 사용하여 자극을 푸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어 노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극 강도가 증가합
니다.
제어 노브를 왼쪽으로 돌리면 자극 강도가 감소됩니다.
자극 강도 키 재설정
자극 강도 키 재설정을 누르면 자극 강도가 베이스 수
준으로 재설정됩니다.
전류 자극기 조작 시 환자를 고전류에 노출시
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극 전극을 연결 또는
분리하기 전에 항상 자극기를 재설정하십시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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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기간 제어 키
자극 기간 위로 및 아래로 제어 키를 사용하여 자극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위로 키는 자극 기간을 늘립니다.
아래로 키는 자극 기간을 줄입니다.
자극 반복 속도 제어 키
자극 반복 속도 위로 및 아래로 제어 키를 사용하여
자극 반복 속도를 높이거나 줄입니다.
위로 키는 자극 속도를 높입니다.
아래로 키는 자극 속도를 낮춥니다.

오디오 / 볼륨 / 커서
모드 / 트레이스 / 마
커 / 트리거
오디오 키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는 오디오 볼륨을 줄이거나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
오디오 음소거 키/표시기
스피커 음소거 키를 눌러 On/Off 기능 간에 전환합니다.
황색 표시등(LED)은 스피커가 음소거 상태임을 의미
합니다.
볼륨을 조정하려면 아래의 마커 제어 휠 기능을 참조
하십시오.
선택 노브
휠을 회전시켜 트레이스/마커 또는 트리거 커서를 움
직입니다.
휠을 눌러 활성 트레이스에서 마커를 순환합니다.
사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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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트레이스/마커/트리거 제어 키
운동 및 감각, F-Wave 및 H-Reflex 응용 프로그램:
위로 및 아래로 제어 키를 사용하여 활성 트레이스를
선택합니다.
왼쪽 및 오른쪽 제어 키를 사용하여 활성 커서를 선택
합니다.
EMG 응용 프로그램:
위로 및 아래로 제어 키를 사용하여 트리거 커서를 조
금씩 움직입니다.
좌/우 제어 키는 선택한 항목을 한 단계씩 움직입니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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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 3 세대

2-18

1

음량 줄임

2

음량 높임

3

좌/우측 선택 키

4

테스트 선택

5

기능 키

6

실행 표시기

7

대기 표시기

8

자극 강도 제어 노브

9

평균 키

10

1회 자극 키

11

반복 자극 키

12

커서 휠, 트리거 라인, 스크롤

13

삭제

14

선택한 트레이스 키를 낮춤

15

선택한 트레이스 키를 높임

16

시간 기준 키를 낮춤

17

감도 키를 낮춤

18

시간 기준 키를 높임

19

감도 키를 높임

20

다음 테스트

21

음소거 키
10 22, 2020

시스템 기본사항

제어판 기능 - 3세대
전원 켜짐 / 대기 표
시기
실행 표시기
* 시스템 초기화 중 빛이 켜진 상태입니다.
* 응용 프로그램이 주 장치를 초기화한 후 빛이 켜진 상태입니다.
대기 표시기
* UltraPro 베이스가 켜지고 USB가 연결되었으나 EMG 응용 프로
그램이 실행 중이 아닐 시 천천히 깜박입니다.
* 시스템 초기화 중 빠르게 깜박입니다.
* 전원이 켜졌으나 USB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았을 시 켜진 상태입
니다.

소프트웨어 기능
기능 키 – 색 구분
12개의 소프트웨어 기능 키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여러 소
프트웨어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12개 키의 색상과 기능은 화면 하단의 응용 프로그램에 표시된 소
프트웨어 기능 키에 해당합니다.

디스플레이 키
오른쪽과 왼쪽 제어 키를 사용하여 소인 속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키는 디비전당 소인 기간을 낮춰 트레이스의 폭을 넓힙니다.
왼쪽 키는 디비전당 소인 기간을 높여 트레이스의 폭을 좁힙니다.
위 및 아래 제어 키는 감도 수준을 수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
•

10 22, 2020

위 키는 디비전당 감도를 높여 트레이스를 작게 만듭니다.
아래 키는 디비전당 감도를 낮춰 트레이스를 크게 만듭니다.

2-19

Natus UltraPro S100

자극
자극 표시기
* 시스템 초기화 중 빠르게 깜박입니다.
* 자극기가 활성화될 시 반복 속도로 깜박입니다.
* 임피던스 검사가 활성화될 시 빠르게 깜박입니다.
반복 자극 키
눌러서 반복 자극을 실시합니다. 표시기가 짧게 깜박입니다.
반복 자극을 중지시키려면 반복 자극 키나 1회 자극 키를 누릅니다.
1회 자극 키
눌러서 1회 자극을 실시합니다. 표시기가 1회 깜박입니다.
1회 자극 키는 반복 자극을 중단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극 강도
평균 키
눌러서 평균을 시작/중단합니다.

자극 강도 제어 노브
자극 강도 제어 노브를 사용하여 자극을 푸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제어 노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극 강도가 증가합니다.
제어 노브를 왼쪽으로 돌리면 자극 강도가 감소됩니다.

전류 자극기 조작 시 환자를 고전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극 전극을 연결 또는 분리하기
전에 항상 자극기를 재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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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선택기 실행
이전 실행
눌러서 이전 실행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실행
눌러서 다음 실행으로 이동합니다.

음량
오디오 키
버튼 상단을 눌러 음량을 높이고 하단을 눌러 낮춥니다.

