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E6545 E6556 E6557

기록시간 48시간 이내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

상대가치점수 547.38 1,458.85 1,993.12

LED

증상 기록 버튼

배터리 부분

전원 부분

급여 기준10,11

행위 제2장 검사료 나725 심전도 검사

제품 및 서비스 구성 제품 정보2

세부인정사항 적응증

1)  부정맥 증상이 있거나, 심전도에 부정맥이 기록되어 장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2)  반복되는 실신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경우
3)  부정맥에 대한 시술적 치료(전극도자 절제술, 냉동 풍선 치료술 등) 또는 약물적 치료 후 부정맥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뇌졸중 이후 심방세동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까지 측정 가능1-3

한 눈에 들어오는 ECG 분석 리포트1-3

제조 의뢰사 : (주)휴이노 #060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19, 401호, 301호, 302호 (청담동, 레인에비뉴)
제조사 : 디-테크 주식회사 #1664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73-36, 수원산업3단지(고색동) 2층 일부
판매사 : ㈜유한양행 #06927,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메모 패치(MEMO Patch)

증상

바로
챗봇 이용 방법

디바이스

Webviewer

ECG 분석 리포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 챗봇 서비스
- 사용방법 확인                 - 수면시간 및 증상 기록

심전도 기록 및 분석 서비스1

제품 요약 정보2,3

※ 자세한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허가 변경이  
 홍보물 배포 일자 이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매뉴얼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읽고 이해한 뒤 사용하여 주십시오.
※ 2022년 04월 작성 기준

[제품정보]2

제 품 명
모 델 명
품 목 명
작용원리

:  MEMO Patch® PLUS 
:  MPT-E14R 
:  유헬스케어 심전계 및 진단지원소프트웨어
:  1. 유헬스케어 심전계 : 본 제품은 패치형 심전도 기기로 심근이 활동할 때 발생하는 활동전위가 신체의 표면에 전달되어 발생하는 전위차를  
 일정부위에 전극을 부착시켜 신호를 감지하며, 의료진은 의료진용 앱인 MEMO for Medical Staff iOS/Android App을 사용하여 패치 부착  
 상태를 확인, 검사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기록된 심전도 데이터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병원의 의료진이 유헬스케어 진단지원 
 소프트웨어(MEMO ECG Webviewer)를 통해 심전도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진료를 위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1등급 유헬스 
 케어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MEMO Patch iOS/Android App)는 유헬스케어 심전계와 블루투스로 통신하며 측정된 사용자의 생체신호(심전도)를  
 수집한 후, 모바일 기기의 와이파이(Wi-Fi)나 무선통신(5G, LTE, 3G)를 통해 데이터 서버로 전송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2. 유헬스케어 진단지원소프트웨어 : 패치형 심전도 기기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면 서버는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맥  
 여부를 판별하며, 병원의 의료진은 웹 뷰어 소프트웨어(MEMO ECG Webviewer)를 통해 심전도 데이터 및 부정맥 판별 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웹 뷰어 소프트웨어는 패치형 심전도 기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며, 클라우드 서버가 판별한 부정맥 여부를 표시하고 의료진은  
 이를 기반으로 진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경고 사항]3 1) 본 제품은 병원 건강검진 시 개인용 심전도 측정/기록 장치이므로 의료진의 도움없이 부정맥을 포함한 여타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측정기기의 모든 조작은 의료진이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유아나 스스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제조자의 허가 없이 본 제품을 변경해
서는 안됩니다.  [주의사항] 1) 기기의 전극이 다른 전도성 부분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기기와 환자에게 이상이 발견될 경우 환자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기기의 작동을 중
지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지사항] 1) 초음파, MRI, X-ray와 같은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 및 치료는 제품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여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함께 사
용을 금지합니다. 2) 제세동기와 함께 사용을 금지합니다. 3) 사용자나 조작자에 의한 기기의 분해를 금지합니다.  제품 및 MEMO for Medical Staff App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 전]  
1) 기기를 너무 느슨하게 부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기기를 임의로 분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지정된 전극만 사용해야 합니다. 4) 기기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위협이 발
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즉시 (주)휴이노로 연락해야 합니다.  [사용 중] 1) 기기의 전극과 피부 사이에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2) 측정 중에는 기기에 충격을 주
어서는 안됩니다. 3) 측정 중에는 기기가 피부에서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4) 기기가 물에 과도하게 접촉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5) 제세동기 사용 시 환자로부터 기기를 분리한 후 사용
해야 합니다. 6) 사용 중 고장 발생 시 수리 서비스는 반드시 지정된 전문 기술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7) 사용 중 수시로 기기 동작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주)휴이노로 연락해야 합니다. 8) 권장되는 전극의 교체 주기는 24시간(1일)이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전극의 접촉이 약하거나 불량할 경우 전극을 교체해야 합니다. 전극을 교체
할 때, 기기를 끄거나 앱과의 페어링을 해제할 필요 없이 기기 본체에서 기존 사용 전극 2개를 모두 제거하여 새 전극으로 교체합니다.
[사용 후] 기기 사용이 완료되면 기기를 병원 또는 (주)휴이노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허 21-317호의료기기

