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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he Clinical Performance between Two Pulse Oximeters in NICU: Nell-
cor N-595® versus Masimo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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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Numerous false alarms by pulse oximetry, which is widely used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can delay response to 
true alarms. Masimo SET® was introduced lately, to overcome false alarms by motion. We compared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wo devices (Nellcor N-595® and Masimo SET®) for the evaluation of the false alarm frequency during usual motion artifacts and 
stable state.
Methods: A total of 20 preterm infants weighing 1,000-2,500 g were enrolled in the study. The sensors of two devices were 
placed on the different feet on the same infants, and both devices were programmed to emit an alarm for episode of hypoxemia 
(SpO2≤85%). The false alarms were defined as episodes of poor correlation with ECG heart rate, poor waveforms, and the ab-
sence of obvious signs of hypoxia. We compared the frequency of false alarms between the two devices.
Results: The mean chronological age was 20.8 days and the mean body weight was 1,668 g on the study day. The frequency of 
total false alarm was significantly fewer for Masimo SET® pulse oximetry (48 in Nellcor N-595®, 27 in Masimo SET®) although the 
false alarm during usual motion artifacts was not significantly between two devices (32 in Nellcor N-595®, 19 in Masimo SET®).
Conclusion: The Masimo SET® pulse oximetry has fewer false alarm rates and identified more true hypoxic events than Nellcor 
N-595® pulse oximetry. Therefore, it is useful for adequate oxygen therapy and helps to decrease unnecessary handling by clini-
cians and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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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맥박산소측정법은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침습적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동맥혈 산소분압과도 관련성이 높아 제 5의 생체징후(vital sign)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 그러나 피부에 부착하여 맥박을 감지함

으로써 산소포화도를 측정해내는 맥박산소측정법의 특성상 잦

은 움직임을 보이는 신생아에서 움직임에 의한 오류(motion 

artifact)로 인해 정확한 산소포화도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것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과다한 산소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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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장하거나 반대로 산소치료를 부족하게 할 수 있어 특히 미

숙아에서 미숙아망막증(retinopathy of prematurity), 기관지 

폐 이형성증(bronchopulmonay dysplasia) 또는 폐동맥 고혈

압(pulmonary hypertension)과 같은 산소치료와 연관된 합병

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잦은 처치

(handling)는 감염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인력소모를 

유발할 수 있다. Masimo SET®는 signal extraction technology

로 고유의 필터를 이용하여 정맥혈 등의 기타 신호를 제거하고 

동맥혈의 신호만을 추출해 냄으로써 움직임에 의한 오류를 감

소시킬 수 있음을 소개하였고 기존의 맥박산소측정장치와의 비

교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었으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적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Nellcor M-595®와 Masimo SET®

의 임상적 감지능력을 비교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에 의한 오류를 

측정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두 장치간의 효율성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및 신생아 입원실에 입

원 중인 환아 중에서 연구 당시 체중이 1,000-2,500 g인 미숙아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맥박 산소포화도 측

정장치의 sensor는 1,000-2,500 g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sensor의 크기에 따른 차이를 없애기 위해 대상 환아의 몸무게

를 제한하였다.

 

2.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맥박산소포화도 측정장치는 Nellcor 

N-595® (Covidien, Pleasanton, CA, USA)와 Masimo SET® 

(software version 5.0, Masimo corporation, Irvine, CA, USA)

이며(Fig. 1), 각각의 sensor로 Max-N®과 LNOP Neo-L® (Fig. 

2)을 사용하였다.

두 장치의 sensor를 환아의 양쪽 발에 각각 부착한 후 4~6시

간 동안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다. 각 장치의 산소포화

도가 85% 이하인 경우 저산소증에 대한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

하였으며 알람이 울릴 때 각 장치의 산소포화도와 맥박수, 심전

도로 측정되는 심박수와의 상관관계, 장치의 파형(waveform)

을 비교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색증이나 서맥 등 저산

소증의 증상여부와 당시 환아의 움직임이나 의료진의 처치

(handling) 여부도 함께 기록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하였다. 거짓 

알람(false alarm)은 맥박산소포화도 측정장치의 알람이 울린 

경우에서 저산소증의 뚜렷한 증상(청색증, 서맥 등)이 없는 경

우, 장치의 맥박수가 심전도에 기록되는 심박수와 10회 이상 차

이가 나는 경우, waveform이 일정하게 그려지지 않는 경우로 정

의하였고, 그 반대의 경우를 참 알람(true alarm)으로 정의하였

다. 움직임에 의한 오류(motion artifacts)는 환아에 대한 간호적 

혹은 치료적 처치가 있거나 수유를 하는 경우, 환아가 울거나 몸

을 움직이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3.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통해 두 군간의 거짓 알람의 횟수를 비교하였으며 P<0.05인 경

우를 유의하다고 하였다.