오디오 음소거 키
눌러서 On/Off 기능 간에 전환합니다.
음소거 표시기
* 음소거 시 켜진 상태입니다.
* 주 장치 초기화 시 깜박입니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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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및 이동
삭제 키
Delete(삭제) 키를 눌러 선택한 트레이스, 마지막 입력한 문자 또는
선택한 입력 항목을 삭제합니다.
선택 노브
노브를 회전시켜 트레이스/마커 또는 트리거 커서를 움직입니다.

선택 테스트
테스트 키 선택
눌러서 홈페이지 테스트 메뉴를 이용합니다.

측면 선택 키
눌러서 검사할 좌/우측을 선택합니다.

다음 테스트 키
눌러서 다음 연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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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UltraPro S100 증폭기 모듈 - 3 및 4채널

Natus UltraPro S100 3 채널 증폭기

Natus UltraPro S100 4 채널 증폭기

전면 패널
증폭기 입력(분리형)
3채널 증폭기

모든 증폭기 입력 커넥터는 전기 절연
되어 있습니다.

4채널 증폭기

정전기에 민감한 증폭기 입력 커넥터
3 및 4채널 증폭기

증폭기가 손상되거나 성능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폭기 입력 커넥
터를 만지지 마십시오.
활성 전극 - 검은색

3 및 4채널 증폭기

활성 전극은 검정색 입력 커넥터에 해
당합니다.
기준 전극 - 적색

3 및 4채널 증폭기

기준 전극은 적색 입력 커넥터에 해당
합니다.
전원 켜짐 LED

4채널 증폭기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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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패널
증폭기 입력 커넥터(1-3)/(1-4)
증폭기 입력 커넥터는 DIN형 소켓과
1.5mm 접촉 방지 커넥터 쌍의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3채널 증폭기

4채널 증폭기

환자 접지 커넥터
환자의 접지 전극을 녹색 커넥터에 연
결합니다.
3채널 증폭기

전극 입력부가 전기 절연되어
있으므로 '환자 접지'를 차폐트랜스 장
치의 보호용 접지 연결부나 다른 '접지'
연결부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4채널 증폭기

임피던스 테스트 버튼

4채널 증폭기

음소거 버튼

4채널 증폭기

3채널 측면 패널/4채널 후면 패널

3 및 4채널 증폭기

HS 링크 입력 커넥터 - 주 장치 - 측면
패널/후면 패널
ㄴ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
용자와 환자는 증폭기 후면에 부착된
LINK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을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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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전류 자극기
안전 정보

자극기
전류 자극기 조작 시 환자를 고전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극 전극을 연결 또는 분리하기 전에 항상 자극기를 "재설정"하십
시오.
환자를 HF 수술기에 동시에 연결하면 전기 자극이나 기록 전극 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전기 자극기나 전극 입력 증폭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
다. 단파 또는 극초단파 치료기 근처(예: 1m 근방)에서 작업하면 전기 자극
기 출력부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 영향이 위험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류 자극기에서 위험
전류와 전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전기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극 전극
기록 또는 자극용 침전극을 사용할 때 사전 멸균 처리된 1회용 침전
극을 사용하거나 여러 번 사용한 침전극의 경우 철저하게 소독하여 사용하
십시오.
보호 접지에 연결된 부품을 포함하여 전극과 다른 전도 부품이 연결
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참고: 재사용 표면 전극을 세척할 경우 동봉된 사용 시 지침을 따르십시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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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프로브

1

출력 전극 핀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이 있을 경우 이 섹션에 있는 자극 전극에 대한 설명을 참조
하십시오.

2

극성 및 자극 표시기
자극의 음극은 일정하게 녹색으로 켜진 상태(LED)로 나타납니다. 자극이 있는 동
안 다른 LED 표시기는 1회 자극 시 한 번, 반복 자극 시 간헐적 형태로 황색으로 깜
박입니다. 자극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LED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3

극성 버튼
이 버튼을 눌러 극성을 변경합니다.

4

버튼 C
다음 연구 검사
모든 테스트에서 활성 상태입니다. 핸들의 버튼을 순간적으로 누릅니다.

5

버튼 A
다음 위치 버튼 - 운동과 감각 신경 테스트에서 활성 상태
핸들의 버튼을 순간적으로 누릅니다.

6

1회 자극 버튼
핸들의 버튼을 순간적으로 누릅니다.
반복 자극 버튼
최소 1초 동안 핸들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7

자극 강도 제어 휠
휠을 돌리면서 전류 자극의 세기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마우스 휠이나 제어판에 있는 자극 강도 제어 노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설정
자극 수준을 0으로 재설정하려면 제어판에서 자극 강도 재설정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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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사항

Comfort Probe RS10
에서 극성 변경

10 22, 2020

1.

프로브 헤드를 Comfort Probe RS10에서 똑바로 당깁니다.

2.

프로브 헤드를 180도 회전시킵니다.

3.

프로브 헤드를 Comfort Probe RS10에 다시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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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페달이 있는 발판스위치(옵션)
발판스위치는 USB 인터페이스를 갖춘 3개 페달 모델(1, 2, 3 기능)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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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보호 등급

1

사용자 프로그램 가능

2

다음 사이트(사용자 정의 가능)

3

자극 시작/중지(사용자 정의 가능)

10 22, 2020

시스템 기본사항

시스템 전원 공급
1. 모든 구성 요소가 이 장 초반부의 설명과 같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2. 전원 코드를 벽에 설치된 일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
3. Windows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 올바른 사용자 아이콘을 클릭하
고 비밀번호 ( 비밀번호가 있는 경우 ) 를 입력합니다 .
4.

