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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96호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호, 2014.9.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하여 국제규격과 부합하도록 신설, 개정 등을 

통해 국내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 및 품질 수준을 제고하여 국민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4조)

   (1)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경과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새로이 설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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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기기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시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 유지가 필요한 사항인 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

  나. IEC, ISO 국제규격 제‧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기준규격” 조화

(안 별표 1, 별표 2)

   (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의료기기 

개별규격에 대한 국제규격을 제·개정함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기준을 반영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개정 필요  

   (2) 필수성능, 위험관리 도입과 의료기기 특성에 따른 공통기준규격 

요구사항을 대체, 추가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국제조화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신설 및 개정 하고자하는 것임

    ※ (신설)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1] : 62개⇒70개, (개정) [별표1] : 8개

    ※ (신설)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 66개⇒76개, (개정) [별표2] : 23개 

  다. 국제수은협약 이행 조치를 위해 “치과용수은” 기준규격 개정

(안 별표 1 47.)

   (1) 국제수은협약 제4조(수은첨가제품)에서 치과용 아말감은 사용 

저감화 대상으로 수은 사용의 저감화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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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치과용 수은 사용 저감화를 위해 "별표 1"의 “47. 치과용 수은” 

규격에서 ‘벌크형 치과용 수은’ 부분을 삭제하는 기준규격 개정을 

통해 공식적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라. “하드콘택트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 기준규격 개정(안 별표 1 61.)

   (1) ‘컬러콘택트렌즈’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충혈‧ 결막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소투과율이 낮은 경우 각막 

손상의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 조치 필요

   (2) 제품의 산소투과율 확보를 위해 ‘컬러콘택트렌즈’ 산소투과율

기준 등을 시험항목에 신설하고,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는 경고문구를 

기재사항에 의무적으로 추가함으로서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참조 : 기준규격팀,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연구

심사 B동 127호, 전화 043-719-5654, 팩스 043-719-5650, 전자우편 

woongcj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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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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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호

 「의료기기법」제19조에 따른「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 제2014-155호, 2014. 9.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1. 고형 근관 충전재(거타-퍼차)”, “26. 연질의치상이장재”, 

“56. 카트리지형주사기”를 각각 “1. 고형근관충전재”, “26. 연질의치상

이장재-단기사용재료”, “56. 카트리지형주사기(치과용)”로 제목을 변경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23. 안경렌즈”, “34. 주사기(인슐린주입용)”, 

“36. 치과용주사침”, “47. 치과용수은”, “61. 하드콘택트렌즈/소프트콘택

트렌즈”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63. 치과교정용장치”, “64. 연질의

치상이장재-장기사용재료”, “65. 의치부착재”, “66. 치과용산화아연유지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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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치과용산화아연비유지놀시멘트”, “67. 치과용하이브리드아이오노

머시멘트”, “68. 카트리지형주사기”, “69. 합성소재콘돔”, “70. 수동식의약품

주입펌프”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8.진단용엑스선장치”, “9. 심전계”, “11. 치과용진료장치”, “13. 

의료용경”, “16. 펄스옥시미터”, “22. 극초단파자극기”, “23. 뇌파계”, “25. 치

료용방사선모사장치”, “28. 인공신장기”, “29. 범용인공호흡기”, “30. 저주

파자극기”, “31. 전기수술기”, “33. 체외형심장박동기”, “34. 초단파자극

기”, “35. 초음파자극기”, “37. 환자감시장치”, “40. 의료용적외선촬영장치”, 

“41. 심전도감시기”, “43. 의료용온열기”, “58. 전동식수술대”, “59. 전자

체온계”, “64. 유아가온 장치”, “65.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로 각각 별

지와 같이 하고, “67. 경피혈중가스분석기”, “68. 전동식의약품주입펌

프”, “69. 혈관내혈압계”, “70. 복막투석장치”, “71. 중재적시술용엑스선

장치”, “72. 홀터심전계”, “73. 호흡감시기”, “74. 의료용광선조사기”, 

“75. 치과용구강외엑스선장치”, “76. 치과용구강내엑스선장치”를 각각 별지

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중 “47. 치과용 수은”의 개정 규정은 국제수은협약이 우리

나라에 그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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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표 2의 신설‧ 개정되는 규격은 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신설‧ 개정되는 

규격은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신 청 하 거 나  제 조 (수입 ) 신 고하 는  의 료기기(「의료기기 허가·

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4 에 따라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으 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 하는 의료기기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의료기기 기준규격」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제조(수입) 신고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인증사항 변경인증

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및 임상시험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 신설‧ 개정되는 기준규격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이 기준규격 별표 1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 절차의 특례)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개정 

고시 시행일 전이라도 개정 고시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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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변경인증‧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 허가‧ 인증‧ 신고 절차가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허가 ‧ 인증 ‧ 신고

할 수 있다.

제5조(적용에 대한 특례) 이 고시로 신설 또는 개정 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제조·

수입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 고시 규정에 따른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기재사항에 관한 특례) ① 이 고시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에 기재되어 있는 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61. 하드 콘택트렌즈/소프트콘택트

렌즈”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전에 기재되어 

있는 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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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1. 고형근관충전재

(관련 규격: ISO 6877:2006)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C10010.01(고형근관충전재), C10030.01(근관용은포인트)에 적용되며 
치과근관충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금속 또는 고분자계 포인트 또
는 콘의 크기와 조성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지만 치관 수복물 지지용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시험규격

2.1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생물학적 안전성은「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
품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하며, ISO 7405를 참조할 수 있다.

2.2 성능 시험

2.2.1 외관
전체 경사부 길이를 통해서 포인트의 외형은 매끄럽고 균일해야 한다.
시험은 4.2에 따라 시행한다.

2.2.2 길이
제조자가 표시하지 않는 한 전체 길이는 28 ㎜ 이상이어야 한다. 길이를 별도로 
표시한 경우 지정한 길이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시험은 4.3에 따라 시행한다.

2.2.3 크기 지정 및 테이퍼

2.2.3.1 일반
- 표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5자리 숫자 체계를 이용한다.

    000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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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000 ：크기 표시에 해당

    XX  ：테이퍼에 대한 주요한 두자리 숫자에 해당

- 금속 포인트의 경우 모든 포인트에서 ±0.02 ㎜의 허용오차를 허용하며, 고분
자 포인트의 경우 010∼025 크기의 포인트는 ±0.05 ㎜의 허용오차를, 030∼140 크
기의 포인트는 ±0.07 ㎜의 허용오차를 허용한다.

2.2.3.2 표준 테이퍼 포인트
표준형 포인트의 크기 표시는 표 1의 숫자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포인트의 테이
퍼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팁으로부터 최소 16 ㎜에 걸쳐 균일하여야 한다. 시험은 
4.4.2.1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테이퍼는 4.4.3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표 1  표준형 포인트의 크기 지정 
                   (단위 : ㎜)

크기 직경(d1) 직경(d2) 직경(d3)
010 0.10 0.16 0.42
015 0.15 0.21 0.47
020 0.20 0.26 0.52
025 0.25 0.31 0.57
030 0.30 0.36 0.62
035 0.35 0.41 0.67
040 0.40 0.46 0.72
045 0.45 0.51 0.77
050 0.50 0.56 0.82
055 0.55 0.61 0.87
060 0.60 0.66 0.92
070 0.70 0.76 1.02
080 0.80 0.86 1.12
090 0.90 0.96 1.22
100 1.00 1.06 1.32
110 1.10 1.16 1.42
120 1.20 1.26 1.52
130 1.30 1.36 1.62
140 1.40 1.46 1.72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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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부호(Key)
1  편평한 끝단
l  전체 길이

비고) 1  지름 d1, d2,및 d3의 값은 밀리미터의 1/100 단위로 표시한다.
     2  표 1은 각 크기에서의 d1, d2및 d3 값을 제공한다.
     3  테이퍼는 1 ㎜당 0.02 ㎜이므로 d3＝d1＋0.32 ㎜

a  기지선  
b  선단부의 가상 직경
c  팁의 정확한 형태는 제조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림 1  표준형 포인트의 개략도

2.2.3.3 큰 테이퍼 포인트
시험은 4.4.2.2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포인트의 테이퍼는 테이퍼 끝으로부터 1 ㎜
까지 균일하여야 한다. 계산된 테이퍼는 표시된 테이퍼의 ±10 % 이내이어야 한
다. 이는 4.4.3에 따라 계산한다. 팁 직경과 테이퍼 또는 포인트의 테이퍼는 제조
자에 의해 표시되어야 한다[6. c) 참조].

2.2.4 물리적 보존성(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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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시험한 5개의 시료 중 어느 하나라도 파절의 양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

2.2.5 방사선 불투과성
4.6.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고분자계 포인트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의 방
사선 불투과성은 적어도 6 ㎜ 두께의 알루미늄의 방사선 불투과성과 동등하여야 
한다. 

2.2.6 색상 코드
공칭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 포장 또는 개별 포인트에 색상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색상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표 2에 따른다. 테이퍼 표시와 관련하
여 색 원칙은 다양한 포인트에서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갈수록 테이퍼가 증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테이퍼가 2 %, 4 %, 6 %, 8 % 및 10 %인 종류에서 색상은 흰색, 노
란색, 빨간색, 파란색 및 초록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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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크기 표시를 위한 색상 코드

크기 색 코드 약자
010 보라색 pur
015 흰색 wh
020 노란색 yel
025 빨간색 red
030 파란색 blu
035 초록색 grn
040 검정색 blk
045 흰색 wh
050 노란색 yel
055 빨간색 red
060 파란색 blu
070 초록색 grn
080 검정색 blk
090 흰색 wh
100 노란색 yel
110 빨간색 red
120 파란색 blu
130 초록색 grn
140 검정색 blk

3. 시료확보
충분한 개수의 시료를 확보하여 각 제조자가 제조한 포인트 중 최소 5종의 크기
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한의 크기 종류에 대해 실
시한다.

4. 시험방법

4.1 시험조건
(23 ± 2) ℃의 온도와 (50 ± 5) %의 상대 습도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을 시
작하기 전에 포인트를 이러한 온도와 상대 습도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유지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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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육안 검사
무작위로 10개를 추출한다. 확대경 없이 육안으로 2.1과 5절에서 정한 특성을 평
가한다. 평가자는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3 길이
무작위로 불특정 사이즈와 테이퍼 포인트를 10개의 추출한다. 0.5 ㎜ 단위로 표시
된 자에 포인트를 올려놓고 0.5 ㎜ 단위까지 전체 길이를 측정한다. 만약 10개의 
포인트 모두가 규격 요구사항을 만족하면 그 제품은 합격으로 판정된다. 만약 8개 
이하가 만족하면 그 제품은 불합격으로 판정된다. 만약 9개의 포인트가 합격이면, 
5개의 포인트를 추가로 시험한다. 5개를 추가로 시험하였을 때, 5개 모두 만족할 
때 그 제품은 합격으로 판정된다.

4.4  크기 측정

4.4.1 장비
고분자 포인트의 측정은 0.005 ㎜의 정확도를 가지도록 보정된 광학 측정기를 사
용한다. 금속 포인트는 0.001 ㎜의 정밀도를 가지는 어떤 종류의 측정기든지 사용
할 수 있다.

4.4.2 방법

4.4.2.1 표준 테이퍼 포인트
무작위로 10개를 추출한다. 포인트로부터 투영된 그림자 상을 시각적으로 검사하
고, 명시된 직경 크기가 4.4.3과 식 (1)에서 주어진 T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d1값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d1 =a－LaT  (1)

여기에서 La：팁으로부터 직경이 a인 지점까지의 거리(㎜)

팁으로부터 최소한 16 ㎜ 지점까지의 테이퍼가 균일한지를 확인한다. 10개의 포인
트에서 팁으로부터 3 ㎜ (d2)및 16 ㎜ (d3) 지점의 지름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만
약 10개가 모두 만족스러우면 그 제품은 합격으로 간주한다. 만약 8개 이하가 만
족스러우면 그 제품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만약 9개의 포인트가 합격이면 5개의 포인트를 추가로 시험한다. 5개를 추가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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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했을 때, 5개가 모두 만족스럽다면 그 제품은 합격으로 간주한다.

4.4.2.2 큰 테이퍼 포인트
무작위로 10개를 추출한다. 포인트로부터 투영된 그림자 상을 시각적으로 검사하
고, 명시된 직경 크기가 4.4.3과 식 (1)에서 주어진 T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d1값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테이퍼의 끝으로부터 1 ㎜ 지점까지의 테이퍼가 균일한지
를 확인한다. 10개의 포인트에서 팁으로부터 La ㎜(a)및 Lb ㎜(b)지점의 지름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만약 10개가 모두 만족스럽다면 그 제품은 합격으로 간주한다. 만약 8개 이하가 
만족스럽다면 그 제품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만약 9개의 포인트가 합격이면 5개
의 포인트를 추가로 시험한다. 5개를 추가로 시험했을 때 5개가 모두 만족스럽다
면 그 제품은 합격으로 간주한다.

4.4.3 테이퍼 계산

4.4.2.1 및 4.4.2.2에서 측정한 실제 측정치를 이용하여 계산에 의해 테이퍼(T)를 
결정한다. 테이퍼란 측정된 직경 간의 차이 값을 그들 간의 거리로 나눈 값이다. 
테이퍼의 허용오차는 정해진 직경의 허용오차(2.4.1.2)에 좌우되며 크기에 따라 가
변적이다. 그림 2에서 제시된 값으로부터 식 (2)를 이용하여 테이퍼를 계산한다. 

 (2)

여기에서 a와 b：각각 거리 La와 Lb 지점의 직경(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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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부호(Key)
1  편평한 끝단
l  전체 길이

a)  팁을 통과하여 지나치는 기지선(datum line)  
b)  선단부의 가상 직경
c)  팁의 정확한 형태는 제조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림 2  테이퍼 계산

4.5 물리적 보존성(integrity)

4.5.1 시험 장비
적절한 장치는 그림 3에서 제시하고 있다.

4.5.2 시험방법
그림 3의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5개의 표본을 시험한다. 고정 
핀 바이스(D)에 포인트 팁의 최초 5 ㎜ 부분을 고정하는데, 이 때 포인트가 손상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포인트를 조정하여 포인트와 핀 바이스(D)의 접합점이 회
전(F) 중앙 축에 오도록 한다. 이동 가능한 핀 바이스(E)에 포인트의 끝을 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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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로 고정시켜서 고정 핀 바이스(D)와 이동 가능한 핀 바이스(E)의 접합 점들 사
이의 거리가 14 ㎜가 되도록 한다. 시험의 출발점을 0으로 한다. 디스크(A)를 시
계 반대 방향으로 30° 회전시킨 후, 다음으로 시계 방향으로 60° 회전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시험 출발점에 오게 한다. 휨 사이클
(bending cycle)을 약 2초 이내에 완료한다. 금속 포인트에 대해서는 4회, 고분자
계 포인트에 대해서는 20회 휨 사이클을 반복한다. 5개의 포인트 중에서 파손된 
것이 있는지 보고한다.

(단위 : ㎜)

A 회전 디스크
B 디스크 A의 지지대
C 잠금 장치가 있는 고정 핀 바이스 지지대
D 고정 핀 바이스
E 수직 조정 도구가 있는 이동 가능한 핀 바이스
F 회전 중심
G 핀 바이스 E에 대한 부유점(suspension point)
H 디스크 회전 손잡이

그림 3  물리적 보존성 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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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고분자계 포인트의 방사선 불투과성

4.6.1 아날로그 시험 장비

4.6.1.1 스테인리스강 링 몰드 : 내부 직경 10 ㎜이고 높이 1 ㎜이고, 플라스틱 필
름이나 기타 방사선 투과성 물질로 덮인다.

4.6.1.2 치과용 단상 엑스선 장비 : 전체 투과율이 알루미늄 1.5 ㎜이고, (65 ± 5) 
kV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적절한 부속장치를 갖는다. 

4.6.1.3 치과용 엑스선 교합 필름 : ISO 3665에 부합하는 것, 현상액 및 정착제

4.6.1.4 알루미늄 스텝 웨지(aluminium step wedge) : 구리 무게비 함량 0.1 % 미
만, 철 무게비 함량 1.0 % 미만의 98 % 이상의 순도를 갖는 알루미늄으로서 크
기가 50 ㎜ × 20 ㎜이고 두께가 1 ㎜씩 증가하여 1∼10 ㎜의 두께 범위를 갖는 
것 또는 두께 6 ㎜인 작은 알루미늄판

4.6.1.5 납판 : 두께 2 ㎜ 이상인 것

비고) 상기 시험방법과 동등한 결과를 내는 디지털 방사선 장비도 사용될 수 있
다.

4.6.1.6 광학 밀도계(photographic densitometer)

4.6.2 디지털 시험 장비

4.6.2.1 디지털 엑스선 장비

비고) 이 시험을 위해 "자동 이득 제어(Automatic Gain Control)" 없이 사용되어
야 한다.

4.6.2.2 교합필름 크기의 엑스선 센서 :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디지털 엑스선 
장비(4.6.1.7)와 함께 쓰일 수 있도록 보정된 것

4.6.2.3 표준 회색 색표 분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 정확도 ± 1의 흑화 지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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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 예로서 Adobe 포토샵 4)

4)Adobe Photoshop은 적절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예이다. 이 정보는 본 기준규격 사용
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것임

4.6.3 시험방법 

4.6.3.1 시편 제작
각 크기의 포인트를 충분한 개수만큼 준비하여 연화하고 원판형 몰드에 압축시켜 
1 ㎜의 균일한 두께의 디스크를 만든다. 

4.6.3.2 아날로그 장비에 의한 시험 절차
엑스선 교합 필름 (4.6.1.3)을 납판(4.6.1.5) 위에 위치시킨다. 시편과 알루미늄 스텝 
웨지 또는 판(4.6.1.4)을 필름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시킨다.
시편, 알루미늄 스텝 웨지 또는 판과 필름에 엑스선을 노출하는데 필름과의 거리
는 300 ㎜이고 현상처리 이후에 시편과 표준 옆에 있는 필름 지역의 광학 밀도가 
1.5∼2.0가 될 수 있는 시간 동안 노출시킨다.
필름의 현상처리 및 건조가 끝나면 광학 도계를 사용하여 시편 이미지의 광학밀
도와 알루미늄 표준의 광학밀도를 비교한다. 광학밀도계로 측정할 때에는 이미지
에서 가장 밝은 부분을 측정해야 한다.
 
비고) 시험편을 준비할 때 현상한 방사선 필름에서 뚜렷이 볼 수 있는 기공이나 
얇은 부위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4.6.3.3 디지털 장비에 의한 시험 절차
엑스선 센서(4.6.2.2)를 납판(4.6.1.5) 위에 위치시킨다. 시편과 스텝웨지(4.6.1.4)를 
센서 중앙에 위치시킨다. 자동 이득 제어 없이 엑스선 음극과 목표필름 사이의 거
리가 300 ㎜∼400 ㎜인 상태에서 엑스선을 조사한다.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
는 노출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과정을 반복한다. 

비고) 종래의 엑스선 필름에 대해 5배에서 10배 정도의 노출이 되는 것으로 예상
된다.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표준 회색 색표 분석 소프트웨어(4.6.2.3)로 내보낸다. 회색 
음영 수치는 소프트웨어의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디지털 이미지의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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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 수치는 픽셀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2진수(비트)로 나타낸다.
표준 회색 색표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편 이미지 내에서 측정할 직사각
형 영역을 지정하고 그 영역 내의 평균 회색 수치를 측정한다.
이 과정을 스텝 웨지의 각 스텝 별로 반복한다. 표준 회색 색표에서 가장 어두운 
회색 색상은 통상 수치 0으로 정의되는 반면 가장 밝은 회색 색상은 255의 수치
로 정의된다. 이 수치는 엑스선 필름의 광학밀도에 대해서는 반대의 순서가 된다.

4.6.4 결과의 해석
각각의 알루미늄 스텝의 광학밀도/회색 수치를 각 스텝의 두께에 대하여 그린다
(아날로그 경우에는 그림 4, 디지털 장비의 경우에는 그림 5를 참조). 각 시편의 
광학밀도/회색 수치를 해당 도면 위에 나타내고 이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스텝 웨
지의 두께를 구한다. 
시편의 광학밀도와 스텝 웨지 또는 알루미늄 판의 광학밀도를 비교한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3개의 측정값 모두가 2.2.5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식별부호(Key)
X 알루미늄 스텝, ㎜
Y 광학밀도
1 시편 측정값
2 해당 알루미늄 두께

그림 4  방사선 불투과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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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장비에 의해 측정된 알루미늄 스텝의 두께에 대한 광학 밀도와 시편 값을 겹쳐 
놓은 그래프

식별부호(Key)
X 알루미늄 스텝, ㎜
Y 회색 음영 수치
1 시편 측정값 
2 해당 알루미늄 두께

그림 5  방사선 불투과성 결정

디지털 장비에 의해 측정된 알루미늄 스텝의 두께에 대한 회색 음영 수치와 시편의 값을 
겹쳐놓은 그래프

5. 포장
포인트는 내용물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단위 포장 용기에 포장되어야 
하고 멸균된 제품[6. f) 참조]은 취급하는 과정에서 멸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크기 이상의 다양한 크기 제품을 담은 단위 포장은 여러 크기의 제
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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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재사항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6.1 크기 표시와 테이퍼(2.2.3 참조)

6.2 포인트의 공칭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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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경렌즈
(관련규격: ISO 14889:2003, ISO 8980-1:2004, ISO 8980-2:2004, 

ISO 8980-3:2003, ISO 8980-4:2004, ISO 8980-5:2005)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
시)」소분류 A77010.01 안경렌즈 중 비가공 완제품 안경렌즈(uncut finished 
spectacle lenses)에 적용된다. 이 규격은 보호용 안경렌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가공 완제품 안경렌즈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규격을 적용한다. ‘I. 안경렌즈 기
본규격’과 다른 규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 Ⅰ규격을 우선으로 한다.

Ⅰ. 안경렌즈 기본규격(ISO 14889)
Ⅱ. 단초점(single vision) 및 다초점(multifocal) 안경렌즈(ISO 8980-1)
Ⅲ. 누진굴절력(progressive) 안경렌즈(ISO 8980-2)
Ⅳ. 안경렌즈의 투과율(transmittance) 규격(ISO 8980-3)
Ⅴ. 반사방지 코팅처리된(anti-reflective coating) 안경렌즈(ISO 8980-4)
Ⅵ. 내마모성(abrasion-resistant) 안경렌즈(ISO 8980-5)

2. 용어 및 정의

ISO 13666의 용어 및 정의와 다음의 용어 및 정의를 적용한다.

2.1 제조자(비가공 완제품 안경 렌즈의) 
비가공 완제품 렌즈를 시장에 내놓는 개인 또는 법인 

2.2 FOA 렌즈미터(focimeter, focal point on axis; FOA focimeter)(그림 1 참고)
시험 대상 렌즈가 프리즘 도수가 0이 아닌 렌즈의 부위에서 측정될 때, 렌즈미터의 
초점이 광축에 위치하는 렌즈미터

주) 모든 수동 렌즈미터와 일부 자동 렌즈미터가 이 디자인에 해당한다.

2.3 IOA 렌즈미터(focimeter, infinite on axis; IOA focimeter)(그림 2 참고)
시험 대상 렌즈가 프리즘 도수가 0이 아닌 렌즈의 부위에서 측정될 때, 시준된 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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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미터의 광축과 일치하고 렌즈미터의 초점이 렌즈미터의 축으로부터 벗어나는 
렌즈미터.

주) 일부 자동 렌즈미터가 이 디자인에 해당한다.

1. 렌즈미터의 광축
2. 시험 대상 렌즈
3. 렌즈미터의 렌즈받침대
4. 광축위의 초점

1. 렌즈미터의 광축
2. 시험 대상 렌즈
3. 렌즈미터의 렌즈받침대
4. 광축위의 평행광속

그림 1 FOA 렌즈미터 그림 2 IOA 렌즈미터

2.4 내구성(durability)
반사방지 코팅의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반사율 특성의 저하
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주 1) 반사방지 코팅렌즈의 품질저하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소는 문지르기, 열, 

자외선 방사 및 습도이다.

주 2) 반사방지코팅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착력의 상실이

다. 이 규격에 제시된 기준은 반사방지 코팅의 접착력과 관련된 것이다.

2.5 내마모성(abrasion resistance)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마모, 세척에 의한 긁힘 등의 손상에 견딜 수 있는 안경
렌즈 표면의 특성.



- 26 -

3. 분류

3.1 설계에 따른 분류
완제품 렌즈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단초점 완제품 렌즈
나. 다초점 완제품 렌즈
다. 누진굴절력 완제품 렌즈

3.2 투과율에 따른 분류
안경렌즈는 투과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무색 안경렌즈
나. 균일 색상 안경렌즈
다. 구배 색상 안경렌즈
라. 감광 안경렌즈
마. 편광 안경렌즈

주) 위의 분류 가운데 2개 이상이 결합될 수 있다.

4. 포장
비착색렌즈(백색 렌즈)봉투는 봉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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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경렌즈 기본규격(ISO 14889)

1. 시험규격

1.1 설계
안경렌즈는 제조자가 의도한 조건에서 사용했을 때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위험이 
안경렌즈가 사용되지 않을 때의 위험과 비교하여, 사용된 원자재와 일치하고 일반
적으로 알려져 있는 최신의 기술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소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2 원자재
1.2.1 생물학적 안전성
안경렌즈는 제조자의 의도대로 사용하였을 때, 생리학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착용자
의 상당수에서 알러지 혹은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서는 안된다.

1.2.2 가연성(Inflammability)
안경렌즈를 2.2항에 설명된 것처럼 시험하였을 때, 시험봉을 꺼낸 후에 지속적인 
연소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1.3 기계적 강도(Mechanical strength)
비가공 안경 렌즈는 2.3항에서 설명된 최소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준정적 하중
(quasi-static loading type) 시험을 견뎌야 한다. 

2.3항에 따라 시험을 할 때, 안경 렌즈에 (100±2) N의 힘으로 지름 22 mm의 강
철 볼을 가했을 때 견뎌 낸다면, 최소 강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이다.

이 시험은 (23±5)℃의 온도로 조절한 후 즉시 수행한다.

이 시험 후에 다음의 결함이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가. 렌즈 파손
만일 안경렌즈가 전 부분이 2 개 또는 그 이상의 조각들로 금이 간다면, 또는 렌
즈의 5 mg 정도가 떨어져 나간다면 시험 볼이 시편을 통과하거나 시험 볼에 닿
아 있든지 간에 파손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28 -

나. 렌즈 변형 
안경렌즈를 흰 종이에 올려놓았을 때, 렌즈 아래 흰 종이에 흔적이 나타났다면 변
형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 만약 안경렌즈가 기계적 위험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 산업용 또는 다른 목적

을 위해 사용된다면 기계적 강도 또는 견고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만약 안구 보호

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이 적절한 국제 규격에 제시되어 있다. 

1.4 투과율(Transmittance)
1.4.1 일반적인 요구사항
투과율은 ‘Ⅳ. 안경렌즈의 투과율(transmittance) 규격(ISO 8980-3)’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광원 D 65를 사용할 때 안경 렌즈의 시감투과율(τv)은 설계기준점에서 3 % 이하
가 되지 않아야 한다. 

1.4.2 운전 시 사용을 위한 렌즈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
1.4.2.1 일반 사항 
시감투과율 8 % 이하인 안경 렌즈는 자동차 운전 시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그러한 렌즈를 위한 요구 사항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1.4.2.2 분광투과율(Spectral transmittance)
500∼650 nm의 파장의 범위에서 스펙트럼 투과율[τ(λ)]은 0.2τv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1.4.2.3 주간에 사용
광원 D 65를 사용할 때 낮 시간 동안의 운전용 안경 렌즈의 시감투과율(τv)은 설
계기준점에서 8 % 초과해야 한다. 

1.4.2.4 야간에 사용
광원 D 65를 사용할 때 야간 운전을 위한 안경 렌즈의 시감투과율(τv)은 설계기
준점에서 75% 이상이어야 한다. 

1.4.2.5 신호등 인식을 위한 상대 시각 감쇠 계수(relative visual attenuation 
coefficient)  
1.4.2.2, 1.4.2.3 및 1.4.2.4에 적합한 안경 렌즈의 상대 시각 감쇠 계수(Q)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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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경우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가. 적색 Q에 대해서 0.8 
나. 노란색 Q에 대해서 0.8 
다. 녹색 Q에 대해서 0.6 
라. 청색 Q에 대해서 0.4 

주) 상대적 시각감쇠계수(Q)의 정의는 ISO 13666에 제시되어 있다. 

