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일회용소변유량·용적측정장치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소변의 유량 및 용적을 측정하는 일회용 기구에 적용된다.

2. 구조

일회용소변유량·용적측정장치는 일회용 소변 유량계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3. 기준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상처나 손상을 초래할 만한 외관상의 흠, 파손, 요철, 예리한
외형

가장자리 등이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다만 표면처리가 된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코팅된 부분, 벗겨진 부분, 갈라진 부분 등이

4.가.

없어야 한다.
제품의 치수는 제조자가 설정한 기준 값의 ±5%
치수

이내여야 한다.
단, 제품의 특성상 그 타당성을 증명하는 경우 제조자가

4.나.

허용오차를 설정할 수 있다.
기밀성
정격용량

제품의 기밀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액체의 누수가 있으면
안 된다.
주머니의 정격 용량은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용량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4.다.
4.라.

4. 시험방법

가. 외형 시험
육안으로 관찰하여 표면 및 가장자리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표면처리
(코팅, 도금, 도장에 한함) 된 의료기기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조명 및
확대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치수 시험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디지털 게이지 등 교정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단, 측정단위는 기준 값의 범위 이하여야 한다.
다. 기밀성 시험
한쪽 끝을 막고, 20~30℃의 물에 잠기게 한다.
제품의 내부에 15초 동안 제조사가 제시한 압력을 가하여, 액체 누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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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조사에서 설정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라. 정격용량 시험
(1) 충진관을 절단하여 저장 탱크 꼭지가 가급적 주머니에 가깝게 있게 한다.
(2) 주머니에서 가급적 모든 공기를 배제한다. 그 다음에 배수용 꼭지를 닫는다.
(3) 주머니의 하단과 상단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주머니 하단에서 3/4되는 지점에
가로선을 표시한다.
(4) 제조자가 공급한 현가장치를 이용하여 주머니를 수직으로 자유롭게 매달아서 주머니 용량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도록 한다.
(5) 충진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 탱크의 꼭지가 닫힌 것을 확인한 다음, 상수도를 열어서
정수두(hydrostatic head: 주머니 상단으로부터 수면까지의 거리)를 (500 ± 5) mm가
되도록 조절한다. 저장 탱크 꼭지를 주머니 충진관에 연결한다.(그림 1. 참고)
(6) 저장 탱크 꼭지를 열고 물을 주머니로 충진시킨다. 이때 공기가 따라 들어가지 않게 한다.
(7) 주머니 안의 수면이 하단에서 3/4 되는 선에 도달하면 스톱워치를 작동시킨다.
(8) 1분이 지나고 1분 10초가 되기 전에 저장 탱크 꼭지를 닫는다. 단, 이때 육안으로
주머니의 누수 여부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견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필요하면
새 주머니를 사용하여 다시 시험한다.
(9) 주머니의 채워지는 수면에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서 충진관을 클램프로 막는다. 주머니를
충진 장치에서 분리하여 그 내용물을 주머니의 용량을 측정하기에 충분하며 눈금의
오차 범위가 ±2 %인 메스실린더에 옮겨 용량을 mL 단위로 측정하고 이 수치를 오차
범위 ±2 %의 시험 용량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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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험 용량 측정을 위한 충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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