(3세대만) 패널 좌측의 베이스 장치 전원 버튼을 켭니다.

5.

Natus Elite Viking 또는 Synergy 소프트웨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참고 : 로그인 ID 와 비밀번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종료
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의 적절한 시스템 종료 절차에 따라 수행하십
시오.
1.

Natus Elite Viking 또는 Synergy 홈페이지에서 File(파일) 및 Exit(나가기)
를 클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닫히며 윈도우 데스크톱이 표시됩니다.

2.

(3세대만) 패널 좌측의 베이스 장치 전원 버튼을 끕니다.

3.

컴퓨터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윈도우의 전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컴퓨터 화면의 왼쪽 하단에 있는 Start(시작) > Shutdown(종료)을 클릭
합니다.

5.

시스템이 꺼졌으면 벽에 설치된 일반 콘센트에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
합니다.

소프트웨어 - 경고 및 오류 코드
Natus Elite Viking 또는 Synergy 응용 프로그램에서 오류 및 기타 정보 메시
지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설명서 디스크 482-651400에 있는 문서 022210에 추가 정보
및 제안된 사용자 조치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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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Pro S100 획득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고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또는 새로
운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UltraPro S100 소프트웨
어를 설치하고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1. 획득 소프트웨어
설치

1.

Natus Elite Viking/Synergy EMG 설치 디스크를 넣습니다. 설치 프로그
램이 자동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2.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

Accept license agreement(최종 허가 합의서)에 체크 표시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

Acquisition System(획득 시스템)에 체크 표시하고 Next(다음)를 클릭
합니다.

5.

제공된 라이센스 양식에서 system serial number(시스템 일련 번호)를
입력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Next(다음)를 클릭하여 기본 응용 프로그램 대상을 수락합니다.

7.

Next(다음)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8.

Install(설치)을 클릭하여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9.

Install this driver anyway(이 드라이버 설치)를 클릭합니다.

10. Next(다음)를 클릭하여 설치를 마칩니다.
11. OK(확인)를 클릭하여 PC를 재부팅합니다.
12. UltraPro S100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됩니다.

2. UltraPro S100 소프
트웨어 라이센스
생성 및 적용

1. UltraPro S100 라이센스를 생성 및 적용하는 경우 UltraPro S100 라이센

스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기술 사양
기술 사양을 보려면 기술 사양 시트의 UltraPro S100 기술 사양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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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정보
이 장은 환자 검사 파일 작업에 사용되는 환자 정보 기능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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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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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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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환자 입력

1. New Patient(새 환자)를 클릭하여 새 환자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를 저장할지 버릴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영역이 삭제됩니다.
2.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및 방문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소 필수 필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필수 필드를 입력했으면 전
체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강조 표시된 필드는 문자가 입력될 화면 상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양식
에서 다음 줄로 이동하려면 <Enter> 또는 <Tab>(탭) 키를 누릅니다. 깜
빡거리는 커서를 이전 줄로 옮기려면 <Shift Tab>(시프트 탭) 키를 누릅
니다. 환자 데이터는 검사 절차 시작 전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3. 이름, 생년월일 등을 필요에 따라 입력합니다.
4. 환자의 이름과 ID 등이 화면 왼쪽에 표시됩니다.
5. 필요한 경우 나머지 정보 영역을 완료하려면 원하는 영역에 커서를 가져
간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 입력란으로 커서를 옮기려면 Tab(탭) 키
를 누릅니다.
6. 환자 데이터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려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7. Begin Testing(테스트 시작)을 눌러 테스트를 시작하거나 방문 세부정보
를 입력합니다.
8. 방문 정보는 Visit Details(방문 세부정보) 버튼을 눌러 추가할 수 있습니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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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선택/편집

1. Patient Database(환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환자를 나열하거나 환
자를 찾기 위해 Search(검색) 유틸리티를 사용하려면 UltraPro S100 메
인창에 있는 Patient List(환자 목록) 기능 키를 클릭합니다.
2. 세로 스크롤 바 또는 위/아래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원하는 환자 영역
으로 스크롤 다운합니다. 환자를 로드하려면 해당 환자에서 더블 클
릭하거나 환자를 강조표시한 후 Load Patient(환자 로드)를 클릭합니
다. 현재 환자 정보가 화면 왼쪽에 표시됩니다.
3. 필요에 따라 환자 정보를 편집합니다.
4. 업데이트가 필요한 정보를 다시 입력하여 현재 환자 정보를 변경하십
시오. 기본 현재 환자 정보가 모든 보고서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방문
정보는 각 방문에 대해 고유합니다.
5. 방문 세부정보를 변경하려면 Restart Visit(방문 다시 시작)를 선택합
니다.
6. Visit Details(방문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7. 방문 정보 기입을 완료했으면 Done(완료)을 클릭합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현재 환자 정보만 업데이트 중인 경우 완료되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참고: 환자를 로드하면 현재 환자를 교체하게 되고, 계속하기 전에 현재 환
자를 저장할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새 방문 시작