2. 시험방법

2.1 일반사항
이 규격의 모든 시험은 형식시험(type test)이다.

2.2 가연성(Inflammability)
2.2.1 장치
시험 장비는 세로 주축으로부터 평평한 끝 쪽 면에 직각을 이루게 놓여진 
(300±3) mm 길이와 6 mm의 지름을 가진 강철봉, 열원 및 온도 표시 장치를 지
닌 열전쌍(thermocouple)으로 구성되어 있다. 

2.2.2 시험절차
최소한 50mm 길이 이상의 강철봉 한쪽 끝을 온도 (650±20)℃까지 가열한다. 가
열된 봉 끝 부분으로부터 (20±1) mm 지점에 붙어 있는 열전대를 사용하여 봉의 
온도를 측정한다. 

봉을 수직 주축에 위치시키고, 5초 이상 동안 시험 샘플의 표면에 봉의 가열된 면
을 놓아두고 나서 봉을 제거한다. 

각 원자재로부터 제조된 샘플 렌즈에 이 시험을 반복한다. 시험 샘플로부터 봉을 
제거한 후에 연소가 계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2.3 기계적 강도
2.3.1 장치(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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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하중장치
지름 22mm의 강철구를 70mm 길이의 튜브 아래 끝에 고정시킨다. 이 하중 집합
체는 시험 시편에 가하는 힘이 (100±2) N이 되어야 한다.

1. 길잡이 블록
2. 안경렌즈
3. 흰색 종이 위에 있는 먹지 
4. 중심고리
5 (100±2) N의 하중 집합체

6. 강철구
7. 압력고리 (250±5) g
8. (35×3×3) mm 크기의 실리콘 배열 고리
9. 지지 시스템

그림 3 최소 강도 시험을 위한 장치(단위: mm)

2.3.1.2 시편 지지대 
시편 지지대는 강철 지지판과 압력 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강철 지지판의 위쪽 면
과 압력 고리의 아래쪽 면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35±0.1) mm의 내부 지름을 갖
는 (40±5) mm 직경의 IRDH 원형 실리콘 고무 고리와 3 mm×3 mm의 공칭 횡단
면(cross section)에 각각 고정되어 있다. 

시편 렌즈가 전체 주변을 적절히 지지하기에 불충분한 치수를 가진다면, 알맞은 
어댑터 슬리브를 사용한다.  

압력 고리는 (250±5) g의 질량을 갖는다. 

주 1) 압력 고리는 실리콘 배열(seating)이 견본의 위쪽 표면에 대해 안전하게 누

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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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종이 위에 놓인 먹지는 지지판 원모양 구멍의 평면 판에 위치시킨다. 
구멍의 평평한 면은 실리콘 고리가 부착된 표면 아래 1.5 mm 위치에 평행하게 
놓는다. 지지판이 대칭적으로 회전하지 않고 실리콘 고리(2.3.2.2항 참조)를 가진 3
차원적 윗면을 가진 렌즈 표면을 지지하도록 디자인된 경우에, 구멍의 가장 낮은 
가장자리 부분으로부터 그것의 평면까지는 1.5mm 거리로 측정되어야 한다. 

주 2) 만약 동등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다른 방법(예, 변형 측정을 위한 기계 센

서)이 사용될 수도 있다. 

2.3.2 절 차 
2.3.2.1 준 비 
(23±5) ℃의 온도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2.3.2.2 시편의 위치 
시료의 후면이 아래를 향하며 지지대 중심에 위치하도록 조정하고 압력 고리의 
실리콘 고무 고리 아래쪽에 있는 시편에 압력 고리를 놓는다. 

주) 후면이 회전대칭성을 갖지 않는 렌즈들에 대해서는 지지판이 렌즈의 후면에 

맞도록 휘어져야 한다. 

2.3.2.3 하중의 적용 
400 mm/min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렌즈 위에 하중 질량을 가한다. (10±2) s 
동안 (100±2) N의 힘을 유지하고 나서 하중 질량을 제거한다. 

3.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3.1 각각의 안경렌즈의 외부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되어야 하는 기재사항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모든 안경 렌즈에 대해 명시되어야 한다. 

가. 굴절력(디옵터) 
나. 호칭 사이즈(밀리미터) 
다. 색깔(투과 시 눈에 띄는 색을 가지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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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코팅의 표시 
마. 원자재의 상표, 또는 굴절률 혹은 동등한 것. 
바. 보정된 값(적용 가능한 경우) 

주) 보정 시에는 굴절력, 프리즘굴절력 및 가입굴절력에 대한 보정된 값(예를 들

면 착용 위치에 대한)이 발생된다. 

다초점 렌즈에는 다음에 추가 정보를 표시한다. 

아. 가입굴절력 
자. 세그먼트 치수(밀리미터) 
차. 프리즘 세그먼트의 프리즘효과(있다면) 
카. 오른쪽 렌즈 또는 왼쪽 렌즈의 표시(가능하다면) 
타. 스타일 명칭 또는 상표 
파. 가입굴절력 측정을 위한 방법(세그먼트가 가입된 면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
라면) 
하. 비구면 다초점 렌즈를 위한 원용부 설계기준점의 위치 

누진굴절력 렌즈에는 다음에 추가 정보를 표시한다.   

거. 가입굴절력 
너. 오른쪽 렌즈 또는 왼쪽 렌즈의 표시 
더. 스타일 명칭 또는 상표 
러. 가입굴절력 측정을 위한 방법(누진굴절력이 가입된 면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
라면) 

3.2 요청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모든 안경 렌즈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중심 또는 가장자리 두께(mm) 
나. 광학 특성[아베 수(Abbe number)와 분광투과율 포함] 
다. 재료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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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된다면, 다음의 추가적인 정보는 다초점 및 누진굴절력 렌즈에 대하여 요
청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원용부 커브(디옵터) 
마. 프리즘 시닝(thinning)(적용 가능한 경우) 
바. 영구적 표시로부터 비영구적 표시의 위치를 다시 표시하기 위한 중심맞춤용 차
트(centrati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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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초점(single vision) 및 다초점(multifocal) 안경렌즈(ISO 8980-1)

Ⅱ의 규격은 비가공 완제품 단초점(single vision) 및 다초점(multifocal) 안경렌즈의 
광학적 및 기하학적 특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 시험규격

1.1 일반사항
허용오차는 (23±5)℃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1.2 광학적 요구사항
1.2.1 일반사항
광학적 허용오차는 ISO 7944에서 규정한 기준파장의 하나에서 렌즈의 기준점에 대
하여 적용해야 한다.

안경을 착용했을 때 눈에 미치는 겉보기 굴절력은 렌즈미터(focimeter)로 측정한 값
과 다를 수 있다.

제조자가 안경을 착용했을 때 렌즈의 위치에 대하여 보정값을 부여하였다면, 허용오
차는 해당 보정값에 적용하여야 하며, 제조자는 포장물이나 동봉한 설명서에 그 보
정값을 명기하여야 한다(3항 참조)

1.2.2 원용부에 대한 단초점 및 다초점 렌즈의 초점굴절력의 허용오차[렌즈 후면 정
점 굴절력(back vertex power)]

1.2.2.1 초점굴절력(focal power)
초점굴절력은 ISO 8598에 준하는 렌즈미터(focimeter) 및 2.2항에 명시된 방법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주) ISO 기술보고서는 현재 일반적인 측정치와 예를 들어 다초점 및 누진굴절력 

렌즈의 근용부 굴절력 측정과 관련하여 렌즈미터 측정치의 정확도와 기기내 및 

기기간 반복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1.2.2.2 렌즈 초점굴절력의 허용오차
안경 렌즈는 각 주경선(principal meridian) 굴절력의 허용오차(A)와 원주굴절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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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오차(B)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표 1 참조).

표 1 단초점 및 다초점 렌즈 초점굴절력의 허용오차           단위: 디옵터(D)
1)
  

굴절력의 절대값이 
더 높은 주경선의 

초점굴절력

각 주경선 
초점굴절력 
허용오차(A)

원주굴절력의 허용오차(B)

≥0.00과 
≤ 0.75

>0.75와 
≤ 4.00

>4.00과 
≤ 6.00

>6.00

≥0.00과 ≤ 3.00 ±0.12 ±0.09 ±0.12 ±0.18 -

>3.00과 ≤ 6.00 ±0.12 ±0.12 ±0.12 ±0.18 ±0.25

>6.00과 ≤ 9.00 ±0.12 ±0.12 ±0.18 ±0.18 ±0.25

>9.00과 ≤ 12.00 ±0.18 ±0.12 ±0.18 ±0.25 ±0.25

>12.00과 ≤ 20.00 ±0.25 ±0.18 ±0.25 ±0.25 ±0.25

>20.00 ±0.37 ±0.25 ±0.25 ±0.37 ±0.37

주
1
) 디옵터는(D)는 dpt 또는 δ로 표시하고 거리의 역수(m

-1
)로 표시한다.

1.2.2.3 원주축 방향의 허용오차
표 2에 표시된 것처럼 원주축 방향의 허용오차는 2.3항에 나타낸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원주축은 ISO 8429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이 허용오차는 다초점 렌즈 및 방향이 미리 정해진(예, 프리즘 기저방향이 미리 정
해진) 단초점 렌즈에 적용한다.

표 2 원주축방향의 허용오차

원주굴절력 
절대값(D)

≤ 0.50 >0.50과 ≤ 0.75 >0.75와 ≤ 1.50 >1.50 

축방향 허용오차(°) ±7 ±5 ±3 ±2

1.2.3 다초점 렌즈의 가입굴절력(additional power) 허용오차
표 3에 표시된 가입굴절력에 관한 허용오차는 2.5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측정한다.

표 3 가입굴절력에 관한 허용오차  단위: 디옵터(D) 

가입굴절력 ≤ 4.00 >4.00

허용오차 ±0.12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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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광학중심점과 프리즘굴절력의 허용오차
원용부 설계기준점에서 처방된 프리즘과 두께감소를 위한 프리즘의 전체 프리즘 굴
절력은 해당되는 경우, 2.4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표 4에 주어진 허용
오차를 따라야 한다.

표 4 프리즘 허용오차                           단위: 프리즘 디옵터(D)

프리즘굴절력(△)

렌즈

단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

수평방향 수직방향

≥0.00과 ≤2.00 ±(0.25+0.1×Smax) ±(0.25+0.1×Smax) ±(0.25+0.05×Smax)

>2.00과 ≤10.00 ±(0.37+0.1×Smax) ±(0.37+0.1×Smax) ±(0.37+0.05×Smax)

>10.00 ±(0.50+0.1×Smax) ±(0.50+0.1×Smax) ±(0.50+0.05×Smax)

주) Smax : 절대값이 더 높은 주경선의 굴절력(D)

주) 다초점 렌즈에서 원용부 굴절력이 +0.50/-2.50×20이며 처방 프리즘굴절력이 2.00

△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처방에서, 주경선 굴절력이 +0.50 D와 -2.00 D이므로, 강주경선(meridian) 굴

절력은 2.00D이다. 수평경선(horizontal) 허용오차는 ±(0.25+0.1×2.00) = ±0.45△, 

수직경선(vertical) 허용오차는 ±(0.25+0.05×2.00)=±0.35△
1.2.5 프리즘 기저방향(base setting)의 허용오차
프리즘 기저방향의 허용오차는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이 표4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결정한다.

난시굴절력과 프리즘굴절력이 처방된 단초점 렌즈에 대하여 원주축과 기저방향 사
이의 차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표 2를 따른다.

1.3 기하학적 허용오차

1.3.1 완제품 렌즈의 크기에 대한 허용오차

렌즈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공칭 크기(dn): 제조사가 표시한 치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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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효 크기(de): 렌즈의 실제 치수(mm) 
다. 가용 크기(du): 광학적으로 사용되는 부위의 치수(mm) 

직경이 명시된 렌즈에 대하여, 크기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유효 크기(de): dn - 1mm ≤ de ≤dn + 2mm
나. 가용 크기(du): du ≥ dn - 2 mm

가용 크기에 대한 허용오차는 렌티큘러(lenticular) 렌즈와 같이 캐리어 커브가 있
는 렌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가공된 렌즈의 크기와 두께는 렌즈가 끼워질 안경테의 
요구사항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크기와 두께에 대한 허용오차를 이러한 렌즈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렌즈에서 허용오차는 처방자와 공급자가 상의하여 정할 
수 있다.

1.3.2 두께의 허용오차
두께는 전면의 원용부 설계기준점에서 전면과 수직으로 측정한다. 공칭두께와 
±0.3mm 이상 차이나지 않아야 한다. 
렌즈의 공칭두께는 제조자가 정하거나, 처방자와 공급자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
다. 처방에 따라 조제할 렌즈는 1.3.1항을 따른다.

1.3.3 다초점 렌즈의 세그먼트 치수의 허용오차
2.6항에 명시된 방법의 한 가지를 사용할 때, 세그먼트 치수(폭, 깊이 및 중간깊
이)는 각각 공칭크기와 ±0.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한 벌로 판매되는 렌즈의 경우 세그먼트 치수(폭, 깊이 및 중간깊이)는 각각 공칭
크기와 0.7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2. 시험방법

2.1 일반사항
수은 e선의 기준파장에 대하여 눈금이 보정된 렌즈미터로 측정된 렌즈는 헬륨 d
선으로 눈금이 보정된 렌즈미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렌즈의 동일한 부위를 측정한 
굴절력과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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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의 기준 시험 방법과 동등함이 입증된다면, 다른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
다.

2.2 단초점 렌즈의 초점굴절력 및 다초점 렌즈의 원용부 굴절력 측정법
렌즈의 원용부 설계기준점에서 후정점굴절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표 1을 기준하여 
확인해야 한다.

2.3 원주축(cylinder axis) 측정방법
2.3.1 단초점 렌즈
원주축(cylinder axis)는 미리 정해진 방향(예, 프리즘 베이스 세팅)이 있는 단초점 
렌즈에만 적용한다.

2.3.2 다초점 렌즈
다음 방법의 한 가지로 수평경선을 기준으로 허용오차를 측정한다.

가. 원형 세그먼트 다초점 렌즈는 렌즈 주문 시 처방된 세그먼트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원형이 아닌 세그먼트인 경우, 세그먼트의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2.4 광학중심점 및 프리즘 굴절력
렌즈받침대에 후면을 접촉시키고 측정한다. 렌즈를 원용부 설계기준점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해야한다. 중심위치와 프리즘 굴절력은 표 4에 따라 확인해야한다. 프
리즘 굴절력이 같고 기저방향이 반대방향인 프리즘 보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5 가입굴절력의 측정법
2.5.1 측정방법 규격
전면 측정법과 후면 측정법의 두 가지 측정법이 있다. 제조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세그먼트가 가입된 면을 측정해야 한다.

주 1) 비구면렌즈인 경우, 원용부 설계기준점을 제조사에서 명시해야 한다.

주 2) 전면 측정값과 후면측정값이 차이날 수 있다.

주 3) 프리즘 굴절력이 0이 아닌 렌즈의 부위에서 IOA와 FOA 렌즈미터 측정값은 

차이날 수 있다. 측정 부위에서 프리즘효과로 인해 렌즈를 통과하는 광선의 

경사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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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전면 가입굴절력 측정법
원용부 설계기준점 B를 기준으로 근용부 정점굴절력 측정기준점 N과 대칭을 이
루는 원용부 정점굴절력 측정기준점 D를 설정한다(그림 4 참고). N의 위치가 명
시되지 않았으면 세그먼트 상단으로부터 아래로 5mm 떨어진 점을 N 위치로 선
택한다.

전면을 렌즈미터 렌즈받침대에 접촉시키고 N 위치에서 중심을 맞추고 근용부 정
점굴절력을 측정한다.

전면을 렌즈미터 렌즈받침대에 접촉시키고 D(그림 4 참고) 위치에서 중심을 맞추
고 원용부 정점굴절력을 측정한다.

근용부와 원용부에서 측정된 굴절력의 차이로 가입굴절력을 계산한다. 원용부와 
근용부 굴절력은 렌즈의 수직선 가까이를 사용하여 측정한 굴절력이나 등가구면
굴절력(spherical equivalent power)이 될 수 있다.

1. 원용 설계기준점 B
2. 원용부 정점굴절력 측정기준점 D
3. 근용부 정점굴절력 측정기준점 N

그림 4 가입굴절력 측정

2.5.3 후면 가입굴절력 측정법
원용부 설계기준점 B를 기준으로 근용부 정점굴절력 측정기준점 N 과 대칭을 
이루는 원용부 정점굴절력 측정기준점 D를 설정한다(그림 4 참고). N의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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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지 않았으면 세그먼트 상단으로부터 아래로 5 mm 떨어진 점을 N 위치로 
선택한다.

후면을 렌즈미터 렌즈받침대에 접촉시키고 N 위치에서 중심을 맞추고 근용부 
정점굴절력을 측정한다.

후면을 렌즈미터 렌즈받침대에 접촉시키고 D 위치에서 중심을 맞추고 원용부 
정점굴절력을 측정한다.

근용부와 원용부에서 측정된 굴절력의 차이로 가입굴절력을 계산한다. 원용부와 
근용부 굴절력은 렌즈의 수직선 가까이를 사용하여 측정한 굴절력이나 등가구면
굴절력(spherical equivalent power)이 될 수 있다.

2.6 세그먼트 사이즈(segment size) 측정법
적절한 계수선이나 정밀한 밀리미터 눈금측정장치가 부착된 광학적 비교장치
(optical comparator)인 투영사진(shadowgraph)을 사용하여 세그먼트 중심과 접하는 
평면에서 세그먼트 크기를 측정한다.

2.7 원자재와 표면의 품질
부속서 A 참고

3. 기재사항

제조자가 안경렌즈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명시하는 정보는 ‘Ⅰ. 안경렌즈 기본
규격(ISO 14889)’ 의 3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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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누진굴절력(progressive) 안경렌즈(ISO 8980-2)

Ⅲ의 규격은 비가공 완제품 누진굴절력(progressive) 안경렌즈의 광학적 및 기하
학적 특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 시험규격

1.1 일반사항
허용오차는 (23±5) ℃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1.2 광학적 요구사항
1.2.1 일반사항
광학적 허용오차는 ISO 7944에서 규정한 기준파장의 하나에서 렌즈의 기준점에 대
하여 적용해야 한다.

안경을 착용했을 때 눈에 미치는 겉보기 굴절력은 렌즈미터(focimeter)로 측정한 값
과 다를 수 있다.

제조자가 안경을 착용했을 때 렌즈의 위치에 대하여 보정값을 부여하였다면, 허용차
는 해당 보정값에 적용하여야 하며, 제조자는 외부 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그 보정값
을 명기하여야 한다(4.1항 참고)

측정된 가입굴절력은 완제품 렌즈의 형태와 굴절력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 
사난시(oblique cylinders)나 고도 마이너스 굴절력과 같이 특별한 경우, 완제품 
누진굴절력 렌즈의 가입굴절력 측정결과가 위에 언급한 허용오차를 벗어날 수 있
다. 요청이 있는 경우 제조자는 보정된 값을 제출해야 한다(4.1항 참고)

1.2.2 원용부에 대한 누진굴절력 렌즈의 초점굴절력의 허용오차[렌즈 후면 정점 
굴절력(back vertex power)]

1.2.2.1 초점굴절력(focal power)
초점굴절력은 ISO 8598에 준하는 렌즈미터(focimeter) 및 2.2항에 명시된 방법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주) ISO 기술보고서는 현재 일반적인 측정치와 예를 들어 다초점 및 누진굴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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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의 근용부 굴절력 측정과 관련하여 렌즈미터 측정치의 정확도와 기기내 

및 기기간 반복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1.2.2.2 렌즈 초점굴절력의 허용오차
안경 렌즈는 각 주경선(principal meridian) 굴절력의 허용오차(A)와 원주굴절력의 
허용오차(B)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표 5 참조).

표 5 누진굴절력 렌즈 초점굴절력의 허용오차                단위: 디옵터(D)
1)
  

초점굴절력의 
절대값이 더 높은 
주경선의 굴절력

각 주경선 
초점굴절력 
허용오차(A)

원주굴절력의 허용오차(B)

≥0.00과 ≤ 0.75
>0.75와 ≤ 4.00

>4.00과 ≤ 6.00
>6.00

≥0.00과 ≤ 6.00 ±0.12 ±0.12 ±0.18 ±0.18 ±0.25

>6.00과 ≤ 9.00 ±0.12 ±0.18 ±0.18 ±0.18 ±0.25

>9.00과 ≤ 12.00 ±0.18 ±0.18 ±0.18 ±0.25 ±0.25

>12.00과 ≤ 20.00 ±0.25 ±0.18 ±0.25 ±0.25 ±0.25

>20.00 ±0.37 ±0.25 ±0.25 ±0.37 ±0.37

주
1
) 디옵터는(D)는 dpt 또는 δ로 표시하고 거리의 역수(m

-1
)로 표시한다.

1.2.2.3 원주축 방향의 허용오차
표 6에 표시된 것처럼 원주축 방향의 허용오차는 2.3항에 나타낸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원주축은 ISO 8429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표 6 원주축방향의 허용오차

원주굴절력 
절대값(D)

≤ 0.50 >0.50과 ≤ 0.75 >0.75와 ≤ 1.50 >1.50 

축방향 허용오차(°) ±7 ±5 ±3 ±2

1.2.3 가입굴절력(additional power) 허용오차
표 7에 표시된 가입굴절력에 관한 허용오차는 2.5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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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누진굴절력 렌즈의 가입굴절력에 관한 허용오차   단위: 디옵터(D) 

가입굴절력 ≤ 4.00 >4.00

허용오차 ±0.12 ±0.18

 

1.2.4 광학중심점과 프리즘굴절력의 허용오차
프리즘 측정기준점에서 처방된 프리즘과 두께감소를 위한 프리즘의 전체 프리즘 
굴절력은 해당되는 경우, 2.4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표 8에 주어진 
허용오차를 따라야 한다.

표 8 프리즘 허용오차                           단위: 프리즘 디옵터(D)

프리즘굴절력(△)
누진굴절력 렌즈

수평방향 수직방향

≥0.00과 ≤2.00 ±(0.25+0.1×Smax) ±(0.25+0.05×Smax)

>2.00과 ≤10.00 ±(0.37+0.1×Smax) ±(0.37+0.05×Smax)

>10.00 ±(0.50+0.1×Smax) ±(0.50+0.05×Smax)

주) Smax : 절대값이 더 높은 주경선의 굴절력(D)

주) 누진굴절력 렌즈에서 원용부 굴절력이 +0.50/-2.50×20이며 처방 프리즘굴절력이 

2.00△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처방에서, 주경선 굴절력이 +0.50 D와 -2.00 D이므로, 강주경선(meridian) 

굴절력은 2.00D이다. 수평경선(horizontal) 허용오차는 ±(0.25+0.1×2.00) = ±0.45△, 

수직경선(vertical) 허용오차는 ±(0.25+0.05×2.00)=±0.35△
1.2.5 프리즘 기저방향(base setting)의 허용오차
프리즘 기저방향의 허용오차는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이 표 8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결정한다.

1.3 기하학적 허용오차

1.3.1 완제품 렌즈의 크기에 대한 허용오차

렌즈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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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칭 크기(dn): 제조사가 표시한 치수(mm)
나. 유효 크기(de): 렌즈의 실제 치수(mm) 
다. 가용 크기(du): 광학적으로 사용되는 부위의 치수(mm) 

직경이 명시된 렌즈에 대하여, 크기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유효 크기(de): dn - 1mm ≤ de ≤dn + 2mm
나. 가용 크기(du): du ≥ dn - 2 mm

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가공된 렌즈의 크기와 두께는 렌즈가 끼워질 안경테의 
요구사항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크기와 두께에 대한 허용오차를 이러한 렌즈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렌즈에서 허용오차는 처방자와 공급자가 상의하여 정할 
수 있다.

1.3.2 두께의 허용오차
두께는 전면의 프리즘측정기준점에서 전면과 수직으로 측정한다. 공칭두께와 ±0.3 
mm 이상 차이나지 않아야 한다. 
렌즈의 공칭두께는 제조자가 정하거나, 처방자와 공급자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
다. 처방에 따라 조제할 렌즈는 1.3.1항을 따른다.

2. 시험방법

2.1 일반사항
수은 e선의 기준파장에 대하여 눈금이 보정된 렌즈미터로 측정된 렌즈는 헬륨 
d선으로 눈금이 보정된 렌즈미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렌즈의 동일한 부위를 측정한 
굴절력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항의 기준 시험 방법과 동등함이 입증된다면, 다른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2 원용부 굴절력 측정법
렌즈의 원용부 설계기준점에서 후정점굴절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표 5를 기준하여 
확인해야 한다.

2.3 원주축 및 프리즘 기저방향 측정방법
누진굴절력 렌즈는 제조자가 영구적으로 마킹한 수평기준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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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축과 프리즘 기저방향을 측정한다.

2.4 광학중심점 및 프리즘 굴절력
렌즈받침대에 후면을 접촉시키고 측정한다. 렌즈를 프리즘굴절력 측정기준점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해야한다. 중심위치와 프리즘 굴절력은 표 8에 따라 확인한다. 
프리즘 굴절력이 같고 기저방향이 반대방향인 프리즘 보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5 가입굴절력의 측정법
2.5.1 측정방법 규격
전면 측정법과 후면 측정법의 두 가지 측정법이 있다. 제조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누진굴절력이 가입된 면을 측정한다.

주 1) 전면 측정값과 후면측정값이 차이날 수 있다.

주 2) 프리즘 굴절력이 0이 아닌 렌즈의 부위에서 IOA와 FOA 렌즈미터 측정값은 

차이날 수 있다. 측정 부위에서 프리즘효과로 인해 렌즈를 통과하는 광선의 경사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2.5.2 전면 가입굴절력 측정법
전면을 렌즈미터 렌즈받침대에 접촉시키고 근용 설계기준점에 중심을 맞추고 
근용부 정점굴절력을 측정한다.

전면을 렌즈미터 렌즈받침대에 접촉시키고 원용부 설계기준점에 중심을 맞추고 
원용부 정점굴절력을 측정한다.

근용부와 원용부에서 측정된 굴절력의 차이를 구한다. 원용부와 근용부 굴절력은 
타깃의 수직선 가까이를 사용하여 측정한 굴절력이나 등가구면굴절력(spherical 
equivalent power)이 될 수 있다.

2.5.3 후면 가입굴절력 측정법
후면을 렌즈미터 렌즈받침대에 접촉시키고 근용 설계기준점에 중심을 맞추고 
근용부 정점굴절력을 측정한다.

후면을 렌즈미터 렌즈받침대에 접촉시키고 원용부 설계기준점에 중심을 맞추고 
원용부 정점굴절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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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용부와 원용부에서 측정된 굴절력의 차이를 구한다. 원용부와 근용부 굴절력은 
타깃의 수직선 가까이를 사용하여 측정한 굴절력이나 등가구면굴절력이 될 수 있다.

2.6 원자재와 표면의 품질
부속서 A 참고

3.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3.1 영구적인 기재사항
최소한 다음 사항을 렌즈에 영구적으로 표시한다.

가. 피팅 기준점이나 프리즘 측정기준점을 통과하는 수직면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고 서로 34 mm 떨어진 두 개의 마크로 구성된 수평 기준마크

나. 가입굴절력(디옵터)
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 또는 제품명 또는 상표

3.2 비영구적인 기재사항(선택사항)
다음 사항을 비영구적인 방식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한다.

가. 수평기준점
나. 원용부 굴절력 측정위치
다. 근용부 굴절력 측정위치
라. 피팅기준점
마. 프리즘굴절력 측정기준점

4. 증명서(Identification)

4.1 렌즈의 포장 또는 수반되는 문서에 명시되는 렌즈의 정보
제조자가 안경렌즈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명시하는 정보는 ‘Ⅰ. 안경렌즈 기본
규격(ISO 14889)’ 의 3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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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는 ‘Ⅰ. 안경렌즈 기본규격(ISO 14889)’ 의 3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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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경렌즈의 투과율(transmittance) 규격(ISO 8980-3)

Ⅳ의 규격은 비가공 완제품 안경렌즈의 투과율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본 규격은 다음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의학적인 이유로 처방된 특정 투과율이나 흡수 특성을 갖는 안경렌즈
- 특정 개인 보호장구의 투과율 표준을 적용하는 제품

주) 비가공 완제품 안경렌즈의 광학적 및 기하학적 요구사항은 ‘Ⅱ. 단초점(single 

vision) 및 다초점(multifocal) 안경렌즈(ISO 8980-1)’ 및 ‘Ⅲ. 누진굴절력(progressive) 

안경렌즈(ISO 8980-2)’ 규격을 참조한다.

