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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NOISE



Type of NOISE on CIED Lead

High frequency noise High frequency noise 
with “string of pearls”

Low frequency noise Ventricular fibrillation



Signal amplitude and frequency

Clinical Cardiac Pacing, Defibrillation, and Resynchronization Therapy, 5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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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 Shock

Poole JE, et al. Analysis of ICD Shock Electrograms in the SCD-HeFT Trial. HRS 2004.



NOISE 의 원인

 Lead fracture

 Insulation defect

 Loose set screw, Lead not seated properly in 

connector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기 간섭, 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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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nsing / Artifact

Poole JE, et al. Analysis of ICD Shock Electrograms in the SCD-HeFT Trial. H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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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 의 구조

Swerdlow et al. ICD lead failure and management, JACC 2016



Lead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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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 insulation defects



Lead insulation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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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se set screw & Lead not prop
erly connected to the generator

Clinical Cardiac Pacing, Defibrillation, and Resynchronization Therapy, 5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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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D lead 문제 분석

Impedance
Voltage

Threshold

Normal lead 
placement

정상 정상

Lead displacement
or exit block

정상 높다

Lead fracture
높다

(>2000)
높다

Lead insulation 
defect

낮다 (<2000) 대체로 증가함



Trend of lead impedance



• 전기를사용하는모든제품주위에는전자기장이존재하며, 이러

한전자기장이박동기와어떤영향을주고받는지를따져보는것

을전자파적합성이라고한다. 

• 대부분의전자기장은그힘이작고약하여박동기에미치는영향

은미미하지만, 아주강한전자기장을만들어내는제품은박동기

에나쁜영향을미칠수있다. 

전자파 적합성



주변의 전기 또는 자석 기기

•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심박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핸드폰,와이파이 송신기 (노트북, 블루투스 장치) –15cm 이상 거리유

지

• 자석제품 (매트리스, 배게, 스테레오 스피커) – 15cm 이상거리 유지

• 가정용 전기 공구 – 사용가능, 접지후에사용

• 공항검색대 - 환자 카드제시, 가능한손수색

• 도난방지시스템 –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 안마기, 물리치료 –종류에 따라다르다. 부위조심



의료 행위

• 전극도자마이크로웨이브절제술, 고주파/단파, 마이크로웨이브

투열치료, 경요도 침절제술 –박동기의손상가능성

• 전기소작술, 전기분해요법, 외부제세동, 고에너지방사선치료, 

쇄석술 - 사전조치및행위후점검필요

• MRI –허가받은제품에대하여사전조치후가능

• 치과 치료

• 체지방측정기 –영향을줄수있음.



NOISE ON LEA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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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69 세, 4년전 ICD 삽입
반복되는 전기충격  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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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후 다시 전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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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 EMI 확인

• Q: 전기충격나갔을때뭐하시고계셨어요? 운동하셨나요?

• A: 그냥누워있었어요.

• Q:최근에새로사용한전기나자석용품있으신가요? 

• A: 없는데…

• Q:팔을많이쓰는일을하세요?

• A: 일안해요.집에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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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자체에서
noise에 대한 대책

1. RV Lead Noise Discrimination and Alert

2. RV Lead Integrity Alert



Lead noise oversensing은 주로 near-field sensing signal 이기 때문에

Near-field sensing 이 정확한지 확인 하기 위해 Far-field EGM 확인

RV Lead Noise Discrimination

Near field: Vtip to Vring

Far field: Can to RV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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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reversion mode



1. Lead 의 noise 는 CIED 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합

병증을 만든다.

2. Lead 의 noise 가 관찰되는 경우, 전자파 간섭 가능

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문진해야 한다.

3. Impedance, threshold, X-ray 분석으로 lead 문제에

의한 noise 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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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기억해두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