1. Patient Database(환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환자를 나열하거나 환
자를 찾기 위해 Search(검색) 유틸리티를 사용하려면 UltraPro S100 메인
창에 있는 Patient List(환자 목록) 기능 키를 클릭합니다.
2. 세로 스크롤 바 또는 위/아래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원하는 환자 영역
으로 스크롤 다운합니다. 환자를 로드하려면 해당 환자에서 더블 클릭
하거나 환자를 강조표시한 후 Load Patient(환자 로드)를 클릭합니다.
참고: 환자를 로드하면 현재 환자를 교체하게 되고, 계속하기 전에 현재 환
자를 저장할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3. New Visit(새 방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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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검사할 환자 불러
오기

1. Patient Database(환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환자를 나열하거나 환
자를 찾기 위해 Search(검색) 유틸리티를 사용하려면 UltraPro S100 메인
창에 있는 Patient List(환자 목록) 기능 키를 클릭합니다.
2. 환자를 로드합니다. 환자 정보가 왼쪽에 표시됩니다.
3. 방문 정보에 필요한 변경을 수행합니다. 완료되면 Done(완료)을 클릭
합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테스트 메뉴가 오른쪽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테스트를 시작하려는
테스트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5. 기존 방문에 테스트를 추가해야 할 경우
a. UltraPro S100 메인 창에 있는 Patient List(환자 목록) 기능을 클릭
합니다. 환자가 오른쪽에 나열됩니다.
b. 환자를 찾아서 이름을 강조표시합니다.
c. Catalog(카탈로그)를 클릭하면 이 환자에 대한 모든 방문이 표시됩
니다.
d. 추가하려는 방문을 찾기 위해 날짜별로 검색하고 해당 날짜를 강조
표시합니다.
e. Restart(다시 시작)를 클릭합니다. 추가 테스트가 이 방문에 할당됩
니다.

검토할 검사 불러
오기

1. 파형 데이터를 검토하려면.
a. Patient List(환자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 오른쪽에 모든 환자
를 표시합니다.
b. 목록을 스크롤하거나 Search(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환자를 찾은
후 강조표시합니다.
2. Catalog(카탈로그)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 디스플레이 오른쪽에 이 환
자의 모든 방문 및 환자를 표시합니다.
a. 올바른 방문을 찾았으면 필요한 경우 폴더 앞에 있는 “+”를 클릭하
여 펼칩니다.
b. 파형 데이터 이름(Median APB, Ulnar FDI 등)을 두 번 클릭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마커 이동과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a. Exit Test(테스트 종료)를 클릭하여 환자 정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0 22, 2020

3-5

Natus UltraPro S100
b. Report(보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다시 생성하거나 다시
컴파일합니다.
4. End Visit(방문 종료)를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이 환자를 종
료합니다.
참고: 각 영역 제목 앞에는 "+" 또는 "-" 기호가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
오. 윈도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를 클릭하면 닫힌 폴더 또는 영역이 열리
고, 영역을 닫으려면 "-"를 클릭하면 됩니다.

환자 파일에서 검사
삭제

1. Patient List(환자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오른쪽 창에 모든 환자를 표시
합니다.
2. 원하는 환자를 강조표시합니다.
3. Catalog(카탈로그) 버튼을 클릭하여 이 환자에 대한 방문과 데이터 파
일을 표시합니다. 파형 파일을 찾아서 강조표시하거나 제거하려는 항
목에 따라 방문합니다.
4. 메뉴 모음에서 File(파일) > Delete Test(테스트 삭제)를 클릭하여 특정
파형 파일을 삭제하거나 File(파일)> Delete Visit(방문 삭제)를 클릭하
여 특정 날짜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두 경우 모두 삭
제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환자 삭제

1. Patient List(환자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환자를 강조표시합니다.
2. File(파일) > Delete Patient(환자 삭제)를 선택합니다. 삭제를 확인하
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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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행
이 장은 운동 신경 전도 연구를 예로 이용하여 연구 또는 검사를 수행할 때
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기본 단계들을 적용하여 UltraPro S100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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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구성 요소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케이블 연결이 올바르게 연결되고 확인될 때까지 시스템 전원
을 켜지 마십시오.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2장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시스템에는 올바른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주 전원 공급 장치를 켜면 시스템에 윈도우 로그온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스템에 로그온한 후:
1. 데스크톱에서 Viking 또는 Synergy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한 다음 로그인
합니다.
2.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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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Pro S100 사용, 연
구 메뉴와 테스트 메
뉴 비교

테스트를 위해 검사를 선택하는 기본 접근 방법은 Test Menu(테스트 메뉴)
또는 Study Menu(연구 메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에 자세
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Test Menu(테스트 메뉴)
Test Menu(테스트 메뉴)에서 검사는 운동, 감각, F-파장 등으로 분류되어 있
습니다. 파형 화면에서 검사를 시작할 때 Test Folder(테스트 폴더)를 두 번
클릭하여 서로 다른 검사로 변경한 다음 Select Protocol(프로토콜 선택) 대
화 상자에서 특정 exam(검사)과 side(측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udy menu(연구 메뉴)
Study Menu(연구 메뉴)에서 검사는 일반적으로 진단, 환자 불만사항 또는
기타 다른 사용자 정의 설정을 기준으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수행
할 때 파형 화면에 있는 동안 화면 오른쪽 하단 중앙의 Study Exam(연구 검
사)에서 다음 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시험 유형에 따라 다르
게 표시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완료되면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연구에는 운동, 감각, F-Wave, H-Reflex, 침근전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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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메뉴를 사용한
테스트

1. Study Menu(연구 메뉴)에서 exam(검사)을 두 번 클릭하여 파형 화면에
들어갑니다. Reverse(되돌리기)
오른쪽을 선택 또는 변경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왼쪽이나

2. 검사를 수행합니다.
3. Next Study Exam(다음 연구 검사) 기능 키를 누르거나 클릭합니다.
4. 완료될 때까지 테스트를 계속합니다.

