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수술용무영등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수술실 등에서 환부를 조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이하 “수술용무영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구조

수술용무영등은 램프, 지지기구, 전기장치, 조절장치등으로 구성된다.

3. 시험규격

가.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누설전류, 내전압, 접지저항, 과열, 전원입력, 전압 및 에너지 제한, 외장 및 보호덮개,
내압력․내충격, 방수․방습, 기계적 강도, 기타 구조적 안전 등에 대한 시험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기의전기․기계적안전
에관한공통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전자파 장해에 관한 시험
(1) 시험기준
전자파 전도, 전자파 방사시험에 대한 시험기준은 정보통신부의 관련 고시에 적합하여
야 한다.
(2) 시험방법
전자파 전도, 전자파 방사시험에 대한 시험방법은 전파연구소의 관련 고시를 따른다.
다. 성능에 관한 시험
(1)시험기준
(가) 중심조도
중심조도 Ec는(기기에서 빛이 방출되는 영역으로부터 1 m 떨어진 거리에서의 조도로서
광속 진행을 방해 받지 않을 때 광 조사야 중심에서의 조도를 말함)는 최소 40,000 lx이
상이어야 하고 최고 160,000이하이어야 한다.
(나) 광분포
조도가 중심 조도의 50%에 도달하는 d50의 최소 직경은 광 조사야 직경 d10의 50%이상
이어야 한다.
(다) 색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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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소에서 미세한 색의 차이를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게끔 최대 조도로 기기를 설정
할 때 방출되는 빛의 색 온도는 3000 K이상 6700 K 이하이어야 한다.
(라) 조명표면에서의 온도상승
1 m 떨어진 조명 영역에서의 총복사조도 Ee는 1000 W/m2 이하이어야 하고, 총복사조
도 Ee와 중심조도 Ec와의 비율이 6 mW/m2․lx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라이트헤드
를 몇 개를 조명 영역에 중첩시킴으로써 복사조도 1000 W/m2를 초과할 수 있다면 사용
설명서에 수술 장소에서 열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마) 색렌더링지수(color rendering index)
높은 조명 수준에서 방출되는 기기의 방출 스펙트럼은 조직 분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색렌더링 지수 Ra는 85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한다.
(바) 자외선방사
400 nm 이하 파장에 대한 자외선 복사조도는 10 W/m2이하 이어야 한다.
(2)시험방법
(가) 일반적인 시험조건
시험은 안정된 온도 상태에서 기기의 전원 단자반에서 공급되는 안정된 정격 전원에서
수행한다.
광 조사야에서의 조도 및 복사 측정은 기기의 광축의 수직 하방으로 빛이 방출되는 표면
의 최저점에서 1 m 아래의 평면상에서 수행한다.
측정은 유실되는 빛으로 인한 오차가 1% 이하가 되도록 수행한다.
광 조사야 그리고/또는 조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다른 조건이 없는 한 최대 조도에 도달
하도록 설정한다.
CIE 69:1987에 따른 조도계의 오차는 다음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f1 : 3 %, u : 1 %, r : 1 %, f3: 1 %, f5: 0.5 %, f9: 10 %
조도계에서 광도계 헤드의 감광 영역의 직경은 20 mm 이하로 한다.
복사조도 측정은 30 mm 이하의 감광 영역을 갖는 복사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것의
스펙트럼 감도는 300 nm에서 2500 nm의 범위에 걸쳐 일정하여야 한다.
스펙트럼 측정은 감광 영역이 30 mm 이하인 교정 스펙트럼 복사계를 사용하여 수행한
다.
(나) 중심조도
광 방출 표면의 최저점으로부터 1 m 아래의 평면 광 조사야 중심에서 최대의 조도 Ec를
측정한다.(그림1.참조)
(다) 광분포
광 조사야 중심을 통과하는 4개의 단면을 따라 측정한 d10의 평균 값과 d50의 평균 값을
구하여 d50 ≥ 0.5 × d10 인지 확인한다.(그림2. 참조)
(라) 색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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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CIE 13.3:1995 및 CIE 15.2:1986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한다.
(마) 조명표면에서의 온도상승
광 방출 표면의 최저점으로부터 1 m 아래의 평면 광 조사야 중심에서 총 복사조도 Ee를
측정하고, Ec와의 비율을 구하여 확인한다.
(바) 색렌더링지수
시험은 CIE 13.3:1995 및 CIE 15.2:1986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한다.
(사) 자외선 방사
기기의 광축의 수직 하방으로 빛이 방출되는 표면의 최저점에서 1 m 아래의 평면상에
서 자외선 복사조도를 측정한다.
4. 표시사항

4.1. 기타필요한 사항
(1) 전격에 대한 보호형식 및 정도
(2) 정격전원
(3) 소비전력

그림 1. 중심조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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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분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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