 

결과

1. 대상 환아의 특성

대상이 된 환아는 모두 20명이었으며 전체 관찰시간은 92시

간이었다. 대상 환아의 평균 출생 재태 연령은 33주 4일(24-36

주)이었고 평균 출생 체중은 1,468±495.3 g (696-2,056 g)이었

다. 연구 당시 출생 후 나이의 중간값은 7.5일(3-102일)이었고, 

A B

Fig. 1. (A) Masimo SET (Irvine, CA, USA) pulse oximetry. (B) Nellcor 
N-595 (Pleasanton, CA, USA) pulse oximetry.

Fig. 2. (A) The LNOP Neo-L sensor for Masimo SET pulse oximetry. 
This is available for infants weighing 1,000-2,500 g. (B) The Max-N 
sensor for Nellcor N-595 pulse oxi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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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체중은 1,668.1±332.4 g (1,272-2,118 g)이었다. 20명의 환

아 중에서 적정 산소포화도(SpO2 >95%)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 

산소가 필요 없는 경우가 7명이었고, 10명은 분당 1 L 미만의 산

소흡입을 필요로 하였으며, 3명은 FiO2 0.25 미만의 비강 지속적 

양압 환기(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를 필요

로 하였다. 안정 시 환아들의 산소포화도는 Nellcor N-595®에

서 97.6%, Masimo SET®에서 98.0%, 심박수는 각각 분당 142.6

회와, 142.4회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두 장치간 거짓 알람의 빈도 비교

전체 거짓 알람의 빈도는 Nellcor N-595®에서 총 55회의 알

람 중 48회인 것에 비해 Masimo SET®에서는 총 34회의 알람 중 

27회로 유의하게 적었다(Table 2). 안정된 상태와 일상적인 움직

임이 있을 경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안정된 상태에서는 

N-595에서 48회 중 16회, Masimo SET®에서 27회 중 8회로 

Masimo SET®에서 거짓 알람의 빈도가 유의하게 적었으나 일상

적인 움직임이 있던 경우에는 Nellcor N-595®에서 32회, 

Masimo SET®에서 19회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전체 알람 중 실제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에 참 알람은 두 장

치에서 모두 7회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고찰

현재 맥박산소측정법은 기계적 환기요법을 시행 중이거나 집

중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뿐만 아니라 수술 시나 진정을 필요

로 하는 각종 검사 및 처치, 마취, 분만장, 응급진료 등에서 일반

화되어 있어 제 5의 생체징후로 이용되고 있다1, 2). 맥박산소측정

법은 1940년대에 Squire가 조직을 압박하여 혈액이 없는 상태

와 혈액이 통하는 상태에서의 투과광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을 고안한 것을 시초로3), 1972년 일본에서 Aoyagi에 의해 처음

으로 현재와 같은 맥박산소측정법이 개발되었으며3), 1980년대 

초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맥박산소측정장치의 원리는 

파장의 길이가 다른 두 빛(적선(red light), 660 nm; 적외선

(infrared), 940 nm)이 조직, 뼈, 혈관, 정맥혈, 동맥혈 등에 다양

한 정도로 흡수되는 것을 이용한다. 이 때 동맥혈은 심박수에 따

라 혈액량이 변하므로 이를 구별해내어 두 파장의 흡수도의 비

를 통해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4-6). 맥박산소측정

법은 비교적 정확하고 비침습적이며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으나 움직임이 있을 경우 맥압이 낮으면 정맥압파 

등에 의해 신호(signal)가 잡음(noise)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 오

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4, 6, 7). 특히 신생아에서는 조

직의 관류가 저하된 경우가 많으며 움직임과 각종 처치가 많고 

센서의 부착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오류에 의한 거짓 알람의 빈

도가 높을 수 있다2). 여러 연구에 의하면 맥박산소측정장치와 

관련된 알람이 전체의 44-63%를 차지하고 이 중 거짓 알람이 

71%이며 잦은 빈도의 거짓 알람은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알

람을 무시하게 되거나 알람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에 많은 시

간을 소비하게 한다8-11).

기존의 맥박산소측정장치가 흡수되는 적선과 적외선의 비율

만을 계산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반면에 Masimo SET®는 

adaptive filter와 discrete saturation transform을 이용하여 정

확하게 동맥혈로 구성되는 신호만을 측정할 수 있어 움직임에 

따른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12). 이미 외국에서는 Masimo 

SET®가 성인에서 수술이나 처치 중 다른 기존의 맥박산소측정

기에 비해 거짓 알람이 적다는 보고가 많으나 소아나 신생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13-17). Poets 등18)은 미숙아

에서 전체 알람의 횟수가 기존의 맥박산소측정기가 시간 당 4회

인 것에 비해 Masimo SET®에서는 시간 당 0.3회로 더 적다고 보

고 하였으며 Hay 등19)은 Philips 맥박산소측정장치와 비교하여 

Masimo SET®에서 민감도는 비슷하나 더 효율적으로 저산소증

을 탐지해낸다고 보고하였고 Workie 등20)은 맥박산소측정기가 

Table 1. Oxygen Saturation (SpO2) and Heart Rate Recorded with 
Masemo and Nellcor Pulse Oximeters on Baseline

Nellcor N-595 Masimo SET P value

SpO2 (%)
HR (rate/min)

  97.6
142.6

  98.0
142.4

NS
NS

Abbreviations: HR, heart rate; NS, not significant.