1. 시험규격

1.1 일반사항
시험은 (23±5) ℃ 온도조건에서 수행해야 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설계기준점에 
적용해야 한다. 임의의 방향에서 최소 5 mm의 폭을 갖는 시험용 빔으로 측정
해야 한다.  

1.2 일반적인 투과율 시험규격
‘Ⅰ. 안경렌즈 기본규격(ISO 14889)’ 규격에 명시된 일반적인 투과율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안경렌즈는 시감투과율을 기준으로 표 9와 같이 구분하며, 2항에 명시된 안경렌즈
의 투과율 측정법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주) 표 9는 안경렌즈의 UV 요구조건을 포함하지만, 자외선 투과율에 관하여 특정 

조건이 없는 0 분류의 안경렌즈는 표 9 의 UV 요구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0, 1, 2 및 3 분류에 대하여, 안경렌즈의 설계기준점에서 시감투과율(τv)은 지정된 
분류의 한계값에서 절대치 2 %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4 분류에 대하여, 안경렌즈의 설계기준점의 시감투과율(τv)은 지정된 시감투과율의 
20 %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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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시감투과율 및 자외선 영역에서 허용 가능한 투과율에 따른 분류

분류

가시광선영역 자외선영역

시감투과율(τv)
UV-A 

투과율(τSUVA) 
최대값

UV-B 투과율(τSUVB) 
최대값

최소(%) 최대(%)
315nm - 380nm 

(UV-A)
280nm - 315nm 

(UV-B)
0 80.0 100

τv

τv

1 43.0 80.0
0.125τv2 18.0 43.0

3 8.0 18.0
0.5τv4 3.0 8.0 1.0% 절대값

주1) 감광 안경렌즈는 2종류(진한 상태와 연한상태)로 분류할 수 있다.

주2) 감광 안경렌즈의 진한 상태에서 UV 요구조건은, 진한 상태에서 UV 요구조건이 연

한 상태와 일치한다면, 연한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3) 균일색상이나 구배색상 렌즈는 제조자의 식별코드, 명칭 또는 참조 번호 등을 참

고하여 주문할 것을 권장한다. 

1.3 운전시 사용을 위한 시험규격
‘Ⅰ. 안경렌즈 기본규격(ISO 14889)’ 규격에 명시된 투과율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1.4 특수 안경렌즈의 투과율 요구조건
1.4.1 감광안경렌즈(Photochromic spectacle lenses)
1.4.1.1 일반사항
2.5항에서 서술된 방법으로 측정할 때, 감광 안경렌즈의 진한 상태와 연한 상태에서 
시감투과율은 각각 표 9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4.1.2 감광 반응
2.5.3.1항에서 2.5.3.3항까지 기술된 방법으로 측정할 때, 감광 시편(2.5.1항 참조)의 
색이 연한 상태의 시감투과율[τv(0)]과 진한 상태에서 15 분간 빛을 조사하였을 
때의 시감투과율[τv(15)]의 비율은 최소 1.25 이어야 한다. 

즉, [τv(0)]/[τv(15)] ≥ 1.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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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다양한 온도에서 감광 반응(선택 사항)
감광특성의 온도민감도가 명시된다면, 5°C, 23°C 및 35°C에서 2.5.3.6항에 서술된 
방법을 적용하여 시편(2.5.1 참조)의 색이 진해진 상태에서 시감투과율[τv(15)]을 
측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1.4.1.4 중간 밝기에서 감광 반응(선택사항)
중간밝기(moderate light levels)에서 감광반응이 있다면, 2.5.2.1항에 명시된 빛의 
세기가 30 % 감소된 조명에 노출시킨 후, 2.5.3.4항에 명시된 측정법을 적용하여 
색이 진해진 상태에서 시편의 시감투과율[τv(15)]을 측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1.4.2 편광 안경렌즈
2.6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편광면과 평행한 상태와 수직인 상태에서 
측정한 편광렌즈의 시감투과율의 비율은 2, 3, 4 분류는 8:1보다 커야 하고, 1 분류의 
렌즈는 4:1보다 커야 한다.

렌즈에 편광면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다면, 실제 편광면이 이 표시로부터 ± 3°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1.4.3 구배색상(gradient-tinted) 안경렌즈
구배색상 안경렌즈의 분류는 설계기준점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주) 구배색상은 제조업체의 식별코드, 명칭 또는 참조 번호로 주문할 것을 권장한다.

1.5 내방사성(resistance to radiation)

2.7항에 명시된 조사(irradiation)를 적용하여, 설계기준점에서 측정한 시감투과율
(τv)의 상대적인 변화율(감광렌즈에 대하여, 2.5.3.1항 2.5.3.2항의 방법으로 연한 
상태에서 시험할 때)은 아래의 값보다 작아야 한다.

 - 0 과 1 분류의 렌즈는 ±10 % 
 - 2, 3 및 4 분류의 렌즈는 ±20 % 

감광안경렌즈에 대하여 조사가 부가적으로 적용된 후, 감광반응[τv(0)]/[τv(15)]은 
모든 분류에 대하여 1.2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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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2.1 일반사항

이 항은 안경렌즈의 투과율에 대한 형식시험(type test) 방법을 규정한다.
 
주)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이와 동등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2 분광투과율(spectral transmittance)

투과율 측정하는 방법의 불확실도는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투과율이 20 % 초과하는 경우 절대치 2 % 
 - 투과율이 20 % 이하인 경우 상대치 10 % 

이러한 측정 불확실도는 95% 신뢰수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2.3 시감투과율 및 상대시각감쇠계수(비)[Luminous transmittance and relative 
visual attenuation coefficient(quotient)]

ISO/CIE 10526에 제시된 표준광 D 65의 분광분포와 ISO/CIE 10527에 명시된 일
광 조건에서 평균적인 사람 눈의 시감도(luminous efficiency)를 사용하여 시감투
과율(τv)을 결정해야 한다. 분광투과율(τ(λ)로부터 시감투과율(τv)을 계산할 때 파
장의 폭은 10 n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 1) 표준광 D 65의 분광분포와 일광 조건에서 평균적인 사람 눈의 시감도를 곱

한 값이 부속서 B에 제시되어 있다. 10 ㎚보다 작은 단계에서 이 값을 선형으로 

내삽하는 것이 허용된다.

분광투과율[τ(λ)]로부터 신호등에 대한 상대시각감쇠계수(비)(Q)를 계산할 때, 단
계별 파장의 폭은 10 n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 2) 신호등의 분광분포와 일광 조건에서 분광시감효율함수(spectral luminous 

efficiency function)의 곱한 값과, 표준광 D 65의 분광분포와 일광 조건에서 분광시

감효율함수(spectral luminous efficiency function)의 곱한 값이 부속서 B에 제시되어 

있다. 10 nm 보다 작은 단계에 대해서는 이 값을 선형으로 내삽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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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대한 시각감쇠계수(비)(Q)의 요구사항은 ‘Ⅰ. 안경렌즈 기본규격(ISO 

14889)’ 에 제시되어 있다.

2.4 자외선 투과율(Ultraviolet transmittance)

비가공 완제품 안경렌즈의 280∼380 nm 스펙트럼 범위의 자외선 투과율은 분광
광도계(spectrophotometer)로 측정해야 한다.

분광광도계는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 280∼380nm 파장대를 측정할 수 있을 것
나. 분광대역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이 5 n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5 nm 이하의 파장간격에서 분광투과율을 측정할 수 있을 것
라. 투과율이 20 % 초과인 경우 절대치 2.0 % 이내로, 투과율이 20 % 이하인 경우 

상대치 10 % 이내로 분광투과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280∼315nm 파장의 생체화학작용이 부가된(bioactinically-weighted) 태양 자외선 
투과율(τSUVB)과 315∼380nm 파장의 투과율(τSUVA)을 계산할 때, 단계별 파장의 
폭은 5n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분광투과율 측정에 사용되는 분광대역폭과 
같아야 한다.

주) ISO 13666에 규정된 280∼315nm 파장의 생체화학작용이 부가된(bioactinically- 

weighted) 태양 자외선 투과율(τSUVB)과 315-380 nm 파장의 투과율(τSUVA)을 계산하기 

위한 분광함수(spectral function)가 부속서 C에 제시되어 있다. 5 nm보다 작은 단계

에서 이 값을 선형으로 내삽하는 것이 허용된다.

2.5 감광안경렌즈와 감광 시편의 투과율 특성

2.5.1 시편
측정을 위한 시편은 무도수(plano) 안경렌즈이어야 하고, 기준두께는 (2.0±0.1) 
mm이어야 한다. 두께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두께를 명시해야 한다. 잘 세척한 
후, 각 시편은 2.5.3.1항에 명시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주) 베이스커브(base curve)는 규정(specified)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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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장치

2.5.2.1 감광 안경렌즈의 색을 진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광원(irradiation 
source)

광원(유사 태양광선)은 조도(illuminance) (50,000±5,000) lx에서 기단(air mass) 
m=2 로 규정되는 태양방사의 실제 분광분포(spectral power distribution)와 근사
하게 한다. 또한 야간운전을 위한 시감투과율이 측정될 때에는 2.5.3.5항에서 명시된 
조도에 최대한 근접해야 한다.

시험은 시편의 위치에서 (50,000±5,000) lx의 지정조도(specified illuminance)를 갖고, 
표 10에 주어진 방사조도(irradiance) 값을 갖는 광원(예, 필터가 있는 고압 크세
논램프)을 사용한다. 광원의 강도는 광원으로부터의 출력 변동(drift)을 수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15,000±1,500) lx에서 시험하도록 규정된 경우, 표 10의 방사조도 값에 0.30을 곱해야 
한다. 태양광 조사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속서 D를 참조한다.

주 1) 조사광원에서 나오는 방사가 투과율 측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 2) 중간 밝기 조건에서 감광안경렌즈의 감광반응의 측정을 위해 조사광원(유사 

태양광)의 강도를 감쇠시키기 위해서는(1.4.1.4항 참조), 중성밀도필터(neutral 

density filter)를 조사빔내에 적절히 위치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표 10 감광 안경렌즈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irradiance)

파장범위(nm) 방사조도(W/m2) 방사조도 허용오차(W/m2)

300 - 340 <2.5 -

340 - 380 5.6 ±1.5

380 - 420 12 ±3.0

420 - 460 20 ±3.0

460 - 500 26 ±2.6

2.5.2.2 시편챔버(Specimen chamber)

유사 태양광(solar simulator)에 노출시키는 동안 시편을 요구되는 온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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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3±2) °C 또는 (35±2) °C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주 1) 항온수조를 사용하여 온도를 제어할 수 있다. 시편을 물에 담그면 표면의 

반사율이 감소되므로, 물에 담근 상태에서 측정된 투과율을 공기 중의 대응 투과율로 

환산하려면 보정이 필요하다. 시편의 굴절률과 ±0.01 이내의 굴절률 차이를 갖는 

비감광성 시편을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주 2) 항온수조를 사용한다면, 렌즈에 물이 흡수되어 감광성능이 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편이 필요 이상으로 물에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5.2.3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280∼780 nm에서 분광투과율을 측정할 때 측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간격
으로 분광투과율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280∼380nm 범위를 오프라인
으로 측정하여 측정치가 광원의 모니터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색이 진해진 상태에서 투과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분광광도계가 다음 기준에 부
합해야 한다.

가. 분광대역폭이 5 nm 이하여야 한다.
나. 5 nm 이하의 파장 간격에서 분광투과율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감투과율 20 %를 초과하는 경우 절대치 2.0 % 이내, 시감투과율 20 % 
이하인 경우 상대치 10 % 이내로 분광투과율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5.3 시감투과율(luminous transmittance)의 측정
2.5.3.1 컨디셔닝(conditioning)
제품의 기술정보 문서에 제조자가 명시한 절차를 따라 렌즈의 색이 엷어진 상태를 
얻는다. 제조자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편을 어두운 곳에서 (65±5) °C로 
(2.0±0.2) 시간동안 보관한 다음, 측정하기 전까지 적어도 12 시간동안 (23±5) °C로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2.5.3.2 색이 엷어진 상태에서 시감투과율 측정
컨디셔닝 후, 광원에 시편을 노출시키기 전에 연한 상태에서 시편의 시감투과율[τ

v(0)]을 측정한다. 2.5.2항에 명시된 장치로 시편을 (23±2) °C로 유지시키고 측정한다.

2.5.3.3 색이 진해진 상태에서 시감투과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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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을 (23±2) °C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광원에 (15±0.1)분 동안 조명시키고, 2.5.2
항에 명시된 장치를 사용하여 색이 진해진 상태에서 시편의 시감투과율[τv(15)]을 
측정한다.

2.5.3.4 중간 밝기에서 시감투과율 측정
중간 밝기에서 감광 반응을 측정할 때 2.5.2.1항에 명시된 유사 태양광을 사용하여 
(15,000±1,500) lx의 조도에 (23±2) °C로 유지시키면서 2.5.3.1항부터 2.5.3.3항까지 
명시된 절차를 시행한다. 

2.5.3.5 야간운전을 위한 시감투과율 측정
2.5.3.1항에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고 시편을 (23±2) °C로 유지시키고 2.5.3.4항에 
명시된 조건에서 시편을 (15±0.1) 분 동안 조사시킨다. 그 후 시편을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어둡거나 조명이 낮은 상태에서 (60±1) 분 동안 (23±2) °C로 유지시킨다. 
그런 다음 2.5.2항에 명시된 장치를 사용하여 시편의 시감투과율(τv)을 측정한다.

2.5.3.6 다양한 온도에서 시감투과율 측정
(5±2)°C와 (35±2)°C에서 2.5.3.1항부터 2.5.3.3항까지 명시된 절차를 따라 시편의 
온도 민감도를 측정한다.

2.6 편광안경렌즈의 시험방법

2.6.1 평균 시감투과율(mean luminous transmittance)
편광렌즈의 투과율은 비편광된을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필터의 편광면의 상호 
수직인 방향에서 측정한 투과율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2.6.2 시감투과율의 비율
편광면의 평행 및 수직 방향 시감투과율의 비는 편광면에 평행 및 수직 편광된 
방사로 측정한다. 측정을 위해 분광광도계에 빛의 경로에 편광면이 알려진 편광
매질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샘플을 측정하기 전에 분광광도계는 적절한 편광매질을 가입하여 100 % 선형 편광
되고 100 %로 눈금이 보정되어야 한다.

2.6.3 편광면
2.6.3.1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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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빛의 경로에 편광면이 알려진 편광자를 예를 들어 
2.6.3.2항과 2.6.3.3항에 기술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2.6.3.2 장치
그림 5을 참조한다.

시야분할편광자(a split field polarizer)는 수평면에 대하여 +3 °와 -3 °로 절단한다. 
편광자의 위쪽 반부분과 아래 반부분을 결합 시킨 후 유리에 올려놓는다. 편광자는 
포인터가 붙은 레버에 의해 회전 가능하도록 한다. 포인터는 제로와 좌우 각도 
눈금이 표시된 눈금을 왕복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야분할편광자는 후면에서 확산 
광원으로 조명한다.

1 눈금판
2 상부 레지스터바(top register bar)
3 분할장 편광자(split field polarizer)
4 하부 레지스터 바

5 편광 안경렌즈
6 분할장 회전 레버
7 편광면 표시점

그림 5 편광면 측정장치의 원리

2.6.3.3 절차
장치에 편광 안경렌즈를 끼우고 편광면에 대한 표시점이 수직방향이 되도록 위치
시킨다. 즉, 전면이 수평 레지스터 바(horizontal register bar)의 시야분할 편광자
(split field)를 향하도록 하고, 수직 조정장치를 이용하여 시야분할 편광자(split 
field)가 편광 안경렌즈의 중심에 나타나도록 확인한다. 레버를 옆으로 움직여서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 조명된 시야분할 편광자의 상반부와 하반부의 밀도가 
똑같은 상태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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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면의 표시점으로부터 렌즈의 편광축이 움직인 정도(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포인터의 위치를 읽는다.

2.7 내방사성 측정

시편의 전면을 (25±0.1) 시간 동안 크세논램프에서 방사된 광에 노출시킨다. 이때 
크세논 램프의 축으로부터 시편의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측정된 거리를 
(300±10)mm가 되도록 한다. 시편 외면에서 방사된 광의 입사각이 수직을 이루는지 
확인한다. 정격 450 W인 오존이 없는 크세논램프를 사용하고 램프의 전류는 
(25±0.2)A에서 안정화시킨다. 새로운 램프를 사용할 경우 사용 전에 최소 150 시간 
동안 켜 놓는다.

주) 적절한 램프의 규격은 XBO-450 OFR이다(XBO-450 OFR은 Osram 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상품명이다. 이 정보는 이 국제표준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이며, ISO가 이 제품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새로운 시편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시편에 주위온도는 원칙적으로 (23±5) ℃로 
유지한다.

3.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렌즈의 포장이나 첨부문서에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가. 완제품 렌즈의 분류
나. 투과율에 따른 렌즈의 분류
다. 표 9에 따른 분류
라. 제조자나 공급자가 본 규격에 부합함을 주장한다면, 외부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본 규격[안경렌즈의 투과율(transmittance)(ISO 8980-3)]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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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반사방지 코팅처리된(anti-reflective coating) 안경렌즈(ISO 8980-4)

Ⅴ의 규격은 비가공 완제품 안경렌즈의 반사방지 코팅에 대한 시험방법과 내구성
을 포함하는 광학적/비광학적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격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 투과율과 흡수율
- 반사광의 색

1. 시험규격
1.1 일반 사항
반사방지 코팅렌즈는 ‘Ⅰ. 안경렌즈 기본규격(ISO 14889), Ⅱ. 단초점(single 
vision) 및 다초점(multifocal) 안경렌즈(ISO 8980-1), Ⅲ. 누진굴절력(progressive) 
안경렌즈(ISO 8980-2), Ⅳ. 안경렌즈의 투과율(transmittance) 규격(ISO 8980-3)'
의 완제품 안경렌즈의 규격과 관련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주 1) 반사방지 코팅의 특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부속서 E를 참고한다.

주 2) 반사방지 코팅의 반사 특성은 정상적인 사용에서 코팅의 품질저하로 인해 

유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1.2 시감반사율(luminous reflectance)과 평균반사율(mean reflectance)
반사방지 코팅렌즈의 시감반사율(ρV)과 평균반사율(ρM)은 2.2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제조사가 시감반사율과 평균반사율을 명시한다면, 측정된 값은 명시된 값과 20 %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2.4항에 설명된 방법으로 측정할 때, 반사방지 코팅면의 시감반사율(ρV)은 2.5 % 
미만이어야 한다.

1.3 코팅부위의 가용 직경
비가공 완제품 안경렌즈에서 코팅부위의 가용 직경은 (dn - 4) mm이상이어야 한다. 
dn은 제조사에서 제시한 렌즈의 공칭직경(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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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구성
2.6항의 시험방법에 명시된 조건에서 5 개의 렌즈를 연속으로 시험할 때, 2.6.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부착력의 유의한 손실이 없어야 한다.

5 개 렌즈 모두가 이 기준을 만족시키면 이 규격의 내구성 시험규격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2. 시험방법

2.1 일반사항
안경렌즈의 반사방지 코팅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코팅 후 적어도 24시간이 
경과 후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렌즈를 (20∼26) ℃에 보관해야 한다.

2.2 반사율 측정 방법
2.2.1 장치
입사각이 17° 이하이고, 380∼780 nm 사이의 모든 파장에서 불확실도가 0.1 % 
미만으로 분광반사율이 측정될 수 있도록 측정 정확도를 갖는 이중빔이나 단일빔 
분광광도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0.5 % 반사율을 갖는 것으로 표시된 반사방지 
코팅은 0.4∼0.6%의 반사율을 갖는 것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측정 파장의 
단계는 5 nm 이하의 간격이어야 한다. 분광 대역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은 5n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눈금보정용 시편은 시험 대상 안경렌즈의 표면곡률과 0.50 D 이내의 차이를 가져야 
한다. 이 시편의 후면은 측정시 반사로 인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예, 광택을 지우거나 페인트로 광택이 없는 검은 상태로). 눈금보정용 시편의 
굴절률[n(λ)](불확실도 △n < 0.001)을 알고 있어야 하며 표면반사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팅이 없어야 한다. 표면은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2.2.2 안경렌즈의 준비
시험용 안경렌즈의 표면은 곡률반경이 80 ㎜ 이상이어야 한다. 렌즈의 후면은 

측정하는 동안 간섭을 일으키는 반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예, 광택을 지우거나 페

인트로 광택이 없는 검은 상태로 만든다).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2.2.3 측정
눈금보정용 시편을 삽입하고 눈금이 100 %를 가리키도록 분광광도계의 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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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한 후 안경렌즈를 삽입한다. 눈금보정용 시편의 분광반사율에 대한 안경렌즈의 

분광반사율의 비[RT(λ)](%로 표기)를 구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표면곡률로 인한 

오차를 제거할 수 있다.

380∼780 ㎚까지 적어도 5 ㎚ 간격으로 눈금보정용 시편에 대한 안경렌즈의 분광

반사율의 비를 측정한다.

2.3 분광반사율의 측정

눈금보정 시편 표면의 분광반사율[RC(λ)]은 이론적으로 굴절률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다.

Rc(λ) = [{n(λ)-1}/{n(λ)+1}]2 

안경렌즈 표면의 분광반사율은 눈금보정용 시편의 분광반사율에 안경렌즈와 보정용 

시편의 분광반사율의 비를 곱하여 계산한다. 

ρ(λ) = Rc(λ) × RT(λ) 

2.4 시감반사율의 측정

분광반사율[ρ(λ)]과 ISO 13666에 주어진 공식을 사용하여 시감반사율[ρV]을 계산

한다.

2.5 평균반사율의 측정

분광반사율[ρ(λ)]과 ISO 13666에 주어진 공식을 사용하여 평균반사율[ρM]을 계산
한다.

2.6 내구성 측정

2.6.1 장비와 소모품

2.6.1.1 부속서 F에 명시된 환경조건(environmental cycle)을 만들 수 있는 장치

2.6.1.2 부속서 G에 명시된 문지르기 도구(rubbing tool) 

2.6.1.3 부속서 H에 명시된 검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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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시험용 시편

이 시험방법은 반사방지 코팅 및 하드 반사방지 코팅 렌즈에 적용한다.

렌즈의 양쪽 표면의 곡률반경은 70 mm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5개의 렌즈를 시험해야 한다.

2.6.3 시험방법: 환경조건(Environmental cycle)과 문지르기(Rubbing)의 결합

2.6.3.1 렌즈를 비누와 물로 세척한다. 헹군 다음 부드러운 천으로 말린다.

2.6.3.2 부속서 H의 방법으로 렌즈를 확인한다. 시험용 렌즈는 벗겨짐, 긁힌 흔적, 

잔금 또는 흐려 보이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2.6.3.3 모든 렌즈의 양쪽면을 부속서 G에 명시된 방법으로 문지른다. 각 표면의 

중심부를 문질러야 한다.

2.6.3.4 부속서 F에 명시된 방법으로 16시간 동안 환경 조건에 노출시킨다.

2.6.3.5 렌즈를 물로 헹군다.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서서히 말리고, 실온에서 렌

즈를 냉각시킨다.

2.6.3.6 부속서 G에 명시된 방법으로 모든 렌즈의 양쪽 면을 문지른다. 처음 문지

른 부위와 동일한 부위를 문질러야 한다.

2.6.3.7 2.6.3.4항에서 2.6.3.6항의 과정을 2회 반복 시행한다.

주) 이 시점에 이르면 1차 문지르기를 거쳐 3회의 환경처리와 3회의 문지르기가 

실시된 상태가 된다.

 

2.6.4 평가

부속서 H에 명시된 관찰 조건에서 모든 렌즈의 양쪽 면의 중심 20 mm 직경 부위를 

검사한다. 접착상태가 유의하게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느 쪽 면이라도 전체 3 mm2를 넘는 부위에서 코팅이 손상되었으면 접착상태가 

유의하게 손상된 것으로 판정한다. 두 표면의 손상된 부위의 면적을 합하지 않는다. 

적합/부적합 여부를 보여주는 사진이 부속서 I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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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청 시 제공해야 할 정보

80 mm 이상의 곡률반경을 갖는 일반적인 표면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때 시감반

사율(ρV), 평균 반사율(ρM) 및 분광반사율 곡선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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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내마모성(abrasion-resistanct) 안경렌즈(ISO 8980-5)

Ⅵ의 규격은 코팅 처리된 렌즈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내마모성이 있다고 
표시하는 안경렌즈 표면의 요구조건과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내마모성이 있다고 표시하는 렌즈는 전면과 후면 모두 이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렌즈의 굴절력과 표면의 형태에 따라 시험이 제한되지만, 시험 결과는 렌즈의 
굴절력이나 표면의 곡률반경 이외의 다른 특징이 동일한 렌즈와 렌즈의 표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격은 다음의 지정된 기준보다 내마모성이 더 우수한 렌즈 표면의 특징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1. 시험규격

2항의 시험방법에 기술된 조건에서 시험 대상렌즈의 표면에 육안으로 보이는 마모가 
없어야 한다.

형식시험(표본검사, type test)인 경우, 연속으로 시험한 10 개의 렌즈표면에 육안
으로 보이는 마모가 없어야 한다.

2. 시험방법

2.1 재료와 장비
2.1.1 마모 도구
마모 도구는 시험대상의 표면에 대하여 무명천(cheesecloth)으로 덮은 지우개를 
위치시키고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모 도구는 (5±1) N의 힘을 가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마모 도구의 예가 부속서 L에 제시되어 있다).

2.1.2 지우개
지우개(부속서 L 참조)는 사출공정으로 제조되며 고무와 연마재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어야 한다. 부석(pumice)이 질량 기준으로 15 %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모든 연마재는 

미세하게 갈아서 100 %가 45 ㎛ 크기의 체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대상 표면에 

잔류물을 남겨 시험 도중에 잔류물이 윤활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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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의 양쪽 끝부분은 ISO 48에 따른 국제고무경도(IRHD; international rubber 

hardness degree)가 (75±5)이어야 한다. 

지우개의 직경은 6.5∼7.0 ㎜ 범위여야 하고 사용 가능한 편평한 표면이 5.5 ㎜ 이상이

어야 한다. 마모 시험장치에 단단하게 고정되고 3 ㎜ 이하가 노출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이어야 한다.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구멍, 균열, 틈 또는 이물이 

없어야 한다. 

지정된 경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우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교체한다.

2.1.3 무명천(Cotton cheesecloth)

무명천(부속서 L 참조)은 표백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낱실이 25 mm 당 

41∼47 수이고 씨실이 25 mm 당 33∼39 수이어야 한다. 25mm×25mm 당 전체 

76∼84수이어야 한다.

2.1.4 렌즈와 표면의 형태

시험 대상의 렌즈는 굴절력이 -3.00D와 +3.00D 사이이어야 한다.

시험 대상의 표면은 곡률반경이 75 mm 이상이어야 한다.

2.1.5 검사를 위한 조명

예를 들어 15 W 형광등 1개 또는 각기 8 W인 형광등 2 개로 얻을 수 있는, 적어도 

400 lm의 형광등을 사용한다. 광원과 시편을 그림 6과 그림 7과 같이 구성한다. 

조도가 약 200 lx인 검사실에서 렌즈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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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mm)

1 관찰자
2 광원을 포함하는 장치

3 무광택 검정색 배경
4 시료

그림 6 반사 검사장치    

단위(mm)

1 관찰자
2 광원을 포함하는 장치

3 무광택 검정색 배경
4 시료

그림 7 측면 조명 검사장치



- 66 -

2.2 준비

2.2.1 시험 장소
이물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곳을 포함하여, 시험장소와 주변 지역을 청소한다.

렌즈 표면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부속서 M에 기술된 바에 따라 시험 
장소를 확인한다.

시험 장소는 온도 (23±5) ℃와 상대습도 (50±20) %를 유지해야 한다.

