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성이 검증된 혈압계인
지 확인하는 방법
왜 정확한 혈압계를 사용해
야 합니?
부정확한 혈압 측정은 잘못
된 진단 및 부적절한 치료로 이
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줄
일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부정확한 혈압계가
많습니
사용할 수 있는 혈압계가
3000개 이상이지만
이들 중 정확성이 올바르게
검증된 것은 15% 미만입니
다.

아래 (무료) 리스트에서 권장하는 혈압계만 사용하십시오국
국가 또는 일반 리스트에서선택하십이오
리스트
적절한 국가 를 클릭하고 지침을 따르십시오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독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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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합중국

리스 트

STRIDE BP

https://stridebp.org/bp-monitors

는 검증 된 혈압계 리스트입니다. 2페이지의 등록기
관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Medaval

medaval.ie/blood-pressure-monitors/

리스트에 검증 된 혈압계와 검증되지 않은 혈압계가
모두 나열되 있습니다. 3 페이지의 등록기관을 검색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STRIDE BP 리스트을
이용하여 혈압 계가
올바르게 검증되었는지
확인하 는 방법
단계별 지침
01 S TRIDE BP

들어가기 인터넷 주소창에 www.stridebp.org/bp-monitors 라고 칩니다

https://stridebp.org/bp-monitors

02 검색

검색창에 정확한 혈압 모델을 입력 또는 혈압 계 제조업체 이름을 입력하고
나열된 혈압계의 모델을 찾습니다.

검색 기능은 매우 민감하
므로 제조업체의 이름이
나 혈 압계 모델에 약간의 오
류 가 있을 경우 검증된 혈압
계라 도 찾을 수 없습니다.

Blood pressure monitors
Search

ABC-123

Population

Use

Device Description

Manufacturer

Measurement site

Brand X

‘Device Description’에 표
시되면 유효성이 검증된 혈
압계 입니다.

Upper arm

ABC-123

Blood pressure monitors
Search

DEF-456

Population

Device Description

No results found

Use

Manufacturer

Measurement site
Upper arm

‘장치 설명’ 아래에 “결과가 없
습니다”로 표시되면 그 혈압계
는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
다.

제조업체 이름 또는 혈 압계
모델을 찾을 수 없으면 그 혈
압계는 검증되지 않은 혈압계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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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aval Registry
를 사용하여 혈 압 계가
올바르게 검증되었는지
확인 하는 방법
단계별 지침
01

Google 또는 기타 검색 엔진에 *혈압계의 제조사 및 모델과 ‘Medaval’
이라 는 단어를 함께 입력.
Brand X ABC-123 medaval

제조업체 이름 또는 혈압
계 모델을 찾을 수 없으면
그 혈압계는 검증되지 않
은 혈압계 일 수 있습니다.

02

혈압계의 Medaval 평 가 링크를 찾아 클릭하 십시오. 처음에 보이는
다른 광고 자료는 무시 하십시오.
medaval.ie > device >

Brand X ABC-123 Blood Pressure Monitor – Medval
The Brand X ABC-123 is a clinically validates and 2-star blood pressure monitor.
Measurements are taken from the upper arm and it is intended for professional use.

03

정확도 평가 보고서 를 찾아 Medaval 평 가 및 권장 사항을 확 인하십시오.
Assessment:

Medaval에서는 서로 다른
별 등급을 사용하지만 별 수
에 관계없이 올바르게 검증
된 모니터를 추천합니다.

The technology used in the Brand X ABC-123, to measure blood pressure,
has passed in a clinical validation study, in a general population, according to
a recognised standard protocol, as published in a peer-reviewed publication.
Accuracy Assessment
Medaval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Basis
Recent clinical validation;
recen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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