테스트 메뉴를 사용
한 테스트

1. Test Menu(테스트 메뉴)에서 원하는 test(검사) type(유형)을 해당 폴더에
서 선택합니다.
2. 파형 화면에 Select protocol(프로토콜 선택)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이 검사에 사용하려는 프로토콜과 측면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3. 테스트를 계속 진행합니다.
4. 이 테스트가 완료되면 파형 화면에 있는 동안 New Nerve(새 신경) 탐
색 키(같은 유형의 신경에 대해 수행하는 경우)나 Exit Test(테스트 종
료)(신경이 다른 폴더에 있는 경우)를 누르거나 클릭합니다.
5. 검사를 수행합니다.
6. 완료될 때까지 테스트를 계속합니다.

7단계 환자 보고

검사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New Patient(새 환자)(또는 이전 환자의 검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End
Visit(방문 종료))를 클릭합니다.
2. Current Patient(현재 환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4. 검사를 획득합니다.
5. 보고서를 살펴봅니다.
6. Test Menu(테스트 메뉴)/Study Menu(검사 메뉴)로 돌아갑니다.
7. 다음 환자를 시작하기 전에 End Visit(방문 종료)를 클릭합니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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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신경 전도 연구의 예
수행하는 검사 유형에 맞는 방식에 따라 환자에 전극을 대고 고정시킵니다.

파형 화면 정보

4-6

1

필터 및/또는 자극기 설정이 툴바에 표시됩니다.

2

트레이스 라벨과 설정이 파형의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3

모니터 트레이스는 수신되는 신호를 표시하여 노이즈와 간섭을 평가합니다.

4

결과 테이블. 커서 배치에서 측정된 값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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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택

기능 키 또는 Test/Study Menu(검사/연구 메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합니다.

프로토콜 선택(테스
트 메뉴를 사용 중인
경우에만)

1. 마우스를 사용해서 신경 및 검사된 측면을 선택합니다.
2. 선택을 수락하려면 Enter(엔터)를 누릅니다.
3. 원하는 프로토콜을 찾지 못한 경우 General Nerve(일반 신경)를 선택
합니다.
4. 검사가 완료되면 신경 및 위치 라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 마
우스 좌클릭한 다음 우클릭하여 Edit Segment(세그먼트 편집)을 선택
합니다.

운동 NCS(신경 전도
검사) 전극 배치

• 활성 기록 전극은 검사된 신경에 의해 신경이 통하게 되는 근육의 종판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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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잡음 발생 시 피부를 낮은 임피던스로 마멸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관심 영역이 신경을 따라가는 전도에 있더라도 기록 전극이 근육에 배
치됩니다.
신경이 표면적으로 위치한 두 개 이상의 지점에 표면 전극을 사용해서 신경
이 자극됩니다. 자극기는 보통 음극이 활성 기록 전극을 바라보도록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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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NCS(신경 전도
검사) 전극 배치

1. 표면 디스크 또는 링 전극이 검사된 신경이 표면적으로 위치한 피부에
배치됩니다.
2. 표면적으로 위치한 부위에 신경이 자극됩니다.
자극기의 음극이 활성 기록 전극을 향하도록 방향을 맞춥니다.

데이터 획득

데이터는 화면상에 표시된 기기에서 획득되며 자동으로 표시 및 저장됩니
다. 그런 다음 측정된 값에 따라 파형이 보고서로 전송됩니다.
1. 자극 강도를 0으로 설정합니다.
2. 자극기를 적절한 부위에 배치시킵니다.
3. 제어판의 Single Stimulus(1회 자극) 키(또는 발판스위치나 자극기 프
로브의 회전 조절기 위 Acquire(획득) 버튼)를 눌러 반응을 자극하고
획득합니다.
4. Stimulus Intensity(자극 강도) 제어 노브 또는 자극기 프로브의
Intensity(강도) 회전 조절기를 사용하여 최대가 될 때까지 전기 자극
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킵니다.
5. 지속적인 자극이 주어질 경우 제어판의 Repetitive(반복) 키를 누르거
나 자극기 프로브의 Acquire(획득) 버튼을 짧게 눌렀다가 놓습니다.
허용 가능한 반응이 관찰되었을 때 두 개의 버튼 중 하나를 다시 눌러
자극을 중지합니다.
6. 평균을 내려면 제어판에서 Average(평균) 기능 키를 누릅니다. 평균
기가 활성화됩니다. 제어판에서 Repetitive(반복) 키를 눌러 정의한 소
인 수에 맞게 실행합니다.
7. 다음 자극으로 진행하려면 Navigation(탐색) 키에서 Next Site(다음 사
이트)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거나 프로브의 A 버튼을 누릅니다.
8. 각 필요 부위의 반응을 획득하려면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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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킹
1. 마커는 반응이 구해지면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2. 마커를 조정하려면 원하는 마커를 클릭하여 이를 새로운 위치로 끌거
나 마커 노브를 사용하여 적색 마커로 이동하거나 또는 마커 노브를
눌러 다음 마커로 진행합니다.
3. 대기 시간 또는 진폭 마커를 수동으로 배치하려면 기능 키에서 Mark
Toolbar(마크 툴바)를 선택합니다.
4. 표시되는 툴바에서 Clear(지우기), Clear All(모두 지우기), Hide(숨기
기), Show(표시), Fast Mark(빠른 마크)를 수행하거나 마커를 개별적으
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5. UltraPro S100 제어판을 사용 중인 경우 Marker Control Wheel(마커
제어 휠)을 눌러 마커를 활성화하거나 진행시킵니다. 휠을 돌리면 활
성 마커(적색)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마커를 제거하려면 기능 키에서 Mark Toolbar(마크 툴바)를 사용합니
다. 파형에서 원치 않는 마커를 클릭하면 적색으로 변합니다. 그런 다음
Mark Toolbar(마크 툴바)에서 Clear(지우기)를 선택합니다.
6. 추가 트레이스를 반복하려면 위로/아래로 커서 키를 사용하여 올바른
트레이스를 활성화하고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마커 재설정