2.2.2 렌즈 표본
렌즈 표면을 검사하거나 시험하기 전 철저히 씻어 먼지, 손자국, 얼룩 등을 제거
한다.

렌즈 표면을 검사하여, 눈에 보이는 표면의 마모나 오염이 있는지 확인한다.

2.2.3 마모 도구
그림 8과 같이 무명천을 12 겹으로 접고, 도구에 부착한다. 클램프로 고정한다.

플런저의 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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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겹           
   b) 접기 c) 3겹

     d) 6겹         e) 12겹           f) 지우개에 부착

그림 8 무명천과 도구의 조립

2.3 절차

미리 준비한 도구로 (5±1) N의 힘을 가하여 렌즈 표면을 25 회 닦는다. 1 회는 

한 방향으로 한번 문지르고(stroke), 반대 방향으로 한번 문지르는 것으로 한다. 

스트로크는 한쪽 방향으로 한번 문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마모 궤도의 중앙이 시료의 

기하중심에서 ±2 ㎜ 이내를 통과해야 하고, 문지르기는 길이는 (30±5) ㎜이어야 

한다. 1초에 (1±0.1) 회의 속도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편을 단단히 고정하여 시험 도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도구는 문지르기 작업 

도중에 시편 표면에 대하여 수직으로부터 ±5 ° 이내로 기울어진 상태로 렌즈의 

곡률을 따라서 문지르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6과 그림 7에 기술한 것과 같이 반사 및 측면 조명상태로 렌즈 표면을 검사

하여 눈에 보이는 흠을 찾는다. 눈에 보이는 흠이 관찰되면 2.2항을 참조한다.

기계장치를 사용하면 시험을 더욱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부속서 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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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참고)

원자재와 표면의 품질

A.1 평가

A.1.1 단초점 및 다초점 렌즈 : 설계기준점 및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전체 부위의 30 
mm 직경 부위에서, 세그먼트 크기가 직경 30 mm 이하인 경우 렌즈는 교정시력으로 
그 표면이나 내부에서 시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떤 흠이 없어야 한다. 세그먼
트가 직경 30 mm 보다 클 경우 설계기준점을 중심으로 30 mm 직경을 포함하는 영역을 
검사한다. 이 범위 밖에서는 작은 물질이나 표면의 흠은 허용될 수 있다.

A.1.2 누진굴절력 렌즈: 프리즘 측정기준점을 중심으로 30 mm 직경 부위에서, 렌즈는 
그 표면이나 내부에서 시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떤 흠이 없어야 한다. 이 범위 
밖에서는 작은 물질이나 표면의 흠은 허용될 수 있다.

A.2 시험방법
확대경 등을 사용하지 않고, 명/암이 교차하는 곳에서 렌즈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장치는 그림 A.1과 같다. 조명이 대략 200 lx 정도인 실내에서 실시한다. 검사용 
램프는 최소 400 lm의 광원을 사용한다(예 15 W의 형광등 또는 40 W 백열등).

주) 이 방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다.



- 69 -

1 무광택 흑색배경(150X360mm)
2 광원(400루멘 이상)
3 칸막이
4 조정 가능한 불투명 마스크

5 움직일 수 있는 안경 렌즈
6 관찰자의 눈 
7 명시거리

주) 칸막이는 광원으로부터 눈을 가리고, 렌즈를 비출 수 있도록 조절된다.

그림 A.1 렌즈의 결함을 육안으로 검사하기 위해 권장되는 방법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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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1 일광 조건에서 평균적인 사람 눈의 분광시감효율함수와 신호광(signal 

lights) 

(표준광 A) 및 표준광 D65의 분광분포를 곱한 값

파장(nm) SAλ(λ)⋅τsign(λ)⋅V(λ) SD65λ(λ)⋅V(λ)적색 황색 녹색 청색a

380 0 0 0 0.0001 0
390 0 0 0 0.0008 0.0005
400 0 0 0.0014 0.0042 0.0031
410 0 0 0.0047 0.0194 0.0104
420 0 0 0.0171 0.0887 0.0354
430 0 0 0.0569 0.3528 0.0952
440 0 0 0.1284 0.8671 0.2283
450 0 0 0.2522 1.5961 0.4207
460 0 0 0.4852 2.6380 0.6688
470 0 0 0.9021 4.0405 0.9894
480 0 0 1.6718 5.9025 1.5245
490 0 0 2.9976 7.8862 2.1415
500 0 0 5.3553 10.1566 3.3438
510 0 0 9.0832 13.0560 5.1311
520 0 0.1817 13.0180 12.8363 7.0412
530 0 0.9515 14.9085 9.6637 8.7851
540 0 3.2794 14.7624 7.2061 9.4248
550 0 7.5187 12.4687 5.7806 9.7922
560 0 10.7342 9.4061 3.2543 9.4156
570 0 12.0536 6.3281 1.3975 8.6754
580 0.4289 12.2634 3.8967 0.8489 7.8870
590 6.6289 11.6601 2.1640 1.0155 6.3540
600 18.2382 10.5217 1.1276 1.0020 5.3740
610 20.3826 8.9654 0.6194 0.6396 4.2648
620 17.6544 7.2549 0.2965 0.3253 3.1619
630 13.2919 5.3532 0.0481 0.3358 2.0889
640 9.3843 3.7352 0 0.9695 1.3861
650 6.0698 2.4064 0 2.2454 0.8100
660 3.6464 1.4418 0 1.3599 0.4629
670 2.0058 0.7892 0 0.6308 0.2492

부속서 B
(규정)

상대시각감쇠계수(비)의 계산을 위한 분광가중함수

표 B.1은 ISO/CIE 10526에 규정된 신호광(signal lights)(표준광 A)과 표준광 D65의 
분광분포와, ISO/CIE 10527에 규정된 일광 조건에서 평균적인 사람 눈의 분광시
감효율함수[V(λ)](spectral luminous efficiency function)를 곱한 값을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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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1.1149 0.4376 0 1.2166 0.1260
690 0.5590 0.2191 0 1.1493 0.0541
700 0.2902 0.1137 0 0.7120 0.0278
710 0.1533 0.0601 0 0.3918 0.0148
720 0.0742 0.0290 0 0.2055 0.0058
730 0.0386 0.0152 0 0.1049 0.0033
740 0.0232 0.0089 0 0.0516 0.0014
750 0.0077 0.0030 0 0.0254 0.0006
760 0.0045 0.0017 0 0.0129 0.0004
770 0.0022 0.0009 0 0.0065 0
780 0.0010 0.0004 0 0.0033 0
합계 100 100 100 100 100
a 청색 플래시 광에 대하여 표준광 A 대신에 3,200K의 분광분포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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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1 청색광 투과율과 태양 자외광 투과율 값의 계산을 위한 분광함수

파장
(λ)

(nm)

태양분광조도
(Solar spectral 
irradiance)(ESλ)

(mW/m2nm)

상대분광효율
함수

[S(λ)]

가중함수[Wλ = 
 ESλS(λ)]

청색광 
유해함수
[B(λ)]

가중
함수

[WBλ = 
ESλB(λ)]

280 0 0.88 0
285 0 0.77 0
290 0 0.64 0
295 2.09×10-4 0.54 0.00011
300 8.10×10-2 0.30 0.0243
305 1.91 0.060 0.115
310 11.0 0.015 0.165
315 30.0 0.003 0.090
320 54.0 0.0010 0.054
325 79.2 0.00050 0.040
330 101 0.00041 0.041
335 128 0.00034 0.044
340 151 0.00028 0.042
345 170 0.00024 0.041
350 188 0.00020 0.038
355 210 0.00016 0.034
360 233 0.00013 0.030
365 253 0.00011 0.028

부속서 C
(규정)

태양 자외광의 투과율 값의 계산

이 부속서는 태양 자외광의 투과율 값의 계산을 위한 분광함수를 제시한다.

태양 방사선의 분광분포[ESλ(λ)]에 대한 값은 295 ㎚까지 확장되며, 필요한 경우 외삽한다. 

280 ㎚와 290 ㎚ 사이에서 조사 값은 너무 낮아서 실용적으로 0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자외광 투과율 값의 계산을 위한 완전한 가중함수[Wλ(λ)]는 자외광 방사에 
대한 상대효율함수[S(λ)]와 태양 방사선의 분광분포[ESλ(λ)]를 곱한 값이다.

Wλ(λ) = [ESλ(λ)] · [S(λ)]

이 가중함수가 표 C.1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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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279 0.000093 0.026
375 306 0.000077 0.024
380 336 0.000064 0.022 0.006 2
385 365 0.012 4
390 397 0.025 10
395 432 0.05 22
400 470 0.10 47
405 562 0.20 112
410 672 0.40 269
415 705 0.80 564
420 733 0.90 660
425 760 0.95 722
430 787 0.98 771
435 849 1.00 849
440 911 1.00 911
445 959 0.97 930
450 1006 0.94 946
455 1037 0.90 933
460 1080 0.80 864
465 1109 0.70 776
470 1138 0.62 706
475 1161 0.55 639
480 1183 0.45 532
485 1197 0.40 479
490 1210 0.22 266
495 1213 0.16 194
500 1215 0.1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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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D
(참고)

스펙트럼 방사 위험

D.1 청색광 유해(Blue-light hazard)
지면의 태양 복사가 극한의 조도 조건(예, 설면)에서도 현재 사용되는 기준값으로 평가
된다면, 복사에너지 가운데 청색광에 의한 위험은 기대되지 않는다. 

청색광의 감쇠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청색광 투과율의 정의가 포함된다.

400㎚ 이하에서 청색광유해함수[B(λ)]는 로그 눈금에서 선형으로 외삽된다. 청색광 투
과율의 계산을 위한 가중함수는, 청색광 유해함수[B(λ)]와 태양 방사의 분광분포[ESλ

(λ)]를 곱한 값이다.
WBλ (λ ) = ESλ (λ ) ⋅B(λ)
이 가중함수가 [표 C.1]에 제시되었다.

D.2 적외선 위험(Infrared risk)
극한의 조도 조건(예, 설면)에서도 현재 사용되는 기준값으로 지면의 복사 에너지를 
평가한다면, 복사 에너지 가운데 적외선 부분에 의한 위험은 없다고 판단된다. 

D.3 자외광 위험
각막조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된 자외광 햇빛의 분석적 특성을 위한 식은, 온대 
지역에서 눈의 노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태양 조도의 계절적 편차임
을 보여준다. 지표면의 반사와 시간(정오를 기준으로 경과 시간)이 그 다음으로 영향
을 준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확산하늘복사(Diffuse sky radiation)가 감소하며, 각막 조
도는 거의 일정하다. 계산된 생물학적 가중노출값과 이 용량을 안전 한도 기준 아래로 
유지하기 위한 선글라스의 자외광 투과율 기준은, 예외적인(실제로 가능한 수준 이상
의) 일일 노출 경험인 경우에, 채택된 투과율 한계의 기본이 된다. 예외적인 노출 경
험에 내포된 것에 추가하여 안전성의 경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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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

(참고)

반사방지 코팅렌즈의 설명에서 시감반사율(ρV)과 평균반사율(ρM)의 의미

시감반사율(ρV)은 렌즈표면에 의해 반사된 광속과 입사광속의 비율을 의미한다. 

시감반사율은 가시스펙트럼의 중앙(약 550nm) 근처의 분광반사율을 강조하며, 

스펙트럼의 청색과 적색의 말단 부분의 중요성을 줄인다.

일부 반사방지 코팅은 스펙트럼의 중앙 부분에서 아주 낮은 분광반사율[ρ(λ)]을 

보이지만, 스펙트럼의 적색과 청색 영역에서는 반사율이 현저하게 증가함을 보인다. 

시감반사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반사된 잔류 광의 현저한 색조는 시감반사율에 

의해 제시되는 반사율보다 전반적으로 반사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주관적 인상을 준다.

평균반사율(ρM)은 V(λ)에 의해 가중되지 않은 것으로, 이런 종류의 코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나 불량한 반사율을 갖는다. 스펙트럼의 중앙에서 분광반사율이 

비슷하고 청색과 적색 영역에서 반시율이 더 낮은(좋은) 반사방지 코팅과 시감투

과율이 비슷하더라도, 평균반사율은 다른 종류의 코팅보다 더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균반사율은 반사방지 코팅의 광학적/미용적 특성을 설명하는 부가적

인 정보를 준다.

주) 평균반사율이 좋지 않은 코팅 유형은 스펙트럼의 말단에서 반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전할 때 렌즈의 후면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생리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 시감반사율 = 0.70%,  평균반사율 = 0.68%

    시감반사율 = 0.88%,  평균반사율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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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축 파장(nm),  Y 축 반사율(%)

그림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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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F 

(규정)

환경처리(Environmental sequence)

F.1 일반적인 고려사항

F.2에서 F.5까지 규정된 환경조건은 두 종류의 장비로 수행할 수 있다.

 - 형광등과 압축(ASTM D 4329-92) 또는,

 - ISO 9022-9에 기술된 크세논 조사장비와 F.5에 기술된 수침(water immersion) 

결합

F.2 환경처리의 조건

각각의 환경처리 조건에 렌즈를 16시간 동안 노출시켜야 한다. 온도, 광 조사 및 

습기 노출을 바탕으로 하는 주기로 노출시킨다. 주기는 30분 이상에서 8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F.3 광 조사(irradiation)

렌즈의 볼록면이 광원을 향하도록 하고 렌즈 중앙의 최소 50 mm 직경부위가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전체 처리(sequence) 기간의 50 % 이상 동안 표 F.1에 규정된 

자외선-가시광선에 렌즈를 노출시켜야 한다. 데이터는 시험용 챔버의 내면에 의해 

반사된 방사를 포함하되 챔버 표면으로부터 방출된 적외선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짧은 파장이 더욱 활성이므로, 320∼350 nm 범위의 처리당 선량은 0.5 

MJ/m2 이상이고 0.7 MJ/m2 이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조사 광원이 320∼350nm 

영역에서 10 W/m2 보다 더 크게 방출된다면, 자외선-가시광선 노출을 연속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선량에 맞도록 규정된 시간의 백분율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광원에 따라 UVA 방사 에너지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표 F.1에 규정된 것처럼 

전체 UVA 방사 및 350 nm 이하와 350 nm 이상의 UVA 방사를 모두 제어해야 한다.

노출되는 동안 생성된 오존은 시험 챔버로부터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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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F.1 광원의 분광에너지 분포

스펙트럼 범위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파장대 nm 320까지 320-350 350-380 380-520 520-640 640-780 780-3000

조도 W/m2
- 30-40a - - - -

< 3 10-22 14-25 <250 <210 <200 <600

a  320nm와 380nm 사이 조도의 합

                

F.4 온도 규격

모든 환경처리를 하는 동안 렌즈의 표면 온도는 50 ℃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조

사하는 동안에만 최하 35℃에 도달해야 한다.

F.5 물 노출

환경처리를 하는 동안 적어도 15 % 이상, 최대 50 % 이하 물이나 수증기에 렌즈

를 노출시켜야 한다. 렌즈를 액체인 물에 노출시킨다면, 탈이온수(< 2 μs‧ cm-1)를 

사용해야 하며, 물의 온도는 30 ℃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주) 환경처리의 예가 부속서 J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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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G

(규정)

문지르기 절차

G.1 재료 및 장치

G.1.1 문지르기 도구

마찰 도구는 시험 표면을 상대로 미세섬유 재질의 천으로 덮인 지우개의 위치를 

선정하고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찰 도구는 (5±1) N의 힘을 가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주) 마찰 도구의 모델은 부속서 K를 참조한다.

G.1.2 지우개

지우개는 사출 방식으로 만든 균일 고무(uniform rubber)이어야 한다. 시험 대상 

표면에 잔류물을 남겨서 시험 도중에 잔류물이 윤활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지우개의 양쪽 끝부분은 ISO 48에 따른 국제고무경도(IRHD; 

international rubber hardness degree)가 (75±5)이어야 한다. 지우개의 직경은 6.5

∼7.0mm 범위여야 한다. 사용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구멍, 균열, 

틈 또는 이물이 없어야 한다.

G.1.3 미세섬유 재질의 천

충분한 양의 미세섬유 재질의 천(예, 30mm × 30mm 크기의 조각).

주) 안경을 닦기 위해 안경원에서 착용자에게 주는 합성 미세섬유 재질의 천을 사용

한다.

이 천은 폴리아미드 극세사(ultra fine filament)로 만든 고밀도 편포(knitted 

fabrics)이어야 한다. 이 직물은 다음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 섬유의 최소 밀도: 10,000 fibers/cm2

 - 표면 밀도: 대략 165 g/m2

 - 두께: 약 0.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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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를 들어 KB Seiren사에서 제공하는 미세섬유 천인 MX100이 적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이 정보는 이 규격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이며, 규격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G.1.4 1.5 L 용량의 비이커

G.1.5 탈이온수 0.5 L

G.2 절차

G.2.1 문지르기 천의 준비

각각의 렌즈를 대상으로 문지르기를 시행할 때마다 새로운 천을 사용해야 한다. 

천을 사용하기 전에 탈이온수에 최소한 2 분간 담그어서 섬유사가 탈이온수에 충분히 

적셔지도록 한다.

G.2.2 렌즈 문지르기의 반복시행

G.2.2.1 가능하면 G.2.2.2항에서 G.2.2.9항까지 제시된 문지르기 반복시행은 수작업 

대신에 기기를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작업 시험은 더욱 확산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G.2.2.2 물에서 천을 꺼내고 세 겹으로 접은 다음 고무와 렌즈 사이에 놓는다.

G.2.2.3 천의 중심을 렌즈의 중앙으로부터 15 mm 떨어진 곳에 위치시킨다. 문지

르기 장치(G.1.1)에 고무(G.1.2)를 장착시키고, 천의 상단에 놓는다. 고무의 중심과 

천의 중심이 접촉되도록 한다.

G.2.2.4 문지르기를 25 회 실시한다. G.2.2.4항에서 G.2.2.9항까지 기술된 조건을 매우 

정밀하게 적용한다.

G.2.2.5 문지르기 반복시행을 하는 동안 (5±1) N의 하중(G.1.1항)이 (30±5) mm 길

이로 ±3mm 이내에서 렌즈의 중앙을 가로지르도록 정밀하게 조정한다(그림 G.1 

참조).

G.2.2.6 도구는 항상 표면과 수직을 유지시킨다(허용오차 ± 5°).

G.2.2.7 대략 1회/초의 속도로 문지르기를 수행한다.

G.2.2.8 시험 렌즈를 90° 회전시키고 문지르기를 반복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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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9 문지르기를 할 때마다 처음과 동일한 궤도를 따른다.

그림 G.1 문지르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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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H

(규정)

평가 조건(Evaluation condition)

H.1 재료와 장비

검사실의 조도를 200 lx 로 설정하기 위해 조정 가능한 광원을 사용한다.

검사 체계는 그림 H.1과 같다. 검사를 위한 광원은 최소 400 lm 이어야 하며(예, 

15 W 형광등이나 40 W 무색 백열등), 광원이 관찰자 눈의 직접적인 시야로부터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

H.2 평가 방법

다음 절차를 따라 렌즈의 각 면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 렌즈를 물로 헹구고 닦아서 말린다.

나. 주위 조명광원의 밝기를 조절하여 200 lx 가 되도록 한다.

다. 확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렌즈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라. 그림 H.1과 같이 무광택 검정색을 배경으로 하고, 광원으로부터 300 mm 떨어진 

곳에 표면과 대략 45°를 이루도록 렌즈를 위치시킨다.

마. 렌즈표면으로부터 반사를 관찰할 수 있도록 렌즈의 각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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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용 광원
2 관찰자의 눈
3 빛 차단장치

4 관찰자의 시선
5 시험용 렌즈
6 무광택 검정색 배경

주) 빛 차단장치를 조정하여 광원 직사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직사광선이 렌즈를 비추도록 한다.

그림 H.1 육안 검사를 위한 권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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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

(참고)

육안 검사에서 적합/부적합한 렌즈의 예

렌즈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림 I.1과 I.2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림 I.1 불합격한 렌즈의 예

그림 I.2 합격한 렌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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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J

(참고) 

환경처리의 예

J.1 일반 사항

다음 3개의 반복시행은 부속서 F의 규격을 따른다.

J.2 QPanel1)의 QUV 장비를 이용한 처리

다음 반복시행을 16 시간에 걸쳐서 반복해야 한다.

- 45 ℃에서 4 시간 동안 응축한다.

- 340 nm에서 0.85 W/m2/nm의 스펙트럼 조사(irradiance)를 45 ℃에서 4시간 동

안 실시한다.

경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첫 단계로 응축을 실시한다.

주) 렌즈의 온도를 50 ℃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렌즈의 뒤쪽을 적절하게 냉각시킬 

필요가 있다. 구멍이 뚫린 플레이트의 뒤쪽에서 발생하는 공기 순환에 렌즈의 뒷

면이 노출되도록 렌즈를 플레이트에 위치시킨다.

1)
 이 장비 정보는 이 규격 적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이며, ISO에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다른 제품

을 사용할 수도 있다.

J.3 ATLAS2)의 Suntester를 이용한 사이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크세논 램프로 16시간 동안 연속해서 조사한다.

- UVA 영역의 320∼380nm 범위에서 30 W/m2와 40 W/m2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

- UV 필터(290 nm 차단, ATLAS reference 56052371)와, 시편의 온도 상승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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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키기 위한 적외선 필터(ATLAS reference 56052388)를 사용.

나. 30분마다 5분 동안 주위 온도의 탈이온수에 담근다.

주) ATLAS Suntester를 사용할 때에는 300∼800nm 범위의 파장에서 조사를 조절

해야 한다. 기준에 맞도록 이 장치를 설정하려면, UVA 검출장치를 사용하여 이 

장치의 눈금을 보정해야 한다. UVA가 적절하게 조사되기 위해서는 350 W/m
2
와 

650W/m
2
 범위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이 장비 정보는 이 규격 적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이며, ISO에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다른 제품

을 사용할 수도 있다.

J.4 QPanel1)의 QSun 장비를 사이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크세논 램프로 16시간 동안 연속해서 조사

- UVA 320∼380 nm 범위에서 30∼40 W/m2로 조사될 수 있도록 설정.

- 주광필터(daylight filter)1)(290nm cut-off)를 사용

나. 주위 온도의 탈이온수를 30분마다 5분 동안 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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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K

(참고)

문지르기 도구와 부품의 예

K.1 문지르기 도구의 예

도구의 몸체 내부에서 세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플런저가 한쪽 끝부분에 장착되어 
있고, 이 부분에 지우개를 잡아두는 물림쇠가 있으며, 다른쪽 끝부분에는 몸체 내부의 
플런저의 위치를 나타내는 눈금이나 다른 표시가 있다. 문지르기 몸체가 시편의 표면에 
수직으로 유지되고 눈금이나 표시장치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을 때 스프링에 의해 
플런저가 (5±1) N의 힘을 가한다.

1 표시용 막대
2 플런저
3 물림쇠

4 지우개
5 몸체
6 뚜껑

그림 K.1 문지르기 도구의 모델

K.2 시험 장치의 예(선택)

수동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나, 보다 반복성이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기기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시험하는 동안 렌즈 표본을 고정하는 장치가 있고, 부속서 G.1.1에 규정된 힘을 

유지하면서 부속서 G.2.2에 규정된 허용오차 이내에서 렌즈 표면에 수직으로 도구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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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지르기 도구
2 도구 홀더
3 중심축

4 시험렌즈 홀더
5 무명천

그림 K.2 시험 장치의 예(볼록면을 문지르기 위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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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L

(참고)

마모 도구와 부품의 예

L.1 마모 도구의 예

도구의 몸체 내부에서 세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플런저가 한쪽 끝부분에 무명천
으로 싸인 지우개를 잡아두는 물림쇠가 장착되어 있으며, 다른 쪽 끝부분에는 몸체 
내부의 플런저의 위치를 나타내는 눈금이나 다른 표시가 있다. 문지르기 몸체가 시료의 
표면에 수직으로 유지되고 눈금이나 표시장치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을 때 스프링에 의해 
플런저가 (5±1) N의 힘을 가한다.

1 표시용 막대
2 플런저
3 물림쇠

4 지우개
5 몸체
6 뚜껑

그림 L.1 문지르기 도구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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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M
(규정)

시험조건의 확인

이물질의 오염은 시험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험장소의 청결상태를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코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완전하게 경화시킨 ADC(allyl diethyleneglycol 
carbonate) 재질의 렌즈 10 개를 'Ⅵ. 내마모성(abrasion-resistanct) 안경렌즈(ISO 
8980-5)' 2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시험한다. 시험하는 렌즈 모두 육안으로 마모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평가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시험장소를 청소하거나 더 깨끗한 곳으로 옮긴다. 
시험에 사용한 천은 깨끗해야 하고, 공기 중의 먼지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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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N
(참고)

시험 장치의 예

수동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나, 보다 반복성이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기기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시험하는 동안 렌즈 표본을 고정하는 장치가 있고, 'Ⅵ. 내마모성

(abrasion-resistanct) 안경렌즈(ISO 8980-5)' 2.3항에 규정된 힘을 유지하면서, 

허용오차 이내에서 렌즈 표면에 도구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다.

1 마모 도구
2 도구 홀더
3 중심 축

4 시험렌즈 홀더
5 극세사 천
6. 극세사천 고정 부위

그림 N.1 시험 장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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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질의치상이장재-단기 사용재료
(관련규격: ISO 10139-1:2005)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C08130.01 연질의치상이장재 중 단기 사용재료에 적용된다.

2. 정의와 분류

2.1 용어 및 정의

2.1.1 조직 조절 재료(tissue conditioning material)
의치의 접합면(fitting surface)에 위치하는 연질 의치 이장재(soft lining material)
로서 보통 7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의치지지 점막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2.1.2 임시 연질 의치 이장재(temporary soft lining material for dentures)
의치의 적합성, 유지력, 편안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재료

2.2 유형
재료는 5.2에 따라 측정된 탄성회복 단계(3.2.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A형 : 구강에서 제거되기까지 단기간 허용(5분 이하)
- B형 : 구강에서 제거되기까지 장기간 허용(5분 초과)

재료는 5.3에 따라 측정된 압입에 대한 초기저항에 따라 측정된 초기의 유연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 1 급 : 높은 초기 유연성
- 제 2 급 : 낮은 초기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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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규격

3.1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생물학적 안전성은「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
품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하며, ISO 7405를 참조할 수 있다.

3.2 성능 시험

3.2.1 탄성회복 단계
5.2에 따라 변위량계(displacement rheometer)를 이용해 시험할 때, 3개의 시편 중 
2개가 표 1에 주어진 해당 유형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1개의 시편만 
요구사항을 만족하면 그 재료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표 1  탄성회복의 단계

유형
37 ℃에서 시험을 실시했을 때 
10 %의 회복을 나타내는 시간 

t (분)

A t ≤ 5

B t 〉 5

3.2.2 침투 깊이로 측정된 시간 경과에 따른 유연성 변화

3.2.2.1 2시간 후의 침투 깊이
5.3에 따른 침투깊이 시험에서, 2시간 동안 보관되었던 3개의 시편 중 2개 이상의 
시편이 표 2의 각 유형에 따른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1개의 시편만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그 재료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표 2  침투 깊이

등급 2시간 후의 침투 깊이  ㎜

1  ≥ 1.5

2 〈 1.5

3.2.2.2 7일 후의 침투 깊이
7일 후의 침투 깊이는 0.5 ㎜ 보다 낮으면 안 된다. 만약 1개의 시편만 요구사항에 



- 94 -

만족한다면 그 재료는 이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4. 시료채취
시험 시편은 같은 제조번호(batch)를 갖는 포장 또는 최소단위 포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시험환경
시험은 (23 ± 1) ℃에서 실시해야 한다.

5.2 탄성회복 측정

5.2.1 시험기구

5.2.1.1 변위량계(그림 1 참조)

식별부호(key)
1  LVDT 지지대                     6  판 정렬 및 고정 핀
2  평두 조립 나사                   7  유공 시험판   
3  LVDT 코어                       8  홈이 나있는 시편 받침  
4  코어 캐리어 막대                 9  기구 베이스
5  슬라이딩 폴리머 블록            10  미끌림 트랙

그림 1  변위량계(displacement rheometer)
비고) 변위량계의 세부사항들과 치수를 포함하는 더 많은 자료는 ISO 4823을 참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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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장치의 슬라이딩 폴리머 블록과 미끌림 트랙(또는 베어링 표면) [그림 1의 
(5)와 (10)]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치의 사용 전 장치의 슬라이딩 블록과 미끌림 트랙(또는 베어링 표면) 사이의 
마찰이 사용 한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이용한다.

