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산부인과용전동유압식진료대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유압식기구에 적용된다.

2. 구조

상단부, 승강부, 하단부 및 다리걸이, 커튼걸이, 롤 씨트 페이퍼, 거즈 및 핀셋통, 오물받이,
어깨 받침대, 팔 받침대, 다리판(일체형, 분리형) 등의 부속품으로 구성될 수 있다.

3. 시험 기준
시험항목
전원입력

시험기준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따른다. 다만, 내부전원형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방법
4.가.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보호접지저항

따른다. 다만, 내부전원형 기기 및 2급 기기에는 적용되지

4.나.

않는다.
누설전류
전 자 파 장 해 (간 섭 )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따른다.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따른다.

4.다.
4.라.

상처나 손상을 초래할 만한 외관상의 흠, 파손, 요철, 예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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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마.

부분 등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치수는 제조자가 설정한 기준 값의 ±5% 이내여야 한다.
치수

단, 제품의 특성상 그 타당성을 증명하는 경우 제조자가

4.바.

허용오차를 설정할 수 있다.
동작

정상동작조건에서 시험한 결과, 제조자가 표방하는 목
적 및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사.

제조자가 의도하지 하지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장치

그 위험이 허용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하여 위험통제수단(안전장치

4.아.

또는 멈춤 스위치 등)을 구현하여야 한다.
a) 손가락 끼임 방지
크기에 관한 요구사항

손가락이 닿는 범위(그림 1. 참고) 내에 가동부의 끼임이
또는 절단의 위험이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동부 사이의
간격은 8mm 미만 또는 25m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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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b) 다리 끼임 방지
수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안전상 위험 요인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매트리스지지 플랫폼의 바깥쪽 끝단으로부터
안쪽까지의 거리가 130mm이하이면 바닥면으로부터 기기
사이의 높이는 120mm 이상이어야 하며(그림 2의 A). 참고),
매트리스지지 플랫폼의 바깥쪽 끝단으로부터 안쪽까지의
거리가 130mm 초과 180mm 이하일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기기 사이의 높이는 50mm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2의 B) 참고).
정격하중
안정성

파손, 비뚤어짐 등 각 부속품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며,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균형을 잃고 쓰러지지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4.차.
4.카.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기기가 정상적으로
내구성

기능해야 하며, 하중 패드를 제거하였을 때, 위해요인이

4.타.

없는 것을 확인한다.
유압유지
다리지지부의 강도

오일 페달을 밟는 동작으로 승·하강이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흔들리거나 잡음이 생겨서는 안된다.
다리지지부가 있는 경우, 균열과 닮아짐이 없고 복원성
이 양호하며, 사용할 때 있어 지장이 없어야 한다.

4.파.
4.하.

4. 시험방법

가. 전원입력 시험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나. 보호접지저항 시험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다. 누설전류 시험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라. 전자파 장해(간섭) 시험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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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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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치수 시험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디지털 게이지 등 교정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단, 측정단위는 기준 값의 범위 이하여야 한다.
사. 동작 시험
정상동작조건에서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아. 안전장치 시험
기기의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와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자. 크기에 관한 요구사항 시험
a) 손가락 끼임 방지
손가락이 닿는 범위 가동부의 끼임이 또는 절단의 위험이 있는 공간이 있는 지 표준자로
측정한다.

A. 가동부 사이의 간격
B. 바깥쪽 끝으로부터 200 mm이내의 손가락이 닿는 범위(빗금 친 영역)
C. 머리판(해당 되는 경우)
D. 발판(해당 되는 경우)
[그림 1.] 손가락 끼임 또는 절단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을 고려한 간격

b) 다리 끼임 방지
그림 2.를 참고하여 가동부품과 바닥면 사이의 거리를 표준자로 측정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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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mm < b ≤180 mm 인 경우, c ≥ 50 mm
- b ≤ 130mm인 경우, a ≥ 120mm이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주) 치수 a 및 c는 바닥으로부터 측정하며, 치수 b는 기기 바깥쪽 끝으로부터 측정한다.
다만, 측면 난간 등 영구 고정된 부속품이 존재할 경우 그 부속품을 포함하여 측정한다.
[그림 2.] 가동부품과 바닥면 사이의 여유 공간 영역

차. 정격하중 시험
제조사가 정한 안전동작하중(최소 1,700 N)의 2배, 또는 4,000 N 중 큰 쪽의 하중을 1시간* 동안
하중을 가한 후(그림 3. 참고), 하중을 제거하고 상태를 확인한다.
* 단, 소재의 크리프(Creep; 외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료의 변형이
증대하는 현상)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최소 1분간 하중 적용 가능

1. 등 부분
2. 엉덩이 부분
3. 허벅지 부분
4. 정강이 부분
5. 안전동작하중(Safe Working Load; SWL)
[그림 3.] 안전동작하중의 분포

카. 안정성 시험
a) 가로방향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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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N의 하중을 바닥면과 수평 상태에 있는 매트리스 지지 플랫폼의 측면 끝 면적
250 mm x 950 mm 전역에 걸쳐 균일하게 가한다. (그림 4. A) 참고)
b) 세로방향 안정성
2,200 N의 하중을 바닥면과 수평 상태에 있는 매트리스 지지 플랫폼의 머리 및 다리부분
각각 250 mm 전역에 걸쳐 균일하게 가한다. (그림 4. B) 참고)
주) 단, 제조사에 따른 최대 환자 하중이 2,200 N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에 따른 환자 하중을 적용한다.

단위 mm

주)

단위 mm

단, 제조사에 따른 최대 환자 하중이 2,200 N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에 따른 환자 하중을 적용한다.
[그림 4.] 안정성 시험

타. 내구성 시험
매트리스가 놓여있는 기기를 바닥면과 수평상태로 위치시킨다.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 가장 조건이 나쁜 높이에서 시험한다. 그림 5.의 A위치에 1,350 N의 하중을 하중패드
(그림 6. 참고)를 이용하여 10,000회 적용한다.
주) 단, 제조사에 따른 최대 환자 하중이 1,350 N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에 따른 환자 하중을 적용한다.

A. 하중 위치
1. 머리부
2. 다리부

[그림 5.] 하중부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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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름이 (355 ± 5) mm이고 그 표면은 전면 끝 지름이 20 mm이고
지름 800 mm의 볼록한 구형 곡률반경을 지닌 단단한 원형 물체
[그림 6.] 하중패드a)

파. 유압유지 시험
오일 페달을 밟아 확인한다.
하. 다리지지부의 강도 시험
다리지지부의 강도 다리지지부를 다리 또는 그 유사한 다리에 설치하여, 300 kgf{2942 N}의
하중을 24시간 가한다. 하중을 제거하고 30분 후에 이상의 유무를 조사한다(그림 7. 참조).

[그림 7.] 시험을 위한 다리지지부의 강도 하중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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