Table 2. Alarm Frequency of Two Devices (Nellcor N-595 and 
Masimo SET)

Nellcor N-595
(n=55)

Masimo SET
(n=34)

P value

True alarm
False alarm

  7
48

  7
27

NS
0.041

Abbreviation: NS, not significant.

Table 3. False Alarm Frequency of Two Devices during Sleeping and 
Motion

Nellcor N-595
(n=48)

Masimo SET
(n=27)

P value

Stable state
Motion state

16
32

  8
19

0.046
NS

Abbreviation: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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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drop out상태가 

Masimo SET®에서 적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Miyasaka 등21)

은 잦은 신체움직임이 있는 경우 Masimo SET®에서 거짓 알람

이 93% 감소하였음을 보고하는 등 Masimo SET® 맥박산소측

정장치는 기존의 맥박산소측정기와 비교하여 false desatura-

tion, dropout rate, false bradycardia 등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990년 대에 맥박산소측정장치의 산소포화도와 실

제 PaO2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거나 맥박산소측정법 자체의 효

율성이나 신뢰도를 보고한 연구는 있으나22-24), 맥박산소측정법 

간의 비교를 시행한 연구나 특히 기존 맥박산소측정법의 가장 

큰 제한점이었던 움직임에 의한 오류를 개선한 Masimo SET®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Masimo 

SET®와 기존의 맥박산소측정법의 거짓 알람의 빈도의 차이를 

동일한 환자에서 처음으로 비교 연구하였고 전체 거짓 알람의 

빈도와 안정 시 거짓 알람의 빈도가 Masimo SET®에서 유의하

게 적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Masimo SET®에서 Nellcor N-595®보다 거짓 알람이 적어 실제 

저산소증 여부를 더 잘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적절한 산소

치료에 유용하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handling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상적인 움직임(crying, 

handling 등)이 있던 경우에 Masimo SET®의 거짓 알람의 빈도

는 Nellcor N-595®에 비해 더 적은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참 알람의 

횟수도 두 장치에서 모두 7회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

서 대상 환아의 수가 적고 거짓 알람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

는 상황에서의 조사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상 

환아의 수를 늘리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나 조직 관류 

저하가 더 많은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또는 정맥 카테터 삽

입과 같은 잦은 처치를 하는 등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

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

로 향후 맥박산소측정법이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요약

목적: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맥박산소측

정장치의 과도한 거짓 알람은 참 알람에 대한 반응을 느리게 하

였다. 이에 Masimo SET®는 움직임에 의한 거짓 알람을 극복한 

장치로 소개되었다. 저자들은 안정 시나 일상적인 움직임이 있

을 때 두 장치간의 거짓 알람의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Nellcor 

N-595®와 Masimo SET®의 임상적 수행능력을 비교하고자 하

였다.

방법: 연구 당시 체중이 1,000-2,500 g인 미숙아 2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두 장치의 sensor를 동일한 환아의 양쪽 발에 각

각 부착한 후 산소포화도가 85% 이하인 경우 알람이 울리도록 

하였다. 맥박산소포화도 측정장치의 알람이 울린 경우 중에서 

장치의 맥박수가 심전도의 심박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 파형이 

일정하게 그려지지 않는 경우, 저산소증의 뚜렸한 증상이 없는 

경우를 거짓 알람으로 정의하였고 두 장치의 거짓 알람의 빈도

를 비교하였다.

결과: 대상 환아의 나이는 출생 후 평균 20.8일이었으며 평균 

체중은 1,668 g이었다. 두 장치간의 전체 거짓 알람의 빈도는 

Nellcor N-595®에 비해 Masimo SET®에서 유의하게 적었으나

(Nellcor N-595®에서 48회, Masimo SET®에서 27회), 일상적인 

움직임이 있을 경우 두 장치간의 거짓 알람의 빈도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Nellcor N-595®에서 32회, Masimo 

SET®에서 19회).

결론: Masimo SET®는 Nellcor N-595®에 비해 거짓 알람의 

빈도가 적고 실제 저산소증 여부를 잘 반영하므로 적절한 산소

치료에 유용하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처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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