1) 슬라이딩 폴리머 블록[그림 1의 (5)]으로부터 선형 가변 변위 변환기(linear 
variable displacement transducer, LVDT) 코어 캐리어 막대[그림 1의 (4)]를 
떼어놓는다.

2) 시험대 표면을 깨끗이 하고 건조시킨 뒤, 손으로 만져서 거친 부분이나 파인 
흠집 등의 결함이 있는지 검사하고 이들 결함을 모두 제거한다.

3) 미끌림 트랙[그림 1의 (10)]에 슬라이딩 블록을 위치시키고 시험을 위한 각 부
분을 연결하기 위해 구멍이 뚫린 시험판[그림 1의 (7)]과 판 정렬 및 고정 핀[그
림 1의 (6)]을 사용한다.

4) 장치의 한쪽 끝의 높이를 올려서 베이스가 수평에 20°가 되도록 한다.
5) 손으로 슬라이딩 블록과 연결된 유공 시험판 부분을 움직여 가장 높은 위치에서 

즉시 풀어준다. 만일 그 부분이 중력에 의해 자유 낙하하여 가장 낮은 위치로 
이동하면 마찰은 한도 내에 있다．

6) 반대 방향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치의 반대방향의 
끝으로 시험 단계를 반복한다.

7) 유공 시험판[그림 1의 (7)]을 반대로 하여 5)와 6)의 절차를 반복한다. 거친 
부분이나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도 마찰을 허용한계까지 줄일 수 없다면, 
마찰면의 결합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공 
시험판이 왜곡되어있지 않은지 검사한다.

8) 마찰 한계가 만족되면 코어 캐리어 막대를 다시 붙인다.

5.2.1.2 선형 가변 변위 변환기(LVDT) : 12.5 ㎜ 이상의 선형 적용범위를 가진다. 
변환기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스프링이 장착되지 않을 것)

5.2.1.3 전원공급기(DC ± 15V로 조절) : LVDT 신호를 변조

5.2.1.4 기록장치 : LVDT 및 다른 장치와 호환 가능

5.2.1.5 수조 : (37 ± 1) ℃에서 홈이 나있는 시험대[그림 1의 (8)]의 상부 표면을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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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온도측정장치 : 요철이 나있는 시험대[그림 1의 (8)]의 상부표면의 온도 측정 
장치

5.2.1.7 시간기록장치 : ± 0.1초의 정확도  

5.2.2 시험기 부품과 조정
LVDT(5.2.1.2)와 기록장치(5.2.1.4)를 전원공급기(5.2.1.3)를 통해 연결하고, 필요에 
따라 기록장치 펜의 최대 스케일이 3.5 ㎜의 변위량을 나타내도록 LVDT 몸체(코
어)와 코일의 위치를 조절한다. 기록 장치의 펜이 변위량의 선형 함수를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5.2.3 시편의 준비
각 시편은 실온(5.1)에서 제조자의 첨부문서에 따라 준비한다.
제조자 첨부문서에서 한개 이상의 작업방법이 주어진다면 각 조건에 따른 추가적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고) 제조자는 재료가 여러 개의 유형이나 분류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재료의 혼합이나 준비에 있어 1개 이상의 경화시간, 온도, 혼합분량 및 작업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2.4 시험절차
혼합을 완료하자마자 시간기록장치(5.2.1.7)를 작동시킨다. 60초에 홈이 나있는 시편 
받침[그림 1의 (8)]의 상부 표면 중심에 재료 약 2 ㎖를 넣는다. 슬라이딩 폴리머 
블록[그림 1의 (5)]의 상부 표면이 판의 양쪽 끝의 아랫면까지 접촉할 수 있고, 
재료가 유공 시험판의 구멍 중에 적어도 28개 이상 돌출할 수 있게 재료 안으로 
유공 시험판[그림 1의 (7)]에 힘을 가한다.
시험하기 전에 부속품들을 고정하기 위하여 슬라이딩 블록의 핀 홀과 유공 시험판의 
고정 핀 홀을 일직선상에 일치시키고, 고정 핀[그림 1의 (6)]을 집어넣는다. 홈이 
나있는 시험편 받침을 통과하여 흐르는 물의 온도는 받침 상부 표면에서 (37 ± 
1) ℃로 기록되어야 한다.
시험을 시작하기 위해 기록장치의 차트 드라이브를 활성화하기 전에 차트 기록장치 
펜의 영점을 맞춘다. 초기 안전 제거 시간으로 제조자가 제시한 시간(첨부문서 
참조)의 1분 전에 슬라이딩 블록[그림 1의 (5)]에 손가락 힘을 가하여 슬라이딩 
블록/유공 시험판 조립부를 기록장치에 반영된 기록에 근거하여 0.25 ㎜ 정도 변위
시킨다.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 후에 5초 뒤 손가락을 이용한 압력을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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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장치의 추적 특성을 관찰한다.

비고) 슬라이딩 블록/유공 시험판 조립부 이동거리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의 대
안으로는 마이크로미터를 변형한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슬라이딩 폴리머 블록[그림 
1의 (5)]의 끝에 힘을 적용한다.

변위 절차를 30초 주기로 반복한다. 시험 시편이 처음으로 10 %의 탄성회복율을 
나타내는 시간을 기록하고, 각 3개의 시편에 대해 위의 시험절차를 반복한다.

5.3 침투 깊이 측정에 의한 유연성 평가

5.3.1 시험기구

5.3.1.1 침투도계 : 1 ㎜ 직경의 원통형 침투침(1)이 부착된 수직 막대 (3) (그림 2 참조)
수직 막대와 원통형 침투침의 총 무게는 (50 ± 5) g이어야 한다. 침투도계는 수직상의 
어떤 위치에서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침투 깊이의 측정이 가능한 잠금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이얼 게이지(2)는 0.1 ㎜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5.3.1.2 3개의 비커 : 각각 100 ㎖의 용량으로 시편이 잠기기에 충분한 크기(5.3.3 
참조)

5.3.1.3 수조 : (37 ± 1) ℃로 유지가 가능하고, 3개의 100 ㎖ 비커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

5.3.1.4 평평한 판 : (50 ± 5) ㎜ × (50 ± 5) ㎜ × (4 ± 0.5) ㎜ 크기로 가소제가 첨
가되어 있지 않은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PMMA)의 소재(Plexiglas 또는 
Perspex)1)

1) Plexiglas와 Perspex는 상표명이다. 이 정보는 본 국제표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며, ISO가 이 상표의 제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동등한 제품이 사용되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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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부호(key)
1  원통형 침투침
2  다이얼 지시기(게이지)
3  수직 막대
4  잠금 장치
5  PMMA 판
6  금속링

그림 2  침투도계

5.3.1.5 금속링 : (30 ± 1) ㎜의 내부직경, (3 ± 0.1) ㎜의 높이를 가짐(그림 3 참조)
금속링은 연질이장재에 대해 비반응성 재료이거나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침투 
위치는 최소한 금속링의 내부 벽면으로부터 5 ㎜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 
침투 위치와 최소한 5 ㎜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각각의 A(또는 B) 침투 위치는 
또 다른 A(또는 B) 침투 위치와 (120 ± 2)°를 이룬다.
5.3.1.6 가소제가 포함되지 않은 폴리에스테르 필름 : 단기 연질이장재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50 ± 30) ㎛ 두께의 적합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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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침투시험의 금속링

5.3.1.7 유리판 : (50 ± 5) ㎜ × (50 ± 5) ㎜ × (6 ± 0.5) ㎜

5.3.1.8 하중 : (2 ± 0.1) ㎏의 하중을 가함

5.3.1.9 시간 기록 장치 : ± 0.1 초의 정확도

5.3.2 시약

5.3.2.1 물 : ISO 3696 요구사항을 만족한 것이나 유사한 것 

5.3.3 시험절차
실온(5.1)에서 제조자의 첨부문서에 따라 각 시편마다 약 20 ㎖를 준비한다.
제조자 첨부문서에서 한개 이상의 작업방법이 주어진다면 각 조건에 따른 추가적인 
시험(5.2.3 비고 참조)을 실시하여야 한다.
PMMA 판에 금속링(5.3.1.5)을 위치시키고 혼합된 재료를 약간 넘치도록 채운다.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이용해서 재료를 덮는다. 유리판을 위에 올리고 하중(5.3.1.8)을 
가한다. 혼합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10분 후에 유리판과 하중을 제거한다. (37 ± 1) ℃의 
물(5.3.2.1)이 담긴 100㎖ 용량의 비커에 시편을 위치시킨다. 이때 시편은 물에 
완전히 잠겨야 한다. (37 ± 1) ℃의 수조(5.3.1.3)에 비커를 집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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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을 개시한지 118분 후에 시편을 수조에서 꺼내어 대기 조건에 놓는다.  폴리
에스테르 필름을 제거한다. 침투도계 밑에 시편을 위치시키고, 원통형 침투침
[그림 2의 (1)]을 시편의 표면에 가볍게 접촉하여 위치를 고정한다. 다이얼게이지
[그림 2의 (2)]의 막대를 움직여서 수직 막대에 접촉시키고, 다이얼게이지의 영점을 
맞춘다. 다이얼게이지는 시편에 하중을 가하기 전에 막대로부터 제거해야 한다.
혼합을 개시한 후 120분 후에 (3 ± 1)초 동안 수직 막대를 풀어줘서 침투도계가 
시편을 침투하도록 한 후에 위치를 고정한다. 다이얼 지시기 막대를 이동시켜 
조정된 수직 막대와 다시 접촉시키고, 침투 깊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기록한다. 
원통형 침투침을 시편의 새로운 면에 접촉시키고, 이 시험을 120.5 분과 121 분에 
반복한다. 3번의 측정값(표 2 참조)의 평균을 기록한다.
(37 ± 1) ℃의 물에 시편을 다시 담근다. 7일 후에 시험을 반복한다. 수조에서 꺼낸 
다음 2분 뒤에 처음 침투를 실시한다. 3번의 측정값의 평균값을 기록한다. 장치의 
설계가 침투 깊이 및 시간적인 특성이 기록될 수 있다면 시간-이동거리 곡선으로
부터 측정값을 직접 얻을 수도 있다.
3개의 시편에 대하여 각각 3회의 침투 깊이를 측정한다. 각각의 침투는 금속링 및 
다른 침투 위치와 최소한 5 ㎜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개의 침투 위치는 원의 
직경이 (20 ± 1) ㎜인 주변에 (120 ± 2)° 떨어져 위치한다.
그림 3은 침투된 곳의 위치를 보여준다.

6. 기재사항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6.1 재료의 유형과 등급

6.2 재료를 적절하게 혼합 또는 준비하는 시간, 온도, 배합비율, 절차의 10 % 탄성
회복 되는 시간(5.2.4 참조) 

6.3 이장된 의치에 대한 관리 정보, 이장재를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부적합한 재료나 
부적절한 방법을 포함한 청소에 대한 권장사항

6.4 부적절한 시술방법 또는 재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교차 감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장된 의치를 소독/세척하는 정보

6.5 온도, 습도 또는 실내조명과 같이 재료의 특성이 변질될 수 있는 모든 환경조건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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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사기(인슐린주입용)
(관련규격 : ISO 8537:2007)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A54010.01  주사기 중, 인체에 인슐린 주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
사침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멸균된 1회용 인슐린주사기(이하 “주사기”라 한
다)에 적용한다. 
본 규격은 인슐린 40 유닛/ml(U-40) 및 인슐린 100 유닛/ml(U-100)로 사용되는 
주사기에 적용된다. 또한 인슐린을 채운 후 곧 사용하는 주사기에 적용되며, 인슐린을 
일정기간 이상 저장하는 주사기는 제외한다.

2. 주사기의 분류

주사기는 포장방법 및 주사침과의 조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종류 1: 주사침 없고 단위 용기 속에 포장되었으며, 6 %(Luer) 원뿔형 숫접합부를 
갖는 주사기

종류 2: 주사침 없고 보호덮개가 장착되었으며, 6 %(Luer) 원뿔형 숫접합부를 갖는 
주사기

종류 3: 6 %(Luer) 원뿔형 숫접합부를 가지고, 분리되어있는 또는 분리가능한 
주사침과 함께 공급되며 단위 용기 속에 포장된 주사기

종류 4: 6 %(Luer) 원뿔형 숫접합부를 갖추었고, 분리가능한 주사침과 함께 공급
되며 보호덮개가 장착된 주사기

종류 5: 분리되지 않는 주사침과 함께 공급되었고 단위 용기 속에 포장되었으며, 
6 % (Luer) 테이퍼(taper) 이외의 피팅을 갖춘 주사기

종류 6: 분리되지 않는 주사침과 함께 공급되었고 보호덮개가 장착되었으며, 6 % 
(Luer) 테이퍼 이외의 피팅을 갖춘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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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침 덮개(needle cap)
2. 보호 덮개(protective end cap)
3. 통끝 내강(nozzle lumen)
4. 통끝(nozzle)
5. 외통(barrel)
6. 피스톤(piston)

9. 누름부(push button)
10. 보호 덮개(protective end cap)
11. 손잡이(finger grip)
12. 최종눈금(fiducial line)
13. 공칭용량(nominal capacity)
14. 눈금선(graduation lines)

종류 7: 침관이 주사기에 고정되어 있고, 단위 용기 속에 포장된 주사기

종류 8: 침관이 주사기에 고정되어 있고, 보호덮개가 장착된 주사기

주1) 상이한 표현을 포함하기 위해 8개 종류가 지정되나, 특수 국가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수는 8개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

주2) 이 외에도, 대부분 시장에서 인슐린 눈금이 있는 안전 주사기를 이용할 수 있다. 

발표 당시에, 의료용 주사침 예방 특징과 관련된 일반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3. 내외면

일반적인 주사기의 각 부분에 대한 명칭은 그림 1과 같다.

확대하지 않고 정상 또는 교정시력으로 관찰하였을 때. 인슐린과 접촉하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표면은 깨끗하고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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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봉함(seals)
8. 밀대(plunger)

15. 시작눈금(zero line)

주) 이 그림은 주사기 구성품의 예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는 분리가능한 

주사침 또는 주사침관이 영구 부착되어있는 제품은 제외하며,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스톤/플런저 하나 이상의 봉함으로 조합되어 있을 

수 있으며, 통합된 구조이거나 아닐 수도 있다.

그림 1. 일회용 인슐린용 주사기의 예시

4. 주사기와 주사침의 윤활제

피스톤을 포함한 주사기 내면과 주사침관에 윤활제를 도포할 경우 윤활제는 무독성
이어야 하며 의료기기 기준규격 『32. 주사기(멸균된 1회용 주사기) 및 35.멸균
주사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윤활제는 주사기의 내면에 액체가 고여 있거나, 
침관의 내외면에 윤활제 용액방울이 관찰되지 않아야 한다.

4.1 실리콘 기름의 양

주사기의 내부 표면적을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한다.

내부표면적 = 2(πhv)1/2

h : 용매가 접촉하는 부분까지의 높이 
v : 용매가 접촉하는 부분까지의 부피(πr2h)
r : 주사기 내경의 반지름

내부표면적이 100-200㎠가 되도록 적당한 수의 주사기를 취한다. 주사기에서 
피스톤을 제거한 후,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에 비활성인 침기를 주사기에 
꽂고 침관의 끝을 봉한 다음, 주사기 부피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피만큼 디클로로
메탄을 넣는다. 디클로로메탄에 비활성인 재질의 마개로 외통을 막은 후 용매가 
통내에 골고루 묻도록 15～20초 동안 10회 거꾸로 흔들어 헹군다. 상기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통내를 헹군 액을 질량접시에 모은 다음 수욕상에서 증발건조하고 
잔류물을 100～105℃에서 1시간동안 건조한다. 증발건조 후 무게는 내부 면적 ㎠ 당 
0.25mg이하여야 한다. 

5. 용출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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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의 멸균된 주사기(주사침이 있는 경우, 주사침을 포함)를 깨끗한 증류수로 
공칭용량까지 채우고 8시간 동안 37 °C  ±3°C에서 유지한다. 붕규산 유리 시험관
에서 내용물들을 섞는다.
미사용 증류수의 일부를 대조액으로 준비한다.

(1) pH  
검액 및 공시험액 각 20 mL에 각각 염화칼륨 1.0 g을 증류수에 녹여서 1000 mL로 
한 액 1.0 mL를 넣고 약전 일반시험방법 pH측정법에 따라 두 액의 pH를 측정하
였을 때 그 차이는 1.0 이하 이어야 한다.

(2) 중금속
약전 일반시험법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이와 동등한 분석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납, 주석, 아연, 철의 전체 함량이 5 mg/kg 이하 이어야한다. 카드뮴 함량은 0.1 
mg/kg 이하여야 한다.

(3) 과망간산칼륨환원성물질
검액 20 mL를 마개있는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액 20 
mL 및 묽은 황산 1 mL를 넣어 3분 동안 끓여 식힌다. 여기에 요드화칼륨 0.10 g을 
넣어 마개를 단단하게 하고 흔들어 섞어 암소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전분시액 5
방울을 넣고 0.01 mol/L 치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공시험액 20 mL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 조작할 때 과망간산칼륨액의 소비량의 차는 2.0 mL 이하 
이어야 한다.

(4) 증발잔류물
검액 10 mL를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조하고 잔류물을 105℃에서 1시간 건조
할 때 그 양은 1.0 ㎎이하 이어야 한다.

6. 눈금의 치수 및 허용오차

주사기와 눈금의 범위에 대한 규격은 표 1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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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슐린 주사기, 치수 범위, 눈금 및 눈금용량의 허용오차

유닛
단위

공칭용량
(ml)

시작눈금부터
최대용량 

눈금까지의 
총길이
(mm)

눈금 간격
(unit)

눈금용량의 허용오차

공칭용량의 
절반 미만의 

부피

공칭용량의
절반 이상의 

부피

0.3 41 0.5

U-100

0.3 41 1

± 공칭용량의 
1.5%

+ 배출된 
부피의 
2 %

± 배출된 
부피의 
5 %

0.5 43 1
1.0 57 1
1.0 57 2

U-40

0.5 43 0.5
0.5 43 1
1.0 50 1
2.0 60 1
2.0 60 2

주) 공칭용량과 눈금간격이 다른 주사기는 상이한 표현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지만, 

특정국가에서 사용되는 분류의 수는 표 1에 제시된 것보다 작을 수 있다.

7. 눈금

7.1 눈금
눈금은 인슐린의 유닛단위로 표시되어야 하며 한 가지 인슐린 농도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칭용량은 밀리리터(ml) 단위로 표시되어야 한다.

눈금이 매겨진 용량(graduated capacity)의 허용오차는 표 1에 적합해야 한다.

주) 눈금이 매겨진 용량은 주사기에서 배출된 질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

주) 눈금이 매겨진 용량(graduated capacity) : 20°C ± 3°C 또는 27°C ± 3°C에서 

피스톤에 있는 기준선이 눈금 간격이나 간격들을 통과할 때 주사기로부터 배출된 

물의 양

눈금 선은 0.2 mm와 0.4 mm 사이의 균일한 두께여야 하며, 이는 외통의 축에 
직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눈금선은 세로축을 따라 시작눈금과 최종눈금 사이에서 균등한 간격으로 표시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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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를 수직으로 세웠을 때, 길이가 유사한 모든 눈금선은 서로 수직 아래쪽에 
있어야 하며, 그 끝부분의 길이는 ± 0.5 mm의 오차범위 이내여야 한다.

짧은 눈금선의 길이는 긴 눈금선 길이의 약 1/2정도 이어야 한다.

눈금과 눈금숫자는 읽기 쉬워야 하며 주사기와 명확히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한다.

7.2 눈금 숫자
눈금선은 0.3 ml 및 0.5 ml 주사기에 대해서는 매 5 유닛마다, 그리고 1.0 ml와 
2.0 ml 주사기에 대해서는 매 10 유닛마다 눈금숫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표시된 숫자의 크기는 최소 3 mm여야 한다.

시작눈금을 가장 위쪽으로 하고 눈금을 앞에 보이도록 하여 주사기를 수직으로 
세웠을 때, 번호는 눈금에 수직으로, 그리고 그 숫자와 관련된 눈금선을 연장했을 
때 2등분될 수 있는 위치에 눈금숫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숫자는 관련된 눈금선의 
끝에 가까워야 하지만 닿아서는 안 된다.

8. 외통

8.1 치수
외통 길이는 주사기의 공칭용량보다 최소 10 % 이상의 용량이 될 정도의 길이 
또는 밀대가 표시된 눈금의 5 mm 이상으로 움직여지는 길이 중 짧은 쪽이어야 
한다.

8.2  손잡이
수평에서 10o 기울인 평평한 바닥에 눈금이 위쪽으로 가도록 놓았을 때 주사기가 
구르지 않도록 외통의 열린 쪽 끝에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손잡이에는 광이 없어야 하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손잡이는 의도된 목적에 맞는 적절한 크기, 모양과 강도를 갖추어야 하고, 사용 
중에 주사기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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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밀대와 피스톤의 조립
9.1 일반사항
주사기의 밀대와 누름부 설계는 외통을 한 손으로 쥐고 있을 때 그 손의 엄지로 
밀대를 누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부속서 A에 기술된 시험 중에 피스톤이 밀대로부터 분리되면 안 된다.
밀대의 돌출부 및 누름부의 모양은, 밀대를 완전히 삽입된 위치까지 밀었을 때, 
쉽게 잡고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2 외통과 피스톤의 적합성
주사기에 물을 채우고, 한쪽 끝과 반대쪽 끝을 교대로 위로 향하게 수직으로 세웠
을 때, 자체 질량 및 함유된 물의 질량 때문에 밀대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제
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사침을 주사기에 고정시킬 때, 주사기로부터 물을 
배출하려고 밀대 이동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힘은 부속서 B에 따라 측정되었을 
때 15 N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피스톤이 눈금이 매겨진 외통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외통 안에 장착되어
야 한다.

10. 통끝(Nozzle)

10.1 원뿔형 접합부
주사기 종류 1, 2, 3 및 4의 주사기 통끝의 원뿔형 숫접합부는 ISO 594-1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0.2 통끝의 위치
주사기 통끝은 중심축(외통과 같은 축)에 있어야 한다. 

11. 침관과 주사침

11.1 종류 3과 4의 주사기용 주사침
부속서 C에 따라야 하는 치수 및 시험 파라미터를 제외하고, 종류 3과 4의 주사기용 
침은 의료기기 기준규격 『멸균 주사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종류 5, 6, 7 및 8의 주사기에 대한 침관
부속서 C에 따라야 하는 치수 및 시험 파라미터를 제외하고, 종류 5, 6, 7 및 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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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에 대한 침관은 ISO 9626 또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멸균침』에 적합하여
야 한다. 침끝(needle point)은 의료기기 기준규격 『멸균 주사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조립된 주사기의 성능

12.1 잔류부피(dead space)
부속서 D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잔류부피는 표 2에 제시된 한계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표 2. 최대 잔류부피

주사기의 종류
최대 잔류부피

(ml)
1과 2
3과 4
5와 6
7과 8

0.07
0.10
0.02
0.01

12.2. 주사침의 누설
부속서 E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시험했을 때, E.2.9에 제시된 결합부위에 30초 이내에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의 물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부속서 F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시험했을 때, F.2.6에 제시된 결합부위에 연속적인 
기포의 형성이 없어야 한다.

12.3. 피스톤을 통한 액체와 공기 누설
부속서 E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시험했을 때, 피스톤 봉함 부분을 통해 물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부속서 A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시험했을 때, 피스톤 봉함 부분을 통해 연속적인 
기포의 형성이 없어야 하며, 압력계(manometer) 값이 하강해서는 안된다.

13.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멸균된 시약 및 장치, 무균 기법을 이용하여, 최소한 3개의 멸균된 주사기(주사침
이 함께 공급된 경우 주사침 포함)를 공칭용량까지 신선한 증류수 속에 인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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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등급의 염화나트륨이 9 g/l로 함유된 발열성 없는 식염수 용액으로 채우고, 8
시간 동안 37 °C  ±3°C로 유지한다. 용출물을 붕규산 유리로 만든 용기 속에 넣어 
섞는다.
위에 설명된 검액 제조조건에 따라 검액을 만든 후,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
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다.

14. 무균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다.

15. EO 가스 잔류량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다.

16 포장

16.1 단위용기와 독립형 주사기 단위

16.1.1 일반사항
종류 1, 3, 5 및 7의 주사기는 단위용기 속에 포장되어야 하며 종류 2, 4, 6 및 8의 
주사기는 독립형 주사기 단위로서 포장되어야 한다.

16.1.2 단위 용기(종류 1, 3, 5 및 7의 주사기)
주사기(주사침이 공급되는 경우 주사침도 함께)는 단위 용기 속에 개별적으로 
밀봉되어야 한다.

종류 3, 5 및 7에 대해서는, 주사침은 보호용 주사침집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종류 3 주사기의 주사침은 단위 용기 내부의 자체 용기 속에 포장될 수 있다.

단위 용기의 소재와 설계는 내용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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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조하고 깨끗하며 적절한 통풍이 되는 보관 상태 하에서 내용물의 무균상태 유지;
b) 용기에서 개봉하고 꺼낼 동안 내용물의 오염 위험의 최소화;
c) 일반적인 취급, 운반 및 보관 중에 내용물의 적절한 보호;
d) 일단 개봉되면, 용기는 다시 밀봉될 수 없어야 하며, 용기가 개봉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표시됨

16.1.3 독립형 주사기 단위(종류 2, 4, 6 및 8의 주사기)
주사기에는 보호덮개가 장착되어야 한다.

주사기 단위의 소재와 설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건조하고 깨끗하며 적절한 통풍이 되는 보관 상태 하에서 주사기 장치 내부
(예: 주사침의 외부 표면, 밀대와 누름부의 돌출 부분 및 주사기의 액체 통로, 그
리고 장착되었다면 주사침)의 무균상태 유지;
b) 개봉 중에 내용물의 오염 위험의 최소화;
c) 일반적인 취급, 운반 및 보관 중에 내용물의 적절한 보호;

주사기나 주사기 장치에는 장치가 이전에 개봉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16.2 여러 개 들이 포장(종류 2, 4, 6 및 8의 주사기)
여러 개 들이 포장은 종류 2, 4, 6 또는 8의 주사기 중 12 개 미만의 주사기를 
담아야 한다.

여러 개 들이 포장의 소재와 설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개봉 중에 주사기들의 오염 위험의 최소화;
b) 일반적인 취급, 운반 및 보관 중에 주사기들의 적절한 보호;
c) 일단 개봉되면, 여러 개 들이 포장이 개봉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는 것.

16.3 이차포장(shelf container)
많은 단위용기, 독립형주사기, 또는 여러개 들이 포장은 이차포장 용기 속에 포장
되어야 한다.

용기는 일반적인 취급, 운반 및 보관 중에 내용물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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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재사항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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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규정) 

흡인 중 주사기 피스톤을 통한 공기 누설 시험법

A.1 절차

A.1.1 다음 절차에 따라 그림 A.1에 제시된 장치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A.1.2 끓여서 냉각한 물을 주사기의 눈금이 매겨진 용량의 25 % 이상이 되도록 
주사기로 빨아들인다.

A.1.3 통끝을 위로가게 하여, 최종눈금이 눈금이 매겨진 최대 용량에 도달할 때까
지 밀대를 뽑고, 그림 A.1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이 위치에서 밀대를 클램프로 조인다.

A.1.4 ISO 594-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사기 통끝을 표준 강철 원뿔형 암접합부에 
연결한다. 주사침이 6 %(Luer) 원뿔형 피팅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착되어 
있으면, 주사침을 원뿔형 암접합부에 장착된 고무마개나 격막 속으로 삽입한다.

A.1.5 공기 배기 제어기를 열어둔 채 진공 펌프 스위치를 켠다.

A.1.6 진공이 점차 증가하고 압력계 판독사항이 88 kPa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배기 제어기를 조정한다.

1) 1 kPa = 7.5 mmHg

A.1.7 피스톤을 통해 공기가 누설되는지 검사한다.

A.1.8 진공 밸브를 이용하여 주사기와 압력계 조립체를 격리시킨다.

A.1.9 60초 동안 압력계의 값을 관찰하여 압력이 하강하는지 기록한다.