10 22, 2020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치시킨 마커의 위치를 바꾸었으면 메뉴 표시줄의
Analyze(분석) > Reanalyze(재분석)를 눌러서 이 마커를 원래의 위치로 복
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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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지우기

1. 파형을 클릭하여 이를 강조표시합니다.
2. 파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3. Erase(지우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가 트레이스에서 제거되고 결과
가 Results Table(결과 표)에서 지워집니다.
4. 지우기의 실행을 취소하려면 파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
고 Unerase(삭제 복구)를 선택합니다. 삭제를 복구하려면 즉시 수행
해야 합니다.

데이터 삭제

1. 파형을 클릭하여 이를 강조표시합니다.
2. Erase(지우기) 기능 키를 클릭합니다.
3. 데이터, 트레이스 및 사이트가 트레이스 영역과 Results Table(결과 표)
에서 삭제됩니다.
중요: 실행 취소 기능이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트레이스 중첩
1. Superimpose(중첩) 기능 키를 클릭합니다. 지정한 채널의 모든 파형이
중첩됩니다.
중첩된 트레이스가 화면 중앙에 표시됩니다.
2. 트레이스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려면 Superimpose(중첩)를 다시 클
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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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계산
• 각 위치가 획득된 후 거리를 입력하거나, 모든 거리 값을 모든 위치가 획
득된 후에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거리는 cm 단위로 소수점 한자리까지 입력합니다(예: 23.5cm/235mm)
• 입력한 거리는 해당 Distance(거리) 필드의 Results Table(결과 표)에 표시
됩니다.

• 거리를 수락하고 전도 속도를 계산하려면 Enter(엔터)를 누릅니다.
참고: 프로토콜 표를 사용하여 Default Distances(기본 거리값)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도 속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트레이스 분석과
표시

트레이스를 조사하기 위해 전체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Display(표시) > Full Trace Area ON(전체 트레이스 영역 ON)을 선택하
거나 헤더 표시줄을 더블 클릭합니다.

큰 Results Tables
(결과 표) 표시

결과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대로 즉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의 열이
보이지 않을 시 표를 스크롤하거나 메뉴 표시줄에서 Results(결과) > Full
Results(전체 결과)를 선택하거나 헤더 표시줄을 더블 클릭하면 면 전체 표
와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최대 2개의 그래프가 검사 화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의 그래프
가 검사 화면 RESULTS(결과) 보기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1. 보려고 하는 결과를 선택하려면 Results(결과) > Graph Options(그래프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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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G 획득

1. Test Menu(테스트 메뉴)에서 실행 중인 사용 가능한 EMG를 확보하려면
제어판의 기능 키에서 Needle EMG를 선택 또는 누르거나 Test Menu(테
스트 메뉴)에서 Needle EMG 폴더를 두 번 클릭합니다.
2. 파형 화면이 중앙의 EMG Summary Selection(EMG 요약 선택) 대화 상
자에 나타납니다. muscle(근육) 및 side(측면)를 선택하고 Acquire(획
득)를 클릭합니다.
3. 디스플레이의 Monitor(모니터) 영역에 EMG가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오게 하려면 스
피커에서

영역의 음소거를 취소하면 됩니다.

4. 첫 번째 근육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으면 기능 키에서 New Muscle
(새 근육)을 누르거나 클릭합니다. EMG Summary Selection(EMG 요약
선택) 대화 상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muscle(근육) 및 side(측면)를 선
택하고 Acquire(획득)를 클릭합니다.
5. EMG가 파형 화면의 Monitor(모니터) 영역에 나타납니다. 다시 스피
커의 음소거를 취소합니다.
6. 모든 근육에 대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육 점수

1. 근육 검사를 마쳤으면 기능 키에서 Summary Table(요약 표)을 누르거
나 클릭합니다. 검사를 마친 모든 근육이 표시된 EMG Summary
Table(EMG 요약 표)이 표시됩니다.
2. 기본적으로 모든 근육은 “N” 또는 “None”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이
요약 표의 하단 부분에서 해당 근육을 강조표시한 다음 적절한 경우
이 대화 상자의 하단 부분에 있는 다양한 범주를 기록하여 점수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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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행

EMG 화면 디스플레이

기능 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EMG는 Complex 1 또는 Complex 2 두 가
지가 있습니다.
Complex 2는 Monitor EMG 및 Cascades(모니터 EMG 및 캐스케이드)의 전
체 화면을 표시합니다.