의료기기

References: 
1. MEMO Patch 쉬운사용 설명서(Accessed 4 Apr 2022)  2. MEMO Patch PLUS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Accessed 4 Apr 2022)  3. MEMO Patch PLUS 사용설명서 (Accessed 4 Apr 2022)  4. Data on file, 
HUINNO (ECG report sample 2022-03-28 version)  5. MP Turakhia, et al. Am J Cardiol 2013;112:520-524.  6. Data on file, HUINNO (An exploratory study to evaluate diagnostic accuracy of 
a 7-day adhesive patch electrocardiographic monitoring for detecting arrhythmia in patients with palpitation. SIMP1-FP-CSR).  7. Final 2021 Challenge Results for Official Entries (Available 
at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f7A_w_Pn3A--jSOHinrSQ-FnJ8CrptzeHm6U9Gph4M/edit?urp=gmail_link#gid=843384129 Accessed 4 Apr 2022)  8. PhysioNet Hompage 
(Available at https://physionet.org/about/ Accessed 4 Apr 2022)  9. Goldberger AL, et al. Circulation. 2000;101:e215-e220.  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03호.  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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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인 나725다(2)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와 다) 7일 초과 14일 
이내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항목 세부항목

Summary 각 Class별 요약, 종합적인 수치

Heart Rate Daily HR Trend, Findings 구간 표시

AF Episodes, Burden 통계, 주요 Findings ECG

VT

Episodes, 주요 Findings ECG
Pause

SVT

AVB

APC
Hourly % 그래프 제공, 주요 Findings ECG

VPC

Others Abnomal Findings중 분류되지 않은 ECG

Additional Strips Daily HR min, max ECG 

모니터링 일수가 늘어날수록 부정맥 검출 확률도  
높아졌습니다.5 

글로벌 AI-ECG 대회 PhysioNet Challenge 2021,
6-lead, 4-lead 부문 1위 수상7-9

메모패치로 측정했을 때 홀터 모니터링 대비  
주요 부정맥*진단율이 82% 상승했습니다. (환자 수 기준)6

PhysioNet 8,9 

·  생체신호 리서치 리소스 기관

·  미국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후원으로  
 1999년도 설립

·  매해 임상 및 기초과학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연구를 중심의  
 대회 개최 (주제는 매해 변경)

Flatform Managed by 

member of the MIT Lab for 

computational Physiology

Challege  
Sponsors

※ 2022-03-28 기준 Report Layout 양식

장기 모니터링의 필요성

All patients with 
arrhythias

All patients with 
symptomatic 
arrhythmias

Cumulative Yield of Arrhythmia Detection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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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28.7%

6-lead, 4-lead 부문 

1위 수상

홀터 24시간 vs. 메모패치 임상 결과

[진단 건수 기준 진단율 비교][환자 수 기준 진단율 비교]

두근거림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7일 부착 패치형 심전도 측정 장치의  
부정맥 진단율을 평가하기 위한 탐색적 임상 시험

An exploratory study to evaluate diagnostic accuracy of a 7day adhesive patch electrocardiographic monitoring for detecting arrhythmia in patients with palpitation

시험 방법
58명

부정맥

대상자 수

대상질환

유효성 평가

일차 유효성 평가 항목 
- 24시간 심전도 검사와 MEMO Patch®의  부정맥의 진단율 비교
- 부정맥이라 함은 다음 6가지 중 한가지 이상 진단이 된 경우를 의미함 
① 심실상성 빈맥(3번 이상의 빈맥이며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은 제외)  
② 심방세동/조동 (30초이상의 episode)                  
③ 3초 이상의 심정지
④ 방실차단 (2도 방실 차단(Mobitz type ll) 혹은 3도 방실차단)                   
⑤ 심실빈맥 (3회 이상) 
⑥ 다형성 심실빈맥 혹은 심실세동 

이차 임상적 평가 항목 
- 피부 부작용 빈도  
- MEMO Patch® 만족도 및 사용성 평가 설문지

*심실상성 빈맥, 심방세동/조동, 3초 이상의 심정지, 방실차단, 심실빈맥, 다형성 심실빈맥 혹은 심실세동

한 눈에 들어오는 ECG 분석 리포트4

Holter Monitoring Memo Patch®

11명/58명
82% 상승

20명/58명

Holter Monitoring Memo Patch®

11건

127% 상승
25건

24시간 심전도 검사가 예약된 날 내원하여 같은 날 7일 MEMO Patch®를 동시에 착용하고 검사를 함.  
24시간 심전도 검사기기를 반납하기 위해 내원함. 이후로도 MEMO Patch®는 추가로 6일 더 착용함.  
MEMO Patch® 반환 1주일 뒤 결과 확인을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내원하여 결과 확인 후 사용성 
및 만족도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