A.1.10 피스톤이 밀대로부터 분리되는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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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공 펌프
2 미세 배기 제어기
3 진공 밸브 
4 압력계
5 ISO 594-1 원뿔형 암접합부 
거치대 또는 고무마개 

6  25 % H O 부피
7  주사기
8  공칭용량
9  클램프
10 병 트랩(trap)

그림 A.1 흡인 시험에 사용된 기구

A.2 시험보고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주사기의 정보;
b) 시험일자;
c) 공기 누설(A.1.7과 A.1.9에 표시된 바와 같은) 관찰 여부에 대한 결과;
d) 피스톤이 밀대로부터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

주사기 끝과 압력계 사이에 있는 공기의 부피는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주) 장치는 원뿔형 암접합부 또는 고무마개가 장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치는 
모든 종류의 주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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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
(규정) 

밀대를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힘 시험법

B.1 절차

B.1.1 주사침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주사침을 장착하여 시험한다. 종류 1과 
2의 주사기의 경우, 외경이 0.40 mm인 주사침을 장착해야 한다.

B.1.2 주사기에 표시된 용량의 50 %까지 물을 채운다.

B.1.3 주사침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적합한 시험대 위에서 주사기를 클램프로 
조인다.

B.1.4 주사침 끝에서 물을 닦아 없앤다.

B.1.5 게이지를 이용하여, 즉시 밀대에 수직으로  힘을 가하고 밀대가 움직일 때
까지 힘을 점점 증가시킨다. 주사침에서 물이 배출되는 시점이 밀대가 움직이는 
시점을 의미한다.

B.1.6 완전히 눌러질 때까지 밀대 이동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힘을 유지한다.

B.1.7 시험하는 동안에 밀대를 작동하기 위해 소요된 최대 힘을 기록한다.

B.2 시험보고서
다음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a) 주사기의 정보;
b) 시험일자;
c) 밀대가 처음으로 움직일 때까지 소요된 힘. 뉴턴(N)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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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C
(규정) 

주사침과 침관의 특성

C.1 침관의 직경은 표 C.1에 따라야한다.

표 C.1 침관의 지름

단위: mm

공칭 외부 직경a
외부 직경 최소 

내부 직경최소 최대

0.25 0.254 0.267 0.114

0.30 0.298 0.320 0.133

0.33 0.324 0.351 0.133

0.36 0.349 0.370 0.133

0.40 0.400 0.420 0.184

0.45 0.440 0.470 0.232
 공칭 외부 직경은 다음과 같은 게이지 번호에 해당한다: 0.25 mm(게이지 31), 

0.30 mm(게이지 30), 0.33 mm(게이지 29), 0.36 mm(게이지 28), 0.40 mm(게이지 27) 

및 0.45 mm(게이지 26).

C.2 ISO 9626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시험했을 때 침관의 강성은 표 C.2에 따라야 한다.

표 C.2 강성

단위: mm

공칭 외부 직경
범위
mm
± 0.1

힘
N

± 0.1

최대 변위
mm

0.25 3.5 5.5 0.35
0.30 5.0 5.5 0.40
0.33 5.0 5.5 0.32
0.36 5.0 5.5 0.25
0.40 9.5 5.5 0.60
0.45 10.0 6.0 0.56

C.3 ISO 7864에 따라 시험했을 때 침기/주사기와 침관 간의 최소 결합 강도는 22 
N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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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ISO 7864에 따라 내강의 개방성을 시험하기 위한 탐침의 지름은 표 C.3에 
따라야 한다.

표 C.3 내강의 개방성을 시험하기 위한 탐침의 크기

단위: mm

공칭 외부 직경
탐침의 지름

0
- 0.01

0.25 0.08

0.30 0.11

0.33 0.11

0.36 0.11

0.40 0.16

0.45 0.18

C.5 ISO 9626에 따라 시험했을 때 파손에 대한 저항은 표 C.4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표 C.4 파손에 대한 저항

단위: mm

공칭 외부 직경
단단한 지지대와 굽힙력 적용 부분 

사이의 거리
± 0.1

0.25 8

0.30 8

0.33 8

0.36 8

0.40 8

0.4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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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D
(규정) 

잔류부피(dead space)를 측정 방법

D.1 시료의 준비

D.1.1 종류 3과 4의 주사기
주사침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주사기에서 주사침을 뽑아서 다음과 같이 다시 
끼운다.

주사기의 통끝을 침기(hub)에 연결한다. 구성부품을 5초 동안 27.5 N의 축방향 힘을 
가하여 조립한다. 조립시에는 0.1 N⋅m을 초과하지 않는 토크 값을 가하여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회전시켜서 조립한다.

D.1.2 종류 1, 2, 5, 6, 7 및 8의 주사기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다.

D.2 절차

주사침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D.2.1 D.1 절에 따라 준비한 주사침을 장착한 
주사기 무게를 0.001 g 단위까지 측정한다.

D.2.2 주사기를 최대 눈금 용량까지 (20 ± 3) °C의 증류수로 채운다. 이 때 주사
침이 있는 경우에는 주사침 속의 모든 기포를 배출하도록 하고, 주사침이 없는 
주사기의 경우에는 통끝 내강의 끝이 증류수의 매니스커스(meniscus)와 수평이 
되도록한다.

D.2.3 밀대를 완전히 눌러서 물을 배출하고, 주사기의 표면을 물기가 없도록 닦는
다.

D.2.4 주사기 무게를 다시 측정한다.

D.3 결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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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배출한 후 주사기의 무게에서 이용된 주사기의 무게의 차를 측정하여, 주사기 
속에 남아있는 물의 무게를 계산한다. 물의 밀도 1000 kg/m3를 이용하여, 잔류량을 
밀리리터(mL) 단위의 부피로 환산한다.

D.4 시험보고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주사기의 정보;
b) 시험일자;
c) 밀리리터 단위로 표현된, 주사기의 잔류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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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
(규정) 

압력하에서 주사기 피스톤과 
주사기 통끝/침기 또는 주사침/외통 접합부에서 액체 누설 시험법

E.1 시험용 시료 준비

E.1.1 피스톤을 통한 누설 시험

E.1.1.1 일반사항
E.1.1.2 ~ E.1.1.4에 제시된 사항에 따라 시편을 준비한다.

E.1.1.2 종류 1과 2의 주사기
ISO 594-1에 따라 주사기 통끝을 표준 강철 원뿔형 암접합부에 연결한다. 이 때 
모든 조립 컴포넌트는 건조시켜둔다.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회전시키기 위해 0.1 
N⋅m을 초과하지 않는 토크 값으로 비틀면서, 5초 동안 27.5 N의 축방향 힘을 
가하여 조립한다.

E.1.1.3 종류 3과 4의 주사기
주사침이 장착되었다면 주사침을 제거하고, E.1.1.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사기 통
끝을 표준 강철 원뿔형 암접합부에 연결한다.

E.1.1.4 종류 5와 6의 주사기
주사기 통끝과 침기를 단단히 조립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E.1.1.5 종류 7과 8의 주사기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다.

E.1.2 주사기 통끝에서 누설에 대한 시험

E.1.2.1 일반사항
E.1.2.2 ~ E.1.2.5에 제공된 바와 같이 시편을 준비한다.

E.1.2.2 종류 1과 2의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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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사기를 표준 강철 원뿔형 암접합부에 연결한다. 

E.1.2.3 종류 3과 4의 주사기
주사침이 장착되었다면 주사침을 제거하고,  E.1.1.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사기 
통끝을 표준 강철 원뿔형 암접합부에 연결한다.

E.1.2.4 종류 5와 6의 주사기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다.

E.1.2.5 종류 7과 8의 주사기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다.

E.2 절차
E.2.1 주사기 안에 눈금 용량을 초과하는 양의 물을 흡인한다. 주사기 통끝과 표준 
강철 원뿔형 암접합부의 결합부, 또는 주사기와 침관의 결합부가 젖게 되면, 결합
부위를 말린다.

E.2.2 공기를 방출시킨다.

E.2.3 주사기 속에 있는 물의 양을 최대 눈금 용량까지 조정한다.

E.2.4 표준 강철 원뿔형 암접합부 또는 주사침 끝을 적절하게 밀봉한다.

E.2.5 피스톤 봉함부분에 대해 반지름 방향으로 밀대를 흔들기(swing) 위해 0.25 
N(25.5 g)의 힘과 동등한 측면 하중을 밀대의 축에 직각으로 누름부에 적용한다. 
축의 위치에서 최대한 휘도록 밀대를 조정한다.

E.2.6 피스톤과 외통의 상호 작용에 의해 압력이 생기도록 주사기에 축 방향으로 
300 kPa의 힘을 가한다. 30초 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E.2.7 압력을 가한 기간 동안의 피스톤 이동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주사기를 
검사한다.

E.2.8 피스톤 봉함 부분을 통해 액체가 누설되었는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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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9 액체 누설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주사기 통끝과 표준 
강철 원뿔형 암접합부 또는 침기의 접합부 또는 주사기와 침관의 접합부 검사한다.

E.3 시험보고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주사기의 정보
b) 시험일자
c) 피스톤을 통해 누설이 관찰되었는지 여부
d) E.2.9에 기술된 바와 같은 누설이 관찰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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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F
(규정) 

흡인 중에 통끝/침기 또는 주사침/외통의 접합부를 통한 공기 누설 시험법

F.1 시편의 준비
D.1 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시편을 준비한다.

F.2 절차
F.2.1 주사기 공칭용량의 25 % 이상까지 끓여서 냉각한 증류수를 주사기에 넣는다. 
주사기 통끝과 표준 강철 원뿔형 암접합부의 결합부, 또는 주사기와 주사침 관의 
결합부가 젖게 되면, 결합부위를 말린다.

F.2.2 소량의 잔류 기포를 제외하고, 공기를 배출한다.

F.2.3 주사기 속에 있는 물의 양을 공칭 용량의 25 %까지 조정한다.

F.2.4 적절한 방법으로 표준 강철 원뿔형 암접합부 또는 주사침 끝을 밀봉한다.

F.2.5 주사기 통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밀대를 눈금이 매겨진 총 용량선까지 
끌어당겨서, 15초 동안 유지한다.

F.2.6 적절한 방법으로 주사기 통끝과 표준 강철 원뿔형 암접합부나 침기의 결합
으로부터, 또는 주사기와 주사침 관의 결합으로부터 연속적으로 기포가 형성되는지 
검사한다.

최초 5초 동안에 나타나는 기포는 무시한다.

F.3 시험보고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주사기의 정보;
b) 시험일자;
c) F.2.6에 기술된 바와 같은 누설이 관찰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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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치과용주사침
(관련규격 : ISO 7885:2010)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A53010.11 치과용주사침으로, 의료기기 기준규격『카트리지형주사기』와 
함께 조합되어 사용되는 멸균된 일회용 주사침에 적용된다. 특별한 용도나 기술이 
필요한 주사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자재의 경우는 침관(tubing)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2. 정의

이 규격을 위해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2.1 주사침 구성단위(needle unit)
1차 용기, 침, 허브(hub)로 구성되어있다.(그림 1 참조)

2.2 유효 주사침 길이(effective needle length)
주사침 끝에서부터 허브까지의  주사침 길이(그림 1 참조)

2.3 단단한 포장(hard pack)
단단하고 굵은 쪽의 끝집(rigid butt end sheath)과 단단하고 효율적인 주사침집
(needle sheath)으로 구성되어, 완전한 구성품을 형성하기 위해 밀봉된 주사침 
구성단위(needle unit)

2.4 부드러운 포장(soft pack)
벗길 수 있는 뚜껑이 달린 미리 성형된 플라스틱 트레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효율적인 주사침이 단단한 집으로 보호되어 있다.

2.5 제1차 용기(primary container) 
주사침을 위한 단단한 포장 또는 부드러운 포장과 같은 보호 패키지

2.6 제2차 용기(secondary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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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용기(2개 부분) 
2 굵은 쪽 끝 하캡(butt-end sheath)
3 굵은 쪽 끝(butt-end) 주사침 길이(l) 

4 주사침 유효 길이(l) 

a 굵은 쪽 끝 각도(15° ~ 55°).
b 주 경사면 각도(α).

5 유효 주사침 상캡
6 주사침
7 허브
8 소켓 깊이(l


)

그림 1. 단단한 포장(hard pack)의 도면

제1차용기가 포장된 용기

3. 조립된 주사침과 허브에 대한 시험규격

3.1 이물질
확대하지 않고 정상 또는 교정시력으로 관찰하였을 때, 조립된 주사침과 허브의 
표면은 깨끗하고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외면의 윤활제는 확대하지 않은 정상 또는 
교정시력으로 관찰하였을 때, 액체 방울로 보여서는 안 된다.

3.2 용출 금속의 한계
용출 금속에 대한 한계와 시험은 의료기기 기준규격 『멸균주사침』의 용출물 
시험중 중금속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주사침과 허브의 접합
허브와 주사침의 접합은 주사침의 축방향을 따라 양방향으로 1 mm/s 의 속도로 
최소 22 N의 힘을 주었을 때 파손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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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관에 대한 시험규격

4.1 원자재
주사침을 구성하는 침관은 상응하는 국제규격(ISO 9626)에 적합해야한다.

4.2 치수
4.2.1 침관의 공칭 바깥지름은 ISO 9626에 따르며, 0.2 mm와 0.5 mm 사이이어야 
한다. 

4.2.2 침관의 유효한 침길이(그림1 의 l1)은 제조자가 표시한 길이의 10 % 이내여야 
한다. 

4.2.3 주사침의 크기는 공칭 바깥지름과 유효한 주사침 길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0.4 mm x 34 mm.

4.3 굵은 쪽 끝(butt-end)
4.3.1 굵은 쪽 끝(butt-end)의 각도는 주사침의 긴 축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15°에서 55° 사이에 있어야 한다.

4.3.2 굵은 쪽 끝(butt end) 길이(그림1의 l2)는 9.0 mm에서 14.0 mm사이에 있어야 
한다.

4.4 주사침 끝(Needle tip)
주사침 끝은 날카로워야 하고, 2.5배로 확대하여 관찰했을 때, 거친 가장자리
(feather edge, burr),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짐(hook) 및/또는 다른 결함이 없어야 
한다. 주사침 끝의 주 경사면 각도(그림 1 참조)는 제조자가 제시한 각도의 2° 
이내여야 한다.

5. 주사침 허브의 시험규격

5.1 주사기와의 적합성
5.1.1 일반사항
허브는 나사산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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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색상 코드
주사침의

공칭 바깥지름
색상

0.2 검정색

0.25 흰색

0.3 노란색

0.4 중간 회색

0.5 주황색

5.1.2 나사산이 있는 허브
허브 내부의 나사산은 M6×0.75미터방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5.1.3 나사산이 없는 허브
허브 내부에 나사산이 없다면, 주사침은 의료기기 기준규격 『카트리지형주사기』에 
적합한 주사기의 나사산이 있는 바늘부착 허브에 단단히 조여질 수 있어야 한다.

5.1.4 소켓의 깊이
허브의 소켓 깊이(그림 1에 있는 l


)는 5 mm 이상이어야 한다.

5.1.5 색상코드
침관의 공칭 바깥지름은 ISO 6009에 따른 색상 코드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아래 
표 1 참조). 이 색상코드는 제1차 용기 또는 주사침허브에 있어야 한다.

기준이 되는 색상 견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표준 주사침 허브는 주의하여 정한다
(ISO 6009:1992의 부록A 참조).

불투명한 색상의 색상영역 및 다양한 색표집(color atlas) 중 가장 근접한 색상 표
본은 각각 ISO 6009:1992의 부속서 B와 C에 정보용으로 제공되어 있다. 

6. 제1차 용기(primary container)에 대한 시험규격

6.1 각 주사침은 제1차 용기에 담아서 공급되어야 한다.

6.2 이 용기의 재료와 디자인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멸균의 유지
- 일단 개봉되면, 용기는 개봉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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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주사침 집(needle sheath)은 조작자가 주사침을 건드리지 않고 주사기에 
주사침을 장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7.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다.

8.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1차 또는 2차 용기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

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의 상호 또는 상표 및 주소;
나. 주사침의 치수(4.2.3 참조);
다. 나사산의 유형;
라. “멸균된 일회용 치과용주사침” 문구;
마. “봉인이 파손되어 있으면 사용 금지” 또는 “부드러운 포장(soft pack)이 개봉

되어 있거나 손상되어 있으면 사용 금지”라는 문구;
바. 사용 기한;
사. 멸균 방법;
아. 로트 번호;
자. 제2차 용기 속에 든 단일 구성단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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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정보용)

임페리얼 나사산 크기

서론에 나사산이 있는 허브에 대한 임페리얼 나사산 크기의 존재가 언급되어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사용된 임페리얼 나사산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5,54 mm(0,218 인치) 40 TPI(인치당 나사산) 휘트워스(Whitworth)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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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치과용수은

(관련규격: ISO 24234:2004)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C06030.01 치과용수은 중 미리 정량된 캡슐과 주머니의 형태로 공급

되는 치과용 수은에 적용된다.

2 시험규격

2.1 수은의 오염

3.1에 따라 시험하여 육안으로 관찰할 때 기름, 물 또는 이물질에 의한 오염이 없

어야 한다.

공기 중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찌꺼기가 생기지 않고, 맑은 거울과 같은 표면을 

가져야 한다.

2.2 미리 정량된 중량의 허용오차 범위

2.2.1 미리 정량된 캡슐형태로 제공되는 시료

3.3.1에 따라 시험할 때, 캡슐 내의 수은의 중량 변동계수(Cv)는 1.5%를 초과해

서는 안 된다.

아말감 합금과 수은의 중량 산술평균이 제조자가 제시한 표시치 중량의 ± 

2.0%(wt)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2.2 수은주머니로 제공되는 시료

3.3.2에 따라 시험할 때 수은의 중량 변동계수(Cv)는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수은의 중량 산술평균이 제조자가 제시한 표시치 중량의 ± 2.0%(wt)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3 수은의 순도

3.2에 따라 시험할 때, 수은은 잔류물 없이 자유롭게 완전히 흘러야 한다.

흔들어준 후에 생긴 작은 방울은 잔류물로 보지 않는다.

2.4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



- 130 -

라 시험한다.

3 시험방법

3.1 수은의 오염

3.1.1 시편 제작

3.1.1.2 미리 정량된 캡슐형태로 제공되는 수은

붕규산염이나 유사한 재질의 유리로 만들어진 깨끗한 작은 플라스크를 준비한다. 

물을 사용하여 헹군 후 3㏖/ℓ의 질산(분석용)으로 헹군다. 다시 물로 헹군 후 10

0℃에서 건조하고 실온까지 식힌다.

약 5g의 수은이 얻어질 수 있게 충분한 수의 캡슐을 선택한다. 수은과 아말감 합

금이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캡슐로부터 수은을 제거한다. 수은을 플라스크

에 따른다.

3.1.1.3 수은주머니

붕규산염이나 유사한 재질의 유리로 만들어진 깨끗한 작은 플라스크를 준비한다. 

물을 사용하여 헹군 후 3㏖/ℓ의 질산(분석용)으로 헹군다. 다시 물로 헹군 후 10

0℃에서 건조하고 실온까지 식힌다.

약 5g의 수은이 얻어질 수 있게 충분한 수의 수은주머니를 선택한다. 수은이 든 

주머니를 열고 수은을 플라스크에 붓는다.

3.1.2 초기평가

미리 정제된 캡슐, 수은주머니로부터 수은을 노출시킨 후, 즉시 평가한다. 수은에 

이물질이 없고 요구되는 외관을 가지며 표면이 20분 동안 찌꺼기가 끼지 않는 상

태로 유지되는지를 1000lx 이상의 광원 하에서 250㎜ 이내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한다.

3.2 수은의 자유 흐름

3.2.1 준비한 수은을 붓는다.

3.2.2 수은이 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완전히 흐르는지 육안으로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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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리 정량된 중량의 변화

3.3.1 미리 정량된 캡슐 형태

수은과 아말감 합금을 각각 0.001g에 가장 가까운 값까지 무게(ms)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미리 정량된 캡슐 25개에 대하여 아말감 합금과 수은의 중량을 측정하

고 각각 기록한다.

아말감 합금과 수은 간의 접촉을 피해 25개 캡슐로 이루어진 한 세트 내의 수은

의 질량을 측정한다.

수은의 질량에 대한 산술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다음과 같이 변동계수(Cv)를 구한다.

s / x × 100 = Cv (%)       (1)

s : 표준 편차, x : 산술 평균, Cv : 변동계수

3.3.2 수은주머니

수은주머니 25개 내에 들어있는 수은의 무게를 측정한다. 

수은주머니로부터 수은을 모두 제거한 후 그 양을 각각 0.001g에 가장 가까운 값

까지 측정한다. 산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변동계수(Cv)를 식(1)에 따라 

계산한다.

4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4.1 수은의 순 중량

4.2 취급상의 주의사항

4.3 국제규격에서 인정된 ‘위험물질 경고 표시’

4.4 ‘25℃이하의 조건에 보관’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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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카트리지형주사기(치과용)
(관련규격: ISO 9997:1999)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소분류 A54030.01 카트리지형주사기 중 치과용 국소 마취제를 담고 있는 
카트리지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흡인성(aspirating), 비흡인성(non-aspirating), 자가 
흡인성(self- aspirating) 유형의 재사용 할 수 있는 치과용 카트리지형주사기에 적
용된다. 고압 생성을 위한 기계적 작용을 하는 카트리지형주사기 및 국소 마취제
를 담고 있는 치과용 카트리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정의 및 분류

2.1 정의

이 규격에서는 다음의 정의를 사용한다. 

2.1.1 흡인(aspiration): 혈액이나 체액이 마취 카트리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

2.1.2 단위포장(unit pack): 치과용 카트리지형주사기를 포함하는 팩(pack)

2.1.3 카트리지(cartridge): 국소 마취제를 담고 있는 용기

2.2 분류
치과용 카트리지형주사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2.1 제 1 형: 비흡인성

2.2.2 제 2 형: 흡인성

2.2.2.1 제 2a 형: 바늘로부터 플런저를 잡아당겨 형성되는 힘에 의한 흡인

2.2.2.2 제 2b 형: 카트리지 내의 막(diaphragm)이 휘어지는 힘(deflection)에 의한 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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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규격

3.1 일반사항

3.1.1 로딩(loading)과 카트리지 치수
카트리지는 옆에서 또는 뒤(breech 타입)에서 장착될 수 있어야 한다. 주사기는 
국소 마취 카트리지가 안전하게 장착될 수 있는 적당한 치수이어야 하고, 사용하는 
동안 이동되어서는 안 된다. 3.4.1에 따라 육안으로 시험한다.

3.1.2 외관(viewing of contents)
주사기는 흡인 결과를 포함하여 주사액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3.4.1, 3.4.2, 
3.4.3에 따라 시험한다.

3.1.3 플런저 로드 (plunger rod)
3.4.5, 3.4.6, 3.4.7의 시험 전후에 3.4.4에 적합하여야 한다.
플런저 로드의 카트리지 끝은 영구적으로 부착된 팁 혹은 카트리지형주사기 제조자가 
제공한 다양한 플런저 팁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3.4.1에 
따라 육안으로 시험한다.

3.1.4 흡인 주사기 (aspirating syringes)

3.1.4.1 일반사항
흡인 주사기(aspirating syringe)는 사용하는 동안 어느 때라도 흡인(aspiration) 할 
수 있어야 한다.

주) 특수하게 설계된 고무 플런저가 장착된 카트리지만 사용할 수 있는 흡인 주사
기도 일부 있으며, 이런 주사기를 다른 카트리지와 함께 사용할 때는 흡인되지 
않을 수 있다.

3.1.4.2 바늘로부터 카트리지 플런저를 이동시켜 흡인하는 주사기(제 2a 형)
ISO 11499에 부합하는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시험한 다음에는 시약
(3.4.2.1)이 카트리지로 흡인되고, 플런저로드의 작살 모양(harpoon) 또는 나사형
(threaded) 부분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3.4.2.2에 따라 시험한다.

3.1.4.3 카트리지 내의 막(diaphragm)이 휘어지는 힘(deflection)에 의한 흡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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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제 2b형)
ISO 11499에 부합하는 카트리지를 사용한다. 시험한 후에, 시약(3.4.2.1)이 카트리지 
내로 흡인되어야 한다. 3.4.3.2에 따라 시험한다.

3.2 원자재

3.2.1 금속주사기
각 부분은 아무런 주사기 기능에 대한 손상이나 결함, 틈 형성, 변색 등의 부식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반복되는 멸균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4.1, 3.4.5, 3.4.6, 
3.4.7에 따라 시험한다.

3.2.2 플라스틱주사기, 플라스틱 부분이 있는 금속주사기
주사기 기능에 대한 손상이나 주사기 구성 원자재에 대한 변성이 없이 반복되는 
멸균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4.1, 3.4.5, 3.4.6에 따라 시험 한다. 모든 금속 부분은 
3.2.1의 금속주사기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3.3 치수
치수는 그림 1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하며, 미터 단위 나사산으로 된 바늘부착 허브
(metric-threaded needle-mounting hub)는 ISO 261과 ISO 965-1의 나사산(screw 
threads)에 적합해야 한다.

3.4 시험방법

3.4.1 육안 검사
육안 검사는 확대 없이 정상적 시각적 정확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4.2 제 2a 형 주사기의 흡인 시험

3.4.2.1 시약
착색 수용액, 예를 들어 (23±2)℃에서 점성 4mPa • s(0.04 poise)의 메틸렌 블루 
수용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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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사산으로 된 바늘부착 허브(threaded needle mounting hub) 
2 관찰 포트(viewing port)
3 플런저 로드의 말단 부분(working end of the plunger rod)
4 통(barrel)
5 손가락으로 잡는 부분(finger grip)
6 플런저 로드(plunger rod)
7 손잡이(handle)
a 가득 채워진 카트리지를 장착하였을 경우
b 주사기 통(syringe barrel)의 바늘 끝부분에 결합된 흡인부분의 치수를 포함한다. 흡인부분이 없는 

경우, 치수는  로 줄여야 한다.

주) 제시된 설계가 반드시 다른 설계보다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1  치과용 카트리지형주사기 (단위 ㎜)

3.4.2.2 과정
주사기, 카트리지와 0.4㎜ × 35㎜ 치수의 주사침을 조립한다. 제조자 지시에 따라 
플런저 로드 말단 부분의 작살 모양(harpoon) 또는 나사형(threaded) 부분을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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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용 카트리지의 플런저에 고정시킨다. 시약에 주사침을 담그고 5㎜/s의 속도로 
5㎜까지 피스톤을 누른 후, 카트리지에 시약이 나타날 때 까지 또는 최대 5㎜ 간격
까지 같은 속도로 반대방향으로 뽑아낸다. 동일한 국소 마취용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3회 반복한다.

3.4.2.3 관찰
플런저를 다시 당긴 후, 3.1.4.2의 시험기준에 적합한지 관찰한다.

3.4.3 제 2b 형 주사기의 흡인 시험

3.4.3.1 시약
3.4.2.1과 같은 착색 수용액

3.4.3.2 과정
주사기, 카트리지, 0.4㎜ x 35㎜ 치수의 주사침을 조립한다. 1초 동안 플런저를 5㎜ 
정도 밀어 넣는다. 압력을 풀고 1초 동안 다시 5㎜ 정도 플런저를 밀어 넣는다. 
두 번째로 플런저를 밀어 넣은 직후에 주사침을 시약에 담그고 플런저를 5㎜/s의 
속도로 5㎜ 정도 누른 다음에 압력을 푼다.

3.4.3.3 관찰
3.1.4.3의 시험기준에 적합한지 관찰한다.

3.4.4 플런저 로드 시험(plunger rod tests)

3.4.4.1 플런저 로드 이동
수직으로 세운 빈 주사기에서 플런저 로드를 완전히 잡아 빼고, 주사기를 뒤집었
을 때, 양 수직방향으로 중력 하에서 전체 길이에 걸쳐서 자유롭고 부드럽게 이동
할 수 있어야 한다.

3.4.4.2 플런저 로드 변위
플런저를 주사기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시킨 상태에서(카트리지 없이), 플런저 로드 
팁의 전단에서 측정한 최대 측면 변위는 주사기 중심축에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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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부식에 대한 끓는 물 시험(boiling water test for corrosion)
3.4.5.1 시약
ISO 3696에 따르는 3등급 수

3.4.5.2 시험기구
유리나 세라믹 비이커 혹은 내부식성 스테인레스 스틸 용기

3.4.5.3 시료의 준비
비누와 따뜻한 물로 기구를 세척하고, 3.4.5.1에 해당하는 물로 완전히 세정 후 건조
시킨다.