Complex 1은 Monitor EMG(모니터 EMG)로 1사분면, Long Trace EMG(긴 트레
이스 EMG)로 1사분면과 Cascades(캐스케이드)로 화면 절반을 표시합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Cascades(캐스케이드)나 Long Trace EMG(긴 트레이스
EMG)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기능 키에서 Acquire(획득)를 누르거나 선택해
야 합니다. Acquire(획득)가 사용된 경우 소리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Summary Table(요약 표)는 위 설명과 같이 Complex 1 또는 2 중 하나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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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

데이터는 다음 트레이스로 진행하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보고서에 화면 샷
추가

1. Transfer(전송)를 눌러 현재 화면 표시를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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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백업 및 복원
이 장은 환자 및 설정의 백업 및 복원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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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관

파일 백업
데이터 백업은 Patient Information(환자 정보) 화면 위에 있는 메뉴 모음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CDR, DVD-R, 플래시 드라이브, 외장
하드 드라이브 등 원하는 미디어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백업된 데이터는
"Load Patient from File(파일에서 환자 로드)" 기능을 통해 환자 데이터베이
스에도 복원될 수 있는 .mps 파일로 나타납니다.
1. 홈 페이지 화면에서 Patient List(환자 목록)를 클릭하여 화면 오른쪽에
모든 환자를 표시합니다.
2. 백업할 환자를 찾아서 name(이름)을 강조표시합니다. 이 환자에 대한
모든 방문이 백업에 포함됩니다.
3. 화면 상단의 메뉴 모음에서 File(파일) Export Patient(s) to File(환자
를 파일에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4. 이 대화 상자 상단의 Save In(다음 위치에 저장) 셀에서 백업 장치를
찾습니다.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가 미디어에 복사되는 동안 진행률 창이 표시됩니다. 복사가 끝나면
백업 완료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그런 다음 환자를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원하는 경
우). 강조표시된 Patient Name(환자 이름)에서 File Delete Patient(파일
에서 환자 삭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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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복구
환자 데이터를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 복구하는 작업은 백업 프로세스와 유
사합니다.
1. 백업 미디어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홈 페이지 화면에서 Patient List(환자 목록)를 클릭하여 화면 디스플
레이 오른쪽에 모든 환자를 표시합니다.
3. 상단 근처의 메뉴 표시줄에서 File(파일) Import Patient(s) from File
(파일에서 환자 불러오기)룰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백업 장치를
찾을 수 있는 위치가 표시됩니다.
4. 백업 장치를 찾았으면 .mps 파일을 검색하여 해당 환자를 검색합니다.
모든 .mps 파일을 그룹화하도록 파일을 Type(유형)별로 정렬하면 해당
환자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백업 장치에서 환자 파일을 강조표시하고 Open(열기)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이 대화 상자의 정보가 올바르면
Load(로드)를 클릭합니다. 환자가 Patient List(환자 목록)에 다시 나타
납니다.

5-4

10 22, 2020

6

EMC(전자파 적합성)

이 장은 UltraPro S100에 대한 EMC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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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Pro S100 품목 목록 추가 및 선택형 부품
UltraPro S100 제조업체에서 규격을 준수하는 모든 모듈, 케이블 및 액세서리 목록입니다. UltraPro S100
고객 또는 사용자는 이들 품목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품 번호

타입

안내

9033G070- *

UltraPro S100 주 장치

-

9006A220- *

주 케이블 , 미국

차폐 , 접지 연결 및 최대 케이블 길이 3m

일반

전원 인터페이스 케이블 ( 프린터 )

케이블 길이 1 m

일반

전원 인터페이스 케이블 ( 디스플레이 )

케이블 길이 1.5 m

일반

전원 인터페이스 케이블 (PC)

케이블 길이 1 m

일반

전원 인터페이스 케이블 ( 노트북 )

케이블 길이 1.2 - 1.8 m

9080K0541 +

HS 링크 패치 케이블 ( 주 장치 - 증폭기 )

케이블 길이 2.0 m

일반

USB 케이블 (PC - 전면 끝 )

케이블 길이 1 m

일반

비디오 신호 케이블 ( 디지털 RGB)

최대 케이블 길이 1.7 m

일반

프린터 신호 케이블

최대 케이블 길이 1.7 m

일반

전극 및 자극 케이블

차폐형 최대 케이블 길이 2 m

일반

자극 , 접지 및 기록 전극

차폐형 또는 비차폐형 최대 케이블 길이 1.2 m

일반

PC( 노트북 / 데스크톱 )

-

일반

마우스

최대 케이블 길이 2 m( 부분적으로 내장형 )

일반

키보드

최대 케이블 길이 2 m( 부분적으로 내장형 )

일반

모니터 22" 와이드

-

9031D040- *

차폐트랜스 115V

-

9031D041- *

차폐트랜스 230V

842-695000

수동 자극 손잡이 (RS10)

케이블 길이 2.5 m

9031E017- *

Natus 자극 프로브

케이블 길이 2.5 m

9031E027- *

귀 삽입형

케이블 길이 5 m

9031E025- *

헤드셋

케이블 길이 5 m

222-510800

발판스위치 , 3 개 키 (USB)

케이블 길이 5 m

9031E040- *

건 망치

케이블 길이 1.8 m

9033B033- *

수동형 스위치 케이블

케이블 길이 1.8 m

9033UP731/
9033C0731

3 채널 증폭기 상자

-

9033UP70-

9080K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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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안내

