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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방식으로 요골동맥을 측정
중심 대동맥 혈압을 추정하는
새로운 중심 대동맥 혈압측정 장비입니다.
아래와 같은 Result Sheet을 제공합니다

반사파 (SBP2)로부터 중심 혈압을 측정
HEM-9000AI는 요골동맥파에서 측정되는 반사파(SBP )로부터 중심혈압을
2
2 의 혈압 수치와 침습적으로 실제 측정된 중심혈압과의
측정합니다. 반사파(SBP )
사이에는 양호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그림1).

SBP
반사파의 크기를 나타내는 AI는
요골동맥의 맥파에서 구출파와
반사파의 비율로 산출됩니다.

SBP

대상자 : 심장카테터 환자 18명
방 법 : 프레셔 가이드 와이어로 중심혈압계측과
         요골동맥압 맥파계측을 니코란질 투여 전후에
         동시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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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면서 신뢰성 높은 맥파 측정~맥파계측 40 채널, 자동압력설정
중심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정확한 맥파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OMRON사의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토노메트리법은 카테터끝의 마노메타를 사용한 실제 침습적인 방법과
대단히 높은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그림2). 토노메트리법은 동맥에 평탄부가 나올 정도로 동맥을 압박하면
혈관벽의 장력 영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맥위에 놓은 센서로 동맥내압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요골동맥은 이러한 측정방법에 적합합니다.

대상자 : 카테터 검사 대상 환자 11명
방 법 : 좌/우 동시 맥파 계측
왼팔 / OMRON 센서 (HEM-9000AI) 
오른팔 / 침습적인 카테터 센서
결 과 : 모든 증례에서 상관관계가 r=0.99이상
자료제공 : 카와나미병원 코우노 선생

심플한 디자인 , 간단한 조작
외래진료 및 검진센타 등에 적합한 컴팩트한 디자인, 간단한 조작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쉬운 판독 결과지, 프린터 출력 가능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맥압
반사파의 혈압환산수치
(반사파 혈압)
중심혈압 측정수치

AI수치
맥박수 75회에서 보정된 AI수치
AI 측정시의 맥박수

[결과]
[+] : [AI /좌우 혈압동시 측정]을 표시
[#] : 혈압 변동 등을 검출, 수치의 신뢰성을 표시
[ ] : 혈압 수치의 입력 또는 편집된 내용을 표시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AVG)가 선택시 표시된다.
[트랜드]

[중심혈압대비 그래프]

ASCOT-CAFE 연구로 주목 받고 있는 중심혈압
~ 중심혈압은 유력한 심혈관 발병률의 예지 지표 ~
[ASCOT-CAFE 연구는 서로 다른 강압요법이 중심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최초의 대규모 임상실험]
강압효과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상완부에서 측정하는 혈압(말초혈압)을 사용하고있으나
서로 다른 강압요법에서는 말초혈압이 같은수준정도로 낮아질 경우가 있어도, 중심혈압에 대한 강압효과는
반드시 같지 않다는 것으로 보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초혈압과는 다른 중심혈압의 영향과 심혈관 발병률 감소 효과]
ASCOT-CAFE 연구는 두가지의 강압효과에 있어서, 말초혈압의 감소량은 거의 동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심혈압에 대해서는 다른효과를 볼 수있었습니다(그림3). ASCOT-BPLA연구에 있어서 심혈관 발병률의
억제효과에 차이는 중심혈압의 저하에 의해 설명되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그림4).

중심혈압은 상완혈압과 병용하는 고혈압의 관리지침

수입판매원

의료기기사업부
주소: (02587)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TEL: 02-2173-7101, 7112
FAX: 02-927-4946

제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