3.4.5.4 과정
끓는 물(3.4.5.1)에 비커 혹은 용기를 30분 동안 담근 후, 1시간 이상 물에서 식힌다. 
물에서 기구를 꺼내어 공기 중에 2시간 동안 노출시킨다. 기구를 마른 천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이 사이클을 5회 반복한다. 

3.4.5.5 결과 평가
3.4.1에 따라 육안으로 검사하여 3.2.1 또는 3.2.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6 부식에 대한 오토클레이브 시험 (autoclave test for corrosion)

3.4.6.1 시약
ISO 3696에 따르는 3등급 수

3.4.6.2 시험기구
(136 ± 2)℃와 0.22MN/㎡로 작동되는 비진공 타입의 오토클레이브

3.4.6.3 시료의 준비
비누와 따뜻한 물로 기구를 세척하고, 3.4.6.1에 해당하는 물로 완전히 세정 후 건조
시킨다.

3.4.6.4 과정
오토클레이브 선반에 주사기를 놓는다. 3.4.6.1에 해당하는 물을 사용하여, (136±2)℃와 

0.22MN/㎡로 (3 


)분간 오토클레이브 한다. 각 사이클 후 문을 열고 선반을 

꺼내어, 주사기를 상온으로 냉각시킨다. 이 사이클을 5회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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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결과 평가
3.4.1에 따라 육안으로 검사하여 2.2.1 또는 2.2.2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3.4.7 열시험 (thermal test)
금속 주사기에만 적용한다.

3.4.7.1 시험기구
(175 ± 5) ℃ 조작이 가능한 건열 오븐 (dry heat oven)

3.4.7.2 과정
주사기를 (175 ± 5) ℃의 건열오븐에 넣고 오븐이 설정온도를 회복하면, (30 ±1 ) 분 
동안 유지 시킨다. 그 후, 주사기를 건열오븐에서 꺼내고 공기 중에서 상온으로 
냉각시킨다. 이 사이클을 5회 반복한다.

3.4.7.3 결과 평가
3.4.1에 따라 육안으로 검사하여, 3.2.1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3.4.8 무균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다.

3.4.9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다.

4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4.1 단위포장(unit pack)의 기재사항

4.1.1 “치과용 카트리지형주사기”라는 문구

4.1.2 해당되는 경우, “흡인성” 또는 “비흡인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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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바늘부착 나사산(needle-mounting thread)의 세부정보

4.1.4 주사기와 함께 사용하는 카트리지의 크기와 유형

4.1.5 로트 번호

4.2 주사기의 기재사항
주사기마다 제조회사명과 형명을 지워지지 않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조자는 치과용 카트리지형주사기마다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사용자와 기술문서 
심사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5.1 권장 세척 및 멸균 방법

5.2 카트리지 삽입 및 니들 부착 방법

5.3 해당되는 경우, 조립 방법

5.4 해당되는 경우, 흡인에 사용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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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하드콘택트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
(관련규격: ISO 18369-1:2009, ISO 18369-2:2012, 

ISO 18369-3:2006, ISO 18369-4:2006)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A77020.01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 및 A77030.01 매일착용소프트콘
택트렌즈에 적용된다. 
렌즈재료는 내부에 기포, 불순물 및 금이 없어야 하고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하
여야 한다.
종류에는 하드콘택트렌즈와 소프트콘택트렌즈가 있다. 소프트콘택트렌즈에는 하이
드로겔 렌즈 및 비-하이드로겔 렌즈가 있다. 
다초점렌즈, 연속착용렌즈, Orthokeratology RGP 렌즈 등 특수한 성능을 표방하
는 경우에는 본 규격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형상 및 외관
렌즈를 ×10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렌즈는 투명하고, 렌즈의 의도한 기능을 방해
할 수 있는 요철, 기포, 부착물 및 표면결함 (긁힘, 우묵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렌
즈의 끝부분은 둥글게 처리되어 각막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끝부분이 절단한 상태
의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지름
렌즈의 지름을 V-groove gauge (하드콘택트렌즈) 또는 projection comparator 등
의 방법으로 0.05 mm까지 측정할 때 어느 개소에 있어서도 그 오차의 범위는 하
드  콘택트렌즈는 표시한 지름의 ± 0.1 mm 이내이어야 하고, 소프트콘택트렌즈는 
표시한 지름의 ± 0.2 m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상온 20 ℃ ± 5 ℃에서 측정하며, 하이드로겔 렌즈는 ISO 18369-3의 표준 생
리식염수용액 (PBS)에 담가 최소 30분 이상 평형을 유지시킨 후 측정한다.

4. 두께
하드콘택트렌즈의 중심부를 다이얼 게이지 (눈금 0.01 mm)로 1.4 N 이하의 힘을 
가하여 측정할 때 그 오차의 범위는 표시한 두께의 ± 0.02 mm 이내이어야 한다.
소프트콘택트렌즈는 20 ℃ ± 5 ℃의 ISO 18369-3의 표준 생리식염수용액 (PBS)
에서 30 분 동안 평형을 유지시킨 후 Low-force 다이얼 게이지 (눈금 0.001 mm)
로 0.015 N 이하의 힘을 가하여 측정하거나 광학 미세곡률계로 측정할 때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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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소프트
콘택트렌즈 

두께 ≤ 0.1 ± {0.010 + (표시치 × 0.1)}

두께 ＞ 0.1 ± {0.015 + (표시치 × 0.05)}

(단위 : mm) 

두께 측정은 렌즈의 종류에 상관없이, 상온 20 ℃ ± 5 ℃에서 측정한다.

5. 곡률반경
Microspherometer (하드콘택트렌즈), Ophthalmometer 또는 Sagittal depth  측정 
방식인 Optical comparator나 Spherometer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그 오차의 범위는 PMMA 재질의 하드콘택트렌즈는 표시한 곡률반경의 ± 0.025 
mm, 산소투과성 재질의 하드콘택트렌즈는 ± 0.05 mm 이내이어야 하고, 소프트콘
택트렌즈는 표시한 곡률반경의 ± 0.2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정점굴절력, 원주굴절력 및 원주축
Foci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측정값은 <표1> 및 <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주축의 허용차는 표시치의 ± 5°이다.
상온 20 ℃ ± 5 ℃에서 하드콘택트렌즈 및 비-하이드로겔 렌즈는 직접, 하이드로
겔 렌즈는 측정 전 최소 30분 동안 20 ℃ ± 5 ℃의 ISO 18369-3의 표준 생리식염
수용액 (PBS) 안에 담가 평형을 유지시킨 후 흡수성 천이나 거름종이로 렌즈표면
의 액체를 제거한 후 10초 내에 콘택트렌즈 지지대 위에 올려놓고 측정한다.

표1 정점굴절력 허용차                           (단위 : Diopter)  

소프트콘택트렌즈 하드콘택트렌즈 (Rigid)

 정점굴절력 허용차 정점굴절력 허용차

± 10.0 이하 ± 0.25
± 5.0 이하 ± 0.12

± 5.0 초과 
± 10.0 이하

± 0.18

± 10.0 초과 
± 20.0 이하

± 0.50
± 10.0 초과 
± 15.0 이하

± 0.25

± 15.0 초과
± 20.0 이하

± 0.37

± 20.0 초과 ± 1.00
± 20.0 초과 ±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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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원주굴절력 허용차                           (단위 : Diopter)

소프트콘택트렌즈 하드콘택트렌즈

± 2.00 이하 ± 0.25 2.00 이하 ± 0.25

± 2.00 초과
± 4.00 이하

± 0.37
2.00 초과
4.00 이하

± 0.37

± 4.00 초과 ± 0.50 4.00 초과 ± 0.50   

7. 가시광선투과율 및 자외선투과율
가. 소프트콘택트렌즈는 충분히 수화시킨 렌즈를 ISO 18369-3의 표준생리식염수
용액 (PBS)과 함께 측정 큐벳에 넣고 측정한다. 하드콘택트렌즈는 공기 중에서 
측정한다.
투과율측정은 콘택트렌즈의 중앙 광학부에서 측정한다. 
렌즈 또는 렌즈와 동일 제조조건의 원재료 평판을 가시광선범위 내에서 시감투과
율 시험기를 이용하여 가시광선투과율을 측정할 때 오차의 범위는 표시치의 ± 5 
% 이내이어야 하며, 자외선투과율 시험기를 이용하여 자외선투과율을 측정할 때 
오차의 범위는 표시치 이내이거나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다음 표에 적합하여
야 한다. 단, 자외선투과율시험은 자외선차단제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 한한다.
ISO 18369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나. 컬러콘택트렌즈의 경우, 중심부 6 mm에서 가시광선투과율을 측정할 때, 오차의 
범위는 표시치의 ± 5 % 이내이어야 하며, 최소치가 80% 이상이어야 함. 또한 중
심부 6 mm내에는 색소층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가시광선 및 자외선투과율 허용차 

UV-A UV-B

316～380 ㎚ 280～315 ㎚

Class 1
자외선투과율

< 0.1 × 가시광선투과율
자외선투과율

< 0.01 × 가시광선투과율

Class 2
자외선투과율

< 0.5 × 가시광선투과율
자외선투과율

< 0.05 × 가시광선투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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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함수율
중량측정법 또는 굴절률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오차의 범위는 표시치의 
± 2 %이내이어야 한다. 단, 함수율 시험은 소프트콘택트렌즈에 한하여 실시한다.

가. 중량측정법
렌즈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한다. 100 ℃ ～ 110 ℃ (렌즈재질이 변
성될 경우 60 ℃ ± 5 ℃)에서 무게변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 한 후 무게를 측정한
다. 렌즈는 100 mg～300 mg을 사용하며, 무게는 0.1 ㎎ 단위로 측정한다.
함수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퍼센트로 계산한다. 

 

  


× 

(m1 :건조 전 렌즈무게, m2 : 건조 후 렌즈무게)

나. 굴절률에 의한 함수율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건조 전 굴절률 (nwet), 건조 후 굴절률 (ndry), 표준 식염
수액(nstd)의 굴절률을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 )
( )
( )

100 v/v%ContentWater 
stddry

wetdry
×

−

−
=

nn

nn

9. 산소투과율(Oxygen Permeability) 및 산소전달률(Oxygen Transmissibility)
가. 0～145 x 10-11 (㎠ / s) [mL O2 / (mL • hPa)] 까지의 산소투과율을 갖는 재
질의 렌즈인 경우 폴라로그라피 (Polarographic)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145 
x 10-11 (㎠ / s) [mL O2 / (mL • hPa)] 이상의 산소투과율을 갖는 하드 및 비-하
이드로겔 재질의 렌즈인 경우 쿨로메트릭 (Coulometric)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다.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는 ISO 18369-3의 표준생리식염수용액 (PBS)에 넣어 
상온 (20 ℃ ± 2 ℃)에서 24시간 보관한 후 눈의 온도와 같은 35 ℃ ± 0.5 ℃에서 
최소 2시간이상 처리한 후 시험에 사용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산소투과율 (Dk) 및 산소전달율 (Dk/t)의 값이 표시치의 ± 20 % 이내이어야 한다.
나. 컬러콘택트렌즈의 경우, 같은 재질의 일반 콘택트렌즈와 중심 부위를 착색한 
컬러콘택트렌즈 사이에 산소투과율/전달률의 저하가 20% 미만임을 보이고 산소
투과율/전달률에 대하여 외부포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추출물질의 양 (Extractables)
무게변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한 콘택트렌즈를 일반적인 soxhlet 추출기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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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출하고, 추출 전 후의 건조무게 차이로 콘택트렌즈에서 추출되는 물질의 
양을 측정한다.
ISO 18369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가. 추출용매
물과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유기용매를 사용하며, 유기용매는 재료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재질을 팽창 시키거나 변성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콘택트렌즈 
추출에 사용 가능한 용매는 아래 표와 같다.

콘택트렌즈 추출에 사용할 용매의 선택 가이드

재질 용매(Solvent) 비고

하이드로겔

물 (증류수)
Mild extraction 
(simulates in-eye extraction)

노르말 헥산 Mild extraction (비극성 용매)

에탄올 또는 메탄올
교차 결합되지 않은 재질의 대부분 추출
(재료의 팽윤과 분해 가능)

디클로로메탄 
또는 클로로 포름

모든 교차 결합되지 않은 재질의 추출 
(재료의 팽윤, 분해 가능성 큼)

Hard, RGP 
and silicon 
elastomer

물 (증류수)
Mild extraction 
(simulates in-eye extraction)

노르말헥산 Mild extraction (비극성 용매)

디클로로메탄
또는 클로로 포름

모든 교차 결합되지 않은 재질의 추출 
(재료의 팽윤, 분해 가능성 큼)

나. 시험재료
시험재료는 완성된 콘택트렌즈의 형태를 가지며, 일반적인 생산공정 및 멸균 과정
을 거친 완제품을 사용한다. 또한 추출 전 건조 중량의 합계가 200 mg 이상이 되
도록 충분한 수의 렌즈를 사용한다. 
하이드로겔 렌즈는 보통 무기염류가 담긴 용액 안에 포장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물을 추출 용액으로 사용할 경우 렌즈의 함수율을 이용하여 추출물에서 포장 용액 
중 무기염의 양을 보정 해 주거나, 시험 전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물을 최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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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이상 갈아 렌즈를 평형상태로 만든다.

다. 시험방법
렌즈를 60 ℃ ± 5 ℃에서 무게변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하고 실온까지 식힌 후 건
조렌즈를 0.1 mg 단위까지 측정한다. 추출기구 (soxhlet extraction apparatus)에 
렌즈를 넣고, 플라스크 용량 (100 mL)의 약 70 % 가량을 용매로 채운다. 최소 4시
간 이상 추출한다. 렌즈를 무게변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시킨 후 0.1 mg 단위까지 
무게를 측정한다. 추출된 물질의 양은 아래 표에 의해 초기 건조무게에 대한 퍼센
트로 표시한다.

% 추출 (%w/w) = 
 


×

 (W1 : 추출 전  렌즈의 중량, W2 : 추출 후 렌즈의 중량) 

11. 용출물시험
가. 콘택트렌즈 4 g에 상당하는 양을 취하여 적당한 용기에 넣고 물 20 mL를 넣
어 70 ℃ ± 2 ℃에서 24 시간 ± 2 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실온이 될 때까지 식힌
다. 단, 컬러콘택트렌즈 제품에 한하여 시험한다.
이 액을 검액으로 하여 다음 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관
검액은 무색 투명하고 이물이 없어야 한다.
(2) 가열변화
검액을 10분간 끓일 때 액은 착색되어서는 안된다.
(3) pH
검액 및 물 20 mL씩을 취하여 염화칼륨용액 (1->1,000) 1.0 mL씩을 넣고 대한 
약전 일반시험법 pH측정법에 따라 두 액의 pH를 측정할 때 그 차이는 1.5이하이
어야 한다.
(4) 중금속
검액 10 mL를 취하여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중금속시험법 제1법에 따라 시험한
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
(5) 과망간산칼륨 환원성물질
검액 10 mL를 마개있는 삼각플라스크에 취하여 0.01 N 과망간산칼륨액 20 mL 
및 묽은 황산 1.0 mL를 넣고, 3분간 끓이고 식힌다음 여기에 요오드화칼륨 100 
mg 및 전분시액 5방울을 넣고, 0.01 N 치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검액대신 물 10 mL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 조작할 때 과망간산칼륨액의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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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는 2.0 mL이하이어야 한다.
(6) 자외부흡수스펙트럼
검액을 가지고 공시험액을 대조로하여 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50 
nm이상 350 nm이하에서 흡광도는 0.10이하이어야 한다.

나. 단, 용출물 시험은 용해산물 시험(leachable test)이나 토끼 눈을 이용한 생체
적합성 시험 (3주 안자극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 생물학적 시험
렌즈 4 g당 20 mL의 생리식염주사액의 비율로 준비한다. 유리용기에 시험에 필
요한 렌즈 적당량을 취하여 생리식염주사액을 넣어 밀봉한 후 70 ℃ ± 2 ℃에서 
24 시간 ± 2 시간 동안 가열하고 실온으로 될 때까지 방치하여 이 액을 검액으로 
한다.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세
포독성, 감작성, 안자극성시험, 무균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적합하여야 한다. 
단, 세포독성시험은 배양세포의 증식저해시험 및 배양세포에 의한 한천중층시험을 
실시한다.

13. 기재사항
가.「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컬러콘택트렌즈의 경우, 경구문구 “장기간 착용 및 타인과 함께 착용하는 행
위는 눈 건강에 해롭습니다.”를 부착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14. 색소층 위치와 표면 거칠기 검사
컬러콘택트렌즈 제품에 한하여, 색소층 위치와 표면 거칠기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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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치과교정용장치
(관련규격: ISO 21606:2007)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C17070.01 치과교정용장치 중 고무와 같은 성질을 갖는 고분자 
재질로 된 탄성 보조재(elastomeric auxiliaries)인 교정용 고무줄, 밴드, 체인, 
실 및 결찰사 등에 대한 시험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2 분류

교정용 탄성 보조재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교정용 고무줄(orthodontic elastics) : 치아에 힘을 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강 
내 및 구강 외 탄성 링

b) 교정용 실(orthodontic thread) : 치아에 힘을 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면이 
일정한 탄성체 실(속이 빈 것도 가능)

c) 교정용 탄성체 체인(orthodontic elastomeric chain) : 치아에 힘을 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로 연결된 탄성체 링 또는 구멍이 여러 개 있는 탄성체 링

d) 교정용 탄성체 결찰사(orthodontic elastomeric ligatures) : 선재를 교정 장치에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탄성체 결찰사

e) 교정용 치간이개용 탄성체(orthodontic elastomeric separators) : 치아 사이의 
인접면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탄성체

3 시험규격 

3.1 용어 및 정의

3.1.1 고리 길이(link length)

L
교정용 탄성체 체인의 인접 고리 구멍 중심 간의 거리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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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시험 길이(test length)

고리가 5개인 단위 탄성체의 길이
체인 당 5개의 고리
실의 20 mm 고리 둘레
하중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성체 링의 지름

그림 1 참조

3.1.3 초기 신장력(initial extension force)

F0

시험 길이의 4배로 초기 신장한 후 시험 길이 3배 지점에서의 탄성 보조재가 나
타내는 힘

3.1.4 24시간 잔류 응력(24 hour residual force)

F24

시험 길이의 4배로 초기 신장한 다음 3배로 24시간 늘려두었을 때 탄성 보조재가 
나타내는 힘. 초기 신장력의 %로 표시한다.

3.1.5 최대 신장률(ultimate extension)

A
시험 길이의 %로 표시되는 파괴점에서의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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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경
D i

외경
Do

고리 
길이

   L

단면 
두께

   t

초기 
신장력
   F0

24시간 
잔류응력

F 24

최대 
신장률

A
고무줄

(elastics) ○ ○ ○ ○
실 ○ ○ ○

체인 ○ ○ ○ ○ ○ ○
결찰사 ○ ○ ○ ○ ○
분리기 ○ ○ ○ ○ ○ ○

○ : 결정되어야 할 요구조건

1  고리 길이 L
2  시험 길이
3  내경 D i
4  외경 Do

그림 1 ― 탄성 보조재의 시험 치수

3.2 일반사항

표 1에는 다양한 탄성 보조재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요약하였다. 

표 1 ― 요구조건 요약

3.3 치수

5.2에 따라 측정할 때 다음의 제품 치수들은 제조사가 제시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3.3.1 고무줄, 체인, 결찰사 및 분리기의 내경(D i)

3.3.2 교정용 실, 체인, 결찰사 및 분리기의 외경(Do)

3.3.3 체인의 고리 길이(L)

3.3.4 고무줄, 체인, 결찰사 및 분리기의 단면 두께(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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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계적 특성

3.4.1 초기 신장력

5.3에 따라 측정할 때 초기 신장력(F0)은 제조사가 제시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3.4.2 24시간 잔류 응력

5.4에 따라 측정할 때 24시간 잔류 응력(F24)은 제조사가 제시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3.4.3 최대 신장률

5.5에 따라 측정할 때 최대 신장률(A)은 제조사가 제시한 범위 안에 있거나 이상
이어야 한다.

3.5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
하여야 하며, ISO 7405를 참조할 수 있다.

4 시료채취

필요한 시험을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동일 배치의 제품에서 
시편을 준비한다.

5 시험방법

5.1 주변 환경 조건

5.4.2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습도 (50±10) %와 (23±2) ℃에서 응력을 
측정한다.

5.2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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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장치

5.2.1.1 측정 장비 : 0.01 mm의 정확도를 갖는 장비(예：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기 
또는 optical comparator)

5.2.2 시험 절차

무작위로 10개의 시편을 선택하여 각 시편의 치수를 측정한다.

5.2.3 결과 분석

10개 모든 시편의 치수가 제조사가 제시한 값의 범위 안에 있을 때 그 제품은 3.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5.3 초기 신장력(F0)

5.3.1 장치

5.3.1.1 인장시험기 : 하중속도는 (100±10) mm/min, 힘은 0.1 %, 신장은 0.1 mm의 
정확도로 측정 가능한 장비

5.3.1.2 시험 장치 : 힘의 방향에 수직이고 서로 평행인 2개의 반원통형 막대 또는 
원통형 막대로 구성. 시편의 내경이 2.0 mm보다 작은 경우 반원통형 막대의 반지
름은 0.5 mm. 다른 모든 보조재의 경우 원통형 막대의 반지름은 0.5 mm(그림 2 
참조). 이 시험 장치는 인장시험기에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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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경이 2 mm 이내인 탄성 보조재 시험을 위한 반원통형 막대 시험 장치
2  내경이 2 mm 이상인 탄성 보조재 시험을 위한 원통형 막대 시험 장치

그림 2 ― 탄성 보조재 시험에 적당한 인장시험기용 시험 장치

5.3.2 시험 절차

무작위로 10개의 시편을 선택하여 각 시편을 측정한다. 시험 길이는 3.1.2에 정의
하였고, 3.3에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며, 그림 1에 도식화하였다.

시험 장치의 막대에 시편을 장착한다. 시편을 100 mm/min의 속도로 시험 길이의 
4배로 신장시키고 5초간 유지한다. 5초 후에 100 mm/min의 속도로 시험 길이의 
3배가 되도록 신장을 완화시킨다. 이 지점에서 (30±2)초 경과 후에 나타내는 힘
(N)을 측정한다.

5.3.3 결과 분석

시험하는 동안 시편이 파괴된 경우 그 시편은 시험에 불합격으로 한다.

시험한 10개 시편의 모든 값이 제조사가 제시한 값의 범위 안에 있으면 그 재료는 
3.4.1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5.4 24시간 잔류 응력(F24)

5.4.1 시험 장치

5.4.1.1 인장시험기 : 하중속도는 (100±10) mm/min, 힘은 0.1 %, 신장은 0.1 mm의 
정확도로 측정 가능한 장비

5.4.1.2 지지판 : 시편을 신장시키고, 신장된 조건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그림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지름 1 mm인 핀을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한 판

5.4.2 시험 절차

무작위로 10개의 시편을 선택하여 각 시편을 측정한다. 시험 길이는 3.1.2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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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3.3에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며, 그림 1에 도식화하였다.

초기 신장력을 위하여 5.3.2에 따라 초기 신장을 가한다. 초기 신장력을 측정한 후 
신장된 탄성 보조재를 응력완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지판의 핀에 장착
한다(그림 3).

1  핀을 유지하는 판
2  시편을 신장시키고 신장된 시편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핀
a  시험 길이의 3배 지점
b  시험 길이의 4배 지점

그림 3 ― 신장된 탄성 보조재를 물 속에서 24시간 보관하기 위하여 시험핀이 
장착된 지지판

시험 길이의 3배로 신장된 시편은 (37±2) ℃의 증류수(KS M ISO 3696, 3급)에 
(24±2)시간 보관한다. 그 다음 물 속에서 보조재가 있는 지지판을 꺼내 바로 
(23±2) ℃의 증류수(KS M ISO 3696, 3급)에 (30±2) 분간 넣어 둔다. 그리고 나서 
응력이 완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편을 시험길이의 3배로 고정한 시험 장치로 
이동시킨다(그림 2). (23±2) ℃ 조건에서 나타내는 힘(N)을 측정한다. 24시간 잔류 
응력(F 24)은 초기 신장력(F0)의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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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결과 분석

시험하는 동안 시편이 파괴된 경우, 그 시편은 시험에 불합격으로 한다.

시험한 10개 시편의 모든 값이 제조사가 제시한 값의 범위 안에 있으면 그 재료는 
3.4.2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5.5 최대 신장률(A)

5.5.1 시험 장치

5.5.1.1 인장시험기 : 하중속도는 (100±10) mm/min, 힘은 0.1 %, 신장은 0.1 mm의 
정확도로 측정 가능한 장비

5.5.2 시험 절차

무작위로 10개의 시편을 선택하여 각 시편을 측정한다. 시험 길이는 3.1.2에 정의
하였고 3.3에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며, 그림 1에 도식화하였다.

그림 2와 같은 시험 장치의 막대에 시편을 장착한다. 시편을 100 mm/min의 속도로 
파괴될 때까지 신장시키고 파괴된 점에서 신장률을 계산한다.

5.5.3 결과 분석

시험한 10개 시편의 모든 값이 제조사가 제시한 값의 범위 안에 있으면 그 재료는 
3.4.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6. 기재사항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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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질의치상이장재- 장기사용재료
(관련규격: ISO 10139-2:2009)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C08130.01 연질의치상이장재 중 장기 사용재료에 적용된다.

2. 정의와 분류

2.1 용어 및 정의

2.1.1 연질 의치 이장재(soft denture lining material)
의치를 지지하는 조직의 외상을 줄이기 위해 의치 접합면(fitting surface)에 부착
하는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재료

2.1.2 장기간 사용(long-term use)
의치의 적합성, 유지력, 편안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간(28일 이상) 동안 사용하는 
재료

2.1.3 직접 용기(immediate container)
재료와 직접 닿는 용기

2.2 유형
장기간 사용되는 연질의치상이장재는 5.2에 따라 결정된 24시간 시험 시편의 쇼어 
A 경도(3.2.1 참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A형 : 연질
- B형 : 초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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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규격

3.1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하며, ISO 7405를 참조할 수 있다. 

3.2 성능 시험

3.2.1 쇼어 A 경도, 24시간
24시간 시험 시편을 5.2.3.2에 따라 5초 쇼어 A 경도시험을 할 때 재료는 표 1의 
유형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특정 유형으로 분류된 재료의 경우, 3개의 
시편 중 적어도 2개 시편의 평균 쇼어 A 경도가 표 1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시편의 결과가 50을 초과하면 해당 재료는 본 규격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1  쇼어 A 경도, 24시간 - 5초

유형 쇼어 A (24시간 - 5초)

A(연질) 25 < 쇼어 A ≤ 50

B(초연질) 쇼어 A ≤ 25

3.2.2 쇼어 A 경도, 28일
28일 시험 시편을 5.2.3.3에 따라 5초 쇼어 A 경도시험을 할 때, 재료는 3개의 시편 
중 적어도 2개가 표 2의 유형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A형 재료의 
결과가 55를 초과하거나 B형 재료의 결과가 35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시편의 수가 각각 2개 이상일 때에는 본 규격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2  쇼어 A 경도, 28일 - 5초

유형 쇼어 A (28일- 5초)

A(연질) 쇼어 A ≤ 55

B(초연질) 쇼어 A ≤ 35

3.2.3 접착강도
의치상에 대한 이장재료의 접착강도는 5.3에 따라 시험했을 때 A형 재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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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0개의 시험 시편 중 적어도 8개가 1.0 ㎫ 이상이어야 하고, B형 재료의 
경우에는 10개의 시험 시편 중 적어도 8개가 0.5 ㎫ 이상이야 한다.

3.2.4 흡수도
부피당 질량의 증가(흡수도)는 5.4에 따라 처리된 이장재를 이용하여 시험하였을 
때 5개의 시험 시편 중 적어도 4개가 2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2.5 용해도
부피당 질량의 감소(용해도)는 5.4에 따라 처리된 이장재로 시험하였을 때 5개의 
시험 시편 중 최소한 4개가 3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부피당 질량의 감소(용해도)가 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5개의 시편 중 
적어도 2개가 3 ㎍/㎣를 초과하였다면 제조자는 재료의 용해성 성분과 양을 표기
하여야 한다.