9031UP742/
9031C0742- *

4 채널 증폭기 상자

-

9031F112-

VEP 모니터

케이블 길이 5 m

일반

컬러 프린터

-

일반

레이저 프린터

-

9031E022- *

고글

케이블 길이 2.9 m

* 높은 무결성을 갖춘 구성 요소, 품목
Natus Medical Incorporated가 검증한 액세서리와 케이블이 아닌 품목을 사용할 경우 방출이 증
가하고 장비의 내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ESD 경고 표시가 부착된 커넥터의 핀은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하며, ESD 예방 조치 절차가 취해
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커넥터들을 연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방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전하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예: 냉방, 가습, 전도성 바닥깔개, 천연 섬유로 만든 옷)
• 장비나 시스템의 프레임 또는 땅이나 대형 금속 물체에 인체 발생 정전기 방전
• 손목 트랩을 사용하여 장치나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접지
ESD 경고 표시가 부착된 커넥터를 만져야 하는 직원은 정전기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및 정전기 방전 교
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상/생의공학 직원 및 의료진이 포함됩니다.
ESD 교육 시에는 정상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전하, 전압 및 정전하가 발생한 사용자가 손을 댈 시 전
자 부품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연결 전에 정전하 발생 방지 방법 및 정전
기를 지면이나 장비/시스템 몸체에 발산하는 방법과 이유, 또는 손목 트랩을 사용하여 장치나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접지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Natus Medical Incorporation에서 내부 구성 요소의 교체용 부품으로 제공한 제품을 제외하고 지정된 부속
품, 변환기, 케이블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할 시 정전기 방출량이 늘어나거나 기기의 내성이 저해될 수 있습
니다.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경우 EN/IEC 60601-1-1 및 EN/IEC 60601-1-2 표준을 준수하십시오. 환자, 사용자
및 사용 환경의 안전이 저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장비를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본 설
명서에 다른 장치와의 연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제조사 또는 가까운 공인 서비스 센터에
연결되는 장치가 환자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무선 송신기, 휴대폰 등은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기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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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전자파 적합성)
강한 자기장이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장비 사용에 주의하십시오. 본 장비는 EN 60601-1-2 표준에 지정된
EMC 요건(전자파적합성)을 준수합니다. 본 장비의 고장 및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발생원,
표준에서 명시된 유도 전자기장 등에 가까이 두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휴대형 및 모바일 고주파 통신 장비는 UltraPro S100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섹션의 EMC 정보에
따라 UltraPro S100를 설치 및 사용하십시오.
UltraPro S100은 독립형 기기로서 EMC 방출 및 내성에 대하여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다른 전자 장비 바
로 옆에 UltraPro S100을 설치하거나 층층이 쌓아 올려 놓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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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전자파 방출
방출 테스트
RF 방출
CISPR 11
RF 방출

규정 준수

전자파 환경 - 안내

그룹 1

Natus UltraPro S100은 RF 에너지를 내부 기능에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자체 RF 방출은 매우 낮은 수
준이며, 주변의 전자 환경에 어떠한 간섭 현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클래스 A

CISPR 11

클래스 A

고조파 방출

Natus UltraPro S100은 가정 환경 그리고 가정용으
로 쓰이는 공용 저전압 전원 공급망에 직접 연결되
는 경우를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
며,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IEC 61000-3-2

전압 변동 / 플리커 방출

준수

IEC 61000-3-3

본 장비/시스템은 전문 의료인 전용입니
다. 본 장비/시스템은 무선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
며 가까이에 있는 장비의 작동을 방해할 수도 있습
니다. 장비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위
치를 차폐하는 등의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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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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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9 - 고주파 무선 통신 장비로의 인클로저
포트” 참조
30A/m
50Hz 또는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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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내성 테스트 수준 - 입력 A.C. 전력 포트
현상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서지
라인 - 라인 ( 차동 모드 )
서지
라인 - 접지 ( 일반 모드 )

기본 EMC 표준
IEC 6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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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1000-4-5

± 0.5kV, ± 1kV

IEC 61000-4-5

± 0.5kV, ± 1kV, ± 2kV
3V

고주파장에 의해 유입되는 교란

IEC 61000-4-6

0.15MHz – 80MHz
0.15MHz - 80MHz 사이의 ISM 대역에서 6V
80% AM(1kHz에서)

전압 강하

IEC 610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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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 중단

IEC 61000-4-11

100% 강하, 250 사이클(50Hz)/300 사이클(60Hz)

표 7 - 환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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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파장에 의해 유입되는 교란

IEC 61000-4-6

0.15MHz – 80MHz
0.15MHz – 80MHz 사이의 ISM 대역에서 6V
80% AM(1kHz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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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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 라인 - 접지
( 일반 모드 )

IEC 61000-4-5

내성 테스트 수준 - 전문 의료 시설 환경
± 8kV 접촉
± 2kV, ± 4kV, ± 8kV, ± 15kV 대기
± 1kV
100kHz 반복 주파수
± 2kV
3V

고주파장에 의해 유입되는 교란

IEC 61000-4-6

0.15MHz – 8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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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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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0

2,400 ~
2,570

W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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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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Nicolet UltraPro S100 시스템은 안전 또는 필수 성능을 훼손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적 조건 하에서 작용하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SD, 라인 전압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충분히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시스템은 이 경우에 대비한 안전 모드로 진입하고 잠시 작동을
중단합니다. 이 때는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사용자가
이 메시지를 삭제하면 시스템은 다시 작동을 시작하여 수동 리셋/시작해야 하는 자극 외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획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표시합니다.
전압 변동이 장시간 100V 아래로 떨어지는 등 심한 경우에는 복구를 위해 장치를 재부팅해야 할 수도 있
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태가 지속적인 문제를 유발하면 현지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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