4. 시료채취
시험 시료는 같은 제조번호를 갖는 최소단위 포장이나 일괄 포장되어야 하며 명
시된 시험을 수행하고, 아울러 필요한 경우 반복할 시험을 감안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시험환경
제조자가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시편의 준비와 시험은 (23 ± 2) ℃에서 
실시한다. 측정 장치는 보정된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5.2 쇼어 A 경도

5.2.1 시험기구

5.2.1.1 쇼어 A 경도시험기 : ±1 HS의 정밀도를 갖는 ISO 7619-1에 상응한다.

5.2.1.2 수조 : (37 ± 1) ℃을 유지할 수 있으며 ISO 3696의 2등급 수질의 물로 
채운다.

5.2.1.3 몰드 : 최소 35 ㎜ 의 지름과 6 ㎜ 의 두께를 갖는 시험 시편을 제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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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고 매끄러운 금속이나 폴리머 디스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테플론 스프레이와 
같은 몰드분리제가 재료의 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5.2.1.4 시간기록장치 : 0.1초 단위 정확도를 갖는다.

5.2.2 시편의 준비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몰드 안에서 각 시험 시편을 준비한다. 몰드(5.2.1.3)
에서 시편을 꺼내고 시험 전에 (37 ± 1) ℃의 수조(6.2.1.2) 내에 (24 ± 1)시간 동안 
보관한다. 3개의 시험 시편을 준비한다.

5.2.3 시험절차

5.2.3.1 일반 
3개의 시험 시편 각각에 대해 5.2.3.2, 5.2.3.3과 ISO 7619-1에 따라 시험절차를 
수행한다. 측정을 위해 시편을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위치시키고 쇼어 A 경도
시험기(5.2.1.1)를 시편 표면으로 서서히 내려 압입봉의 밑바닥이 시편 표면에 
가볍게만 닿도록 한다. 시편 표면과 쇼어 A 경도시험기의 접촉면은 동일 평면
상에 있어야 한다. 압입침은 시편 표면과 확실히 수직이 되도록 한다. 각 시험 시간에 
각 시험 시편에 대하여 5회 측정한다. 하중이 가해지는 지점들은 표면상에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하고 시편 가장자리에서 적어도 5 ㎜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5.2.3.2 쇼어 A 경도시험, 24시간 시편
시편을 수조(5.2.1.2)에서 24시간 후에 꺼내고 즉시 쇼어 A 경도를 측정한다. 시간
기록장치(5.2.1.4)를 이용하여 5초 후에 하중을 제거하고 압입 깊이를 기록한다. 모든 
기록은 시편이 수조에서 꺼낸 후 (2 ± 1)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조에 시편을 
다시 넣는다. 3개 시편 각각에 대해 5개씩의 쇼어 A 값에 대해 평균값을 계산한다
(결과 a, b 와 c). 시편을 다시 수조에 넣어 추가로 27일 동안 보관한다. ISO 3696의 
2등급 수질의 물로 7일 마다 교환한다.

5.2.3.3 쇼어 A 경도시험, 28일 시편
첫 번째 시험으로부터 27일 후 수조에서 시편을 꺼내고 즉시 쇼어 A 경도를 측정
한다. 시간기록 장치(5.2.1.4)를 이용하여 5초 후에 하중을 제거하고 압입 깊이를 
기록한다. 모든 기록은 시편이 수조에서 꺼낸 후 (2 ± 1)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하중지점을 사용하고 이전 시험 지점으로부터 2 ㎜ 이내의 부위에서 측정
해서는 안 된다. 3개 시편 각각에 대해 측정한 5개씩의 쇼어 A 값에 대해 평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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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결과 x, y와 z).

5.2.4 결과의 표현
표 3에 나타낸 형식으로 3개 시편에 대한 각각의 시험 결과를 기록한다.

표 3  쇼어 A 경도

시편 제작 후 경과 시간
시편의 평균 쇼어 A

1 2 3

24시간 a b c

28일 x y z

5.3 접착강도

5.3.1 재료

5.3.1.1 의치상용 아크릴 재료 : 6.3 g)에 제시된 사용설명서에 따라 ISO 20795-1에 
적합한 재료

5.3.1.2 표준 금속연마지 : ISO 6344-1에 따른 P500 (평균입도 30 ㎛)

5.3.1.3 수조 : (37 ± 1) ℃을 유지할 수 있으며 ISO 3696의 2등급 수질의 물로 채움

5.3.1.4 칼라(collars) : 폴리에틸렌 또는 비접착성 재질의 적절한 튜브를 절단하여 
내경이 (10 ± 0.5) ㎜ 이고 두께가 (3 ± 0.25) ㎜로 제작

5.3.1.5 마이크로미터 또는 캘리퍼스 : 0.01 ㎜의 정밀도

5.3.1.6 클램프 : G클램프 또는 비슷한 클램프

5.3.1.7 인장시험기 : 수직으로 설치되고 10 ㎜/분의 일정한 속도로 이동 가능

5.3.2 의치상용 아크릴 판 준비
제조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의치상용 아크릴 재료(5.3.1.1)를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25 ± 3) ㎜이고 두께가 (3 ± 0.5) ㎜인 판 형태로 충분히 준비한다. 권장 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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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 석고 주형 내에서 시편들을 준비한다. 판들은 개별적으로 제작하거나 
큰 조각들(최대 80 ㎜ × 80 ㎜)을 잘라 제작할 수 있다.
P500 연마지(5.3.1.2)를 이용해 표면을 연마(습윤)하는 동안 판들의 평평한 표면들은 
평행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각각 판들의 크기는 반드시 상기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 연마 후에는 접착 표면에 손대는 것을  피한다. 
판들을 사용 전 (28 ± 2)일 동안 (37 ± 1) ℃ 수조 속에 보관한다. 폴리에틸렌 
칼라의 내경을 마이크로미터나 캘리퍼스를 이용해 0.05 ㎜ 정밀도로 측정하고 이 
측정값으로 접착 면적 A를 ㎟ 단위로 계산한다.

5.3.3 시편 준비
혼합, 적용, 경화에 대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이장재와 제조자가 제공한 접착제를 
사용한다.
아크릴 판들을 수조에서 꺼내는 즉시 제조자가 추천하는 방법 또는 5.4.4.2에 설명된 
방법으로 건조시키고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접착시킬 아크릴 판의 각 면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접착제가 도포된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한다.
준비된(혼합된) 연질이장재를 아크릴 판의 접착면에 칼라(5.3.1.4) 내에(그림 1 참조) 
국한되게 하면서 약간 넘치게 채운다. 
경화되는 동안 양쪽 판을 클램프(5.3.1.6)에 물린다. 더 높은 온도에서의 중합이 
추천되지 않는 한, 실내온도 (23 ± 2) ℃에서 이 상태를 유지한다. 의치상에 연질
이장재를 도포한 1시간 뒤, 접착한 시편을 (37 ± 1) ℃의 수조(5.3.1.3) 내에 넣고 
(23 ± 1)시간 동안 보관한다.
최소 10개의 시험 시편을 준비한다.

5.3.4 인장 시험 절차
시편을 수조에서 꺼내어 즉시 인장시험기(5.3.1.7)로 옮긴다. 시편이 시험기에서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고정한다. 시편에 비틀림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하고 시험 동안 수직으로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접
착제를 이용해 아크릴 판에 접착한 PMMA 봉을 사용하면 용이할 것이다(그림 1 
참조). PMMA 봉은 시험 직전이나 접착 직후에 부착한다.

10 ㎜/분의 이동 속도로 인장 시험을 시행한다. 탈착동안 기록된 최대하중 F를 
구한다. 
총 10개의 시편에 대해 시험을 반복하고 각각의 접착강도 B (㎫ 단위)를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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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탈착 전의 최대 하중 (N) 
A : 접착면적 (㎟)

식별부호(Key)
1 양단 고리 봉                         6 의치상용 아크릴 판
2 링 볼트                              7 칼라
3 PMMA 봉(선택사항)           8 가이드 고정판
4 아크릴 판 지지 브라켓                9 볼 조인트
5 시험 시편(이장재)                    10 볼 소켓
a 인장력 방향

그림 1  접착강도 측정용 인장 시험 준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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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흡수도와 용해도

5.4.1 재료

5.4.1.1 폴리에스터 필름 시트 : 두께 (50 ± 25) ㎛로 스테인리스 강 몰드(5.4.2.1)를 
덮는다.
5.4.1.2 실리카겔 : (130 ± 5) ℃에서 (300 ± 10)분 동안 건조하여 바짝 마른 상태

5.4.1.3 물 : ISO 3696의 2등급 수질

                                                        (단위 : ㎜)

식별부호(Key)
1  몰드
2  덮개
a  몰드 깊이 (0.5 ± 0.05) ㎜

그림 2  흡수도와 용해도 시험용 시편 준비를 위한 스테인리스 강 몰드와 덮개

비고) 규정하지 않은 허용 오차는 ± 0.2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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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시험기구

5.4.2.1 원형의 스테인리스 강 몰드 및 덮개 : 치수는 그림 2와 같고 의치 제작용 
플라스크 반쪽 내의 석고에 매몰함

5.4.2.2 수압식 또는 수동식 프레스 및 클램프 : 적용가능 한 경우

5.4.2.3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 캘리퍼스 : 0.01 ㎜의 정밀도, 평행 바이스에 고정

5.4.2.4 선반 : 시편을 평행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유지시킴

5.4.2.5 건조기 : 2개

5.4.2.6 오븐 : (37 ± 1) ℃로 유지

5.4.2.7 폴리머로 코팅된 핀셋

5.4.2.8 깨끗하고 마른 수건

5.4.2.9 분석용 저울 : 0.1 ㎎ 정밀도

5.4.3 시편 준비
각각 혼합하여 5개의 시편을 제작한다. 재료를 혼합하고 몰드(5.4.2.1)에 채운 후 
폴리에스테르 필름(5.4.1.1)을 깐 스테인리스 강 덮개를 덮는다. 제조자의 사용설명
서에 따라 혼합하되 처리하는 동안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유지한다.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 캘리퍼스(5.4.2.3)로 시편의 지름 (50 ± 1) ㎜ 와 두께 
(0.5 ± 0.1) ㎜를 확인하고 위아래 표면이 평행한지 확인한다.

5.4.4 시험 절차

5.4.4.1 시편의 전처리
바짝 마른 실리카겔이 들어있는 첫 번째 건조기(5.4.2.5) 내의 선반(5.4.2.4) 위에 
시편을 위치시킨다. 건조기를 (37 ± 1) ℃의 오븐(5.4.2.6)에 (23 ± 1)시간 동안 
보관한 뒤 꺼낸다.
선반 내의 시편을 바짝 마른 실리카겔이 포함된 두 번째 건조기로 바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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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건조기를 (60 ± 10)분 동안 (23 ± 2) ℃로 유지시킨 뒤 시편의 무게를 측
정한다. 시편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0.1㎎ 정밀도의 분석용 저울(5.4.2.9)을 사용
한다. 건조기에서 시편을 꺼내거나 교체할 때에는 최대한 빨리 이행하고 그 외에는 
봉인상태를 유지한다. 모든 시편의 무게 측정이 끝난 뒤 첫 번째 건조기의 실리카
겔을 바짝 마른 실리카겔로 교체하고 오븐 내에 위치시킨다.
일정한 질량 (전처리 후 질량)이 될 때까지 즉 각 시편의 연속적인 무게 측정 
동안 질량 감소량이 0.2 ㎎이하가 될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한다. 이 때 각 시편의 
직경과 두께를 0.01 ㎜ 정밀도로 측정한다. 3번의 직경 측정값과 5번의 두께 측정
값의 평균값으로 각 시편의 부피 를 계산한다. 두께는 시편 중심 및 원주 주변
에서 동일한 간격의 4곳에서 측정한다.

5.4.4.2 습윤 시편
전처리된 시편을 (37 ± 1) ℃의 물속에 7일 ± 2시간 동안 담가둔다. 이후에 폴리머 
코팅된 핀셋으로 시편을 물속에서 꺼내어 눈으로 습기가 안 보일 때까지 깨끗하고 
마른 수건(5.4.2.8)으로 닦고 (15 ± 1)초 동안 공기 중에서 흔든 뒤 무게를 수조에서 
꺼낸 후 (60 ± 10)초 뒤에 측정(0.1 ㎎ 정밀도로)한다. 질량 를 기록한다.

5.4.4.3 재처리된 시편
무게 측정이 끝나면 시편이 일정 질량이 되도록 건조기 내에 위치시켜 5.4.4.1에 
설명된 전처리 과정을 반복한다. “재처리된” 시편의 질량을 기록한다. 동일한 
수의 시편과 건조기내의 바짝 건조된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첫 번째 건조과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해야 한다.

5.4.5 계산 및 결과의 표현

5.4.5.1 흡수도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5개의 시편 각각의 흡수도 를 ㎍/㎣ 단위로 계산한다.

       


 : 7일간 물속에 침적후의 시편 질량 (㎍), (5.4.4.2 참조)

 : 재처리된 시편의 질량 (㎍), (5.4.4.3 참조)

   : 시편의 부피 (㎣) (5.4.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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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하의 흡수도 값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5.4.5.2 용해도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해 5개의 시편 각각에 대해 침적기간 동안 침출된 단위부피당 
용해물질 을 ㎍/㎣ 단위로 계산한다.

 



 : 전처리된 시편의 질량 (㎍), (5.4.4.1 참조)
 및  : 5.4.5.1 제시

0.1㎍/㎣ 이하의 용해도 값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6. 기재사항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6.1 쇼어 A 경도에 따른 재료의 유형

6.2 해당되는 경우, 경화 절차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
1) 이장할 의치상 표면의 전처리 지시
2) 혼합비율을 포함하여 재료의 혼합 또는 준비하는 절차, 혼합 시간, 경화 시간
3) 의치상에 도포, 플라스킹, 패킹 절차
4) 도포 절차, 중합 절차, 시간, 온도, 냉각, 디플라스킹에 대한 모든 자세한 설명과 

특별한 기기가 사용될 때의 해당 요구사항
5) 마무리와 연마에 대한 설명
6) 적절하다면 의치상과의 접착을 확실히 하기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설명도 포함

6.3 이장된 의치에 대한 관리 정보, 이장재를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부적합한 재료나 
부적절한 방법을 포함한 청소에 대한 권장사항

6.4 온도, 습도 또는 실내조명과 같이 재료의 특성이 변질될 수 있는 모든 환경조건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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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의치부착재 
(관련 규격: ISO 10873:2010)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C09010.01 의치부착재의 분류와 시험규격 그리고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2. 용어 정의

2.1 의치부착재
가철성 의치의 접착면(접촉면)에 발라서 연조직과의 유지를 일시적으로 증진시키는 
치과 제품

2.2 글루형 
접착 성분으로 수용성 폴리머를 포함하는 분말, 연고, 얇은 판 또는 테이프 형태의 
의치부착재

2.3 이장재형
비수성 연고 형태의 의치부착재

3. 분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해 의치부착재는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a)  제1형태: 글루형
  -  1급: 분말형태 
  -  2급: 연고형태
  -  3급: 얇은 판 또는 테이프 형태
b)  제2형태: 이장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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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규격 

4.1 일반사항
4.1.1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
하여야 하며, ISO 7405를 참조할 수 있다.

4.1.2 pH값
의치부착재는 6.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pH 값이 4-1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4.1.3 무균시험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4.1.3 안정성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4.2 제1형태 의치부착재에 대한 시험규격

4.2.1 세정성
6.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잔존하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4.2.2 보철물에 대한 접착강도
접착강도는 6.5와 6.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5 kPa 이상이어야 한다.

4.3 제2형태 의치부착재에 대한 시험규격

4.3.1 접착강도
접착강도는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5 kPa 이상이어야 한다.

4.3.2 벗겨지는 성질
6.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잔존하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4.3.3 점조도
점조도는 6.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15 m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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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료채취
시료는 동일 로트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수행
하기에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6. 시험방법

6.1 시험조건
모든 시험은 (23±3) ℃ 온도에서 수행한다.
 
6.2 pH 값 측정

6.2.1 장치 및 재료

6.2.1.1 pH 측정기(pH meter), 정밀도가 ±0.02를 갖는 유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극 

6.2.1.2 유리용기, 500 ml 용량

6.2.1.3 원형 거름 종이, 화학 분석 시 미세한 침전물을 분리하는 데 사용

6.2.2 시약

6.2.2.1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 분석용 순도

6.2.2.2 물, ISO 3696에서 규정하는 제 3등급에 해당하는 물
 
6.2.3 절차

6.2.3.1 제1형태 의치부착재

6.2.3.1.1 1급과 2급
1급 또는 2급 의치부착재 (1.0±0.1) g을 덜고, 여기에 5 g 프로필렌 글리콜(6.2.2.1)을 
첨가하여 섞는다. 교반이 되는 동안 300 ml의 물을 첨가하고 이들을 충분히 혼합
한다. pH 측정기의 전극을 혼합용액에 삽입하고 3분 후 측정된 pH 값을 얻는다.
 



- 169 -

6.2.3.1.2 3급
3급 의치부착재 (1.0±0.1) g을 덜고, 300 ml의 물을 첨가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pH 측정기의 전극을 혼합용액에 삽입하고 3분 후 측정된 pH 값을 얻는다.
 
6.2.3.2 제2형태 의치부착재
의치부착재 (1.0±0.1) g을 덜어 약 40 mm 반경의 거름종이(6.2.1.3) 위에 고르게 
펴 바른다. 거름종이를 유리 용기(6.2.1.2)에 놓고 300 ml의 물을 첨가한다. 1시간 
동안 물에 침적시킨 후, pH 측정기의 전극을 삽입하고 3분 후 측정된 pH 값을 
얻는다.
 
6.3 안정성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다.

6.4 세정성 시험(제1형태 부착재)

6.4.1 장치 및 재료

6.4.1.1 항온수조, 온도를 (37±2) ℃로 유지할 수 있는 것

6.4.1.2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판, ISO 
7823-2에 부합하며 크기가 약 50 mm × 50 mm되는 것
 
6.4.2 시약

6.4.2.1 물, 6.2.2.2에 부합하는 물

6.4.3 절차
PMMA 판(6.4.1.2) 위에 의치부착재를 제조사 사용 설명서에 따라 고르게 바르고 
이를 (37±2) ℃가 유지되는 항온 수조(6.4.1.1)의 물속에 1시간 동안 담근다.
PMMA 판을 제조사 사용 설명서에 따라 세척한 후 PMMA 판 표면을 육안으로 
확대경 없이 검사한다. 이 과정을 5회 시험 결과를 얻기 위해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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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접착강도 시험 I(제1형태 부착재)

6.5.1 일반사항
다음 접착강도 시험은 항온 수조로부터 꺼낸 후 3분 이내에 수행한다.

6.5.2 장치

6.5.2.1 접착력 시험 기구, 시료 거치대를 가지고, 하중이 최고 10 N(틀과 로드셀 
모두에서) 까지 발생가능하며, 하중 속도(cross-head speed)가 최고 5 mm/min인 
기구. 그림 1 참조.

                           
    비고 이것은 실험 기구의 예시임

그림 1 –  접착력 시험 기구

6.5.2.2 시료홀더I, ISO 7823-2에 부합하며 직경 (22±1) mm 및 깊이 (0.5±0.1) mm의 
구멍을 갖도록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로 제작함. 그림 2a) 참조. 

6.5.2.3 시료 홀더II, ISO 7823-2에 부합하며 직경 (22±1) mm 및 높이 (5.0±0.1) 
mm의 볼록한 원형부위가 있도록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로 제작함. 그림 2b) 
참조.

6.5.2.4 압력 감지대, ISO 7823-2에 부합하며 직경 (20.0±0.5) mm 의 원형 바닥이 
있도록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로 제작함.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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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항온 수조, 6.4.1.1에 부합하는 것

그림 2 –  시료홀더

6.5.3 시약

6.5.3.1 물, 6.2.2.2에 부합하는 것
 
6.5.4 절차

6.5.4.1 1급 의치부착재
1g에서 3g의 1급 의치부착재 분말에 물(6.2.2.2)을 첨가하여 분말/물의 질량비가 4가 
되도록 한 후 이들을 균일하게 혼합한다. 혼합물을 시료로 사용하기 전 5분 동안 
밀폐된 용기에 보관한다.
 
혼합물을 시료홀더I의 구멍에 약간 넘치도록 채우고, 표면을 평평하게 한 다음 시료/
시료 홀더I 조립품을 (37±2) ℃가 유지되는 항온 수조(6.4.1.1)의 물속에서 1분 동안 
담근다. 시료/시료홀더I 조립품을 항온 수조에서 꺼내어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번 흔들어 준다. 시료/시료홀더I 조립품을 접착력 시험 기구(6.5.2.1)의 시료 
거치대 위에 놓고 시료 중앙에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료에 압력 감지대를 통해 5 mm/min의 속도로 (9.8±0.2) N까지 하중을 가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30초 동안 하중을 유지한 후 반대 방향으로 5 mm/min의 속도로 
당긴다. 압력 감지대로 측정된 최대 힘을 기록하고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을 접착
강도로 계산한다. 그림 3 a) 참조. 5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 과정을 4번 더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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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2급 의치부착재
2급 의치부착재를 시료홀더I의 구멍에 약간 넘치도록 채우고, 표면을 평평하게 한 
다음 시료/시료홀더I 조립품을 (37±2) ℃가 유지되는 항온 수조(6.4.1.1)의 물속에서 
1분 동안 담근다. 시료/시료홀더I 조립품을 항온 수조에서 꺼내어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번 흔들어 준다. 시료/시료홀더I 조립품을 접착력 시험 기구
(6.5.2.1)의 시료 거치대 위에 놓고 시료 중앙에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료에 압력 감지대를 통해 5 mm/min의 속도로 (9.8±0.2) N까지 하중을 가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30초간 하중을 유지한 후 반대 방향으로 5 mm/min의 속도로 
당긴다. 압력 감지대로 측정된 최대 힘을 기록하고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을 접착
강도로 계산한다. 그림 3 a) 참조. 5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 과정을 4번 더 반
복한다.
 
6.5.4.3 3급 의치부착재
전체 면적이 최소한 21 mm x 21 mm 정도가 되도록 3급 의치부착재 시료를 채
취하여 (37±2) ℃로 유지되는 항온 수조(6.4.1.1)의 물속에서 5초 동안 담근다. 
시료를 항온 수조에서 꺼내어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번 흔들어 준다. 
볼록한 원형 부위를 평평하게 덮을 수 있도록 시료를 시료홀더II에 즉각 위치시키고 
시료/시료홀더II 조립품을 접착력 시험 기구(6.5.2.1)의 시료 거치대에 놓고 중앙에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료에 압력 감지대를 통해 5 mm/min의 속도로 (9.8±0.2) N까지 하중을 가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30초간 하중을 유지한 후 반대 방향으로 5 mm/min의 속도로 
당긴다. 압력 감지대로 측정된 최대 힘을 기록하고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을 접착
강도로 계산한다. 그림 3 a) 참조. 5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 과정을 4번 더 반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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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접착력 시험 기구의 규격

6.6 접착강도 시험 II (제1형태 부착재)

6.6.1 일반사항

다음 접착강도 시험은 항온수조로부터 꺼낸 후 3분 이내에 수행한다.

6.6.2 장치 (6.5.2 참조)

6.6.3 시약 (6.5.3 참조)

6.6.4 절차

6.6.4.1 1급 의치부착재
1g에서 3g의 1급 의치부착재 분말에 물(6.2.2.2)을 첨가하여 분말/물의 질량비가 4가 
되도록 한 후 이들을 균일하게 혼합한다. 혼합물을 시료로 사용하기 전 5분 동안 
밀폐된 용기에 보관한다.
 
혼합물을 시료 홀더 I의 구멍에 약간 넘치도록 채우고, 표면을 평평하게 한 다음 
시료/시료홀더I 조립품을 (37±2) ℃가 유지되는 항온 수조(6.4.1.1)의 300 ml 물속
에서 10분 동안 담근다. 시료/시료홀더I 조립품을 항온 수조에서 꺼내어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번 흔들어 준다. 시료/시료홀더I 조립품을 접착력 시험 
기구(6.5.2.1)의 시료 거치대 위에 놓고 시료 중앙에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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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에 압력 감지대를 통해 5 mm/min의 속도로 (9.8±0.2) N까지 하중을 가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30초간 하중을 유지한 후 반대 방향으로 5 mm/min의 속도로 
당긴다. 압력 감지대로 측정된 최대 힘을 기록하고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을 접착
강도로 계산한다. 그림 3 a) 참조. 5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 과정을 4번 더 반
복한다.
 
6.6.4.2 2급 의치부착재
2급 의치부착재를 시료홀더I의 구멍에 약간 넘치도록 채우고, 표면을 평평하게 한 
다음 시료/시료홀더I 조립품을 (37±2) ℃가 유지되는 항온 수조(6.4.1.1)의 300 ml 
물속에서 10분 동안 담근다. 시료/시료홀더I 조립품을 항온 수조에서 꺼내어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번 흔들어 준다. 시료/시료홀더I 조립품을 접착력 시험 
기구(6.5.2.1)의 시료 거치대 위에 놓고 시료 중앙에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료에 압력 감지대를 통해 5 mm/min의 속도로 (9.8±0.2) N까지 하중을 가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30초간 하중을 유지한 후 반대 방향으로 5 mm/min의 속도로 
당긴다. 압력 감지대로 측정된 최대 힘을 기록하고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을 접착
강도로 계산한다. 그림 3 a) 참조. 5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 과정을 4번 더 반복
한다.
 
6.6.4.3 3급 의치부착재
전체 면적이 최소한 21 mm x 21 mm 정도가 되도록 3급 의치부착재 시료를 채취
하여 (37±2) ℃로 유지되는 항온 수조(6.4.1.1)의 300 ml 물속에서 10분 동안 담근다. 
시료를 항온 수조에서 꺼내어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번 흔들어 준다. 
볼록한 원형 부위를 평평하게 덮을 수 있도록 시료를 시료 홀더II에 즉각 위치
시키고 시료/시료홀더II 조립품을 접착 시험 기구(6.5.2.1)의 시료 거치대에 놓고 
중앙에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료에 압력 감지대를 통해 5 mm/min의 속도로 (9.8±0.2) N까지 하중을 가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30초간 하중을 유지한 후 반대 방향으로 5 mm/min의 속도로 
당긴다. 압력 감지대로 측정된 최대 힘을 기록하고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을 접착
강도로 계산한다. 그림 3 a) 참조. 5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 과정을 4번 더 반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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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접착강도 시험(제2형태 부착재)

6.7.1 장치

6.7.1.1 접착력 시험 기구, 시료 거치대를 가지고, 하중이 최고 10N (틀과 로드셀
(load cell) 모두에서) 까지 발생가능하며, 하중 속도(cross-head speed)가 최고 5 
mm/min인 기구. 그림 4 참조.

6.7.1.2 압력 감지대, ISO 7823-2에 부합하며 직경 (20.0±0.5)mm의 원형 바닥이 
있도록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로 제작함. 그림 5 참조.

6.7.1.3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판, 6.4.1.2에 
부합하는 것

 

식별 부호(Key)

1 하중 탐지기
2 압력 감지대
3 의치부착재
4 시료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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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료 거치대

비고 이것은 실험기구의 예시임 
 
그림 4 - 제2형태 부착재용 접착력 시험 기구

(치수단위=밀리미터)

식별 부호(Key)

1 하중 탐지기
2 압력 감지대
3 PMMA 판
4 의치부착재

그림 5 - 제2형태 부착재용 접착력 시험기구의 규격
 
6.7.2 시약

6.7.2.1 물, 6.2.2.2에 부합하는 것
 
6.7.3 절차
압력 감지대(6.7.1.2)를 물(6.2.2.2) 속에 12시간 동안 담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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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대에 물이 충분히 흡수된 후, 감지대를 가볍게 닦아서 습기를 제거한다. 
(0.8±0.1) g의 제2형태 의치부착재를 취하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형으로 
만든다. 시료를 PMMA 판(6.7.1.3)에 올려 놓고 시료 중앙에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접착력 시험 기구(6.7.1.1)의 시료 홀더 위에 판을 올려놓는다. 시료에 
압력 감지대를 통해 5 mm/min의 속도로 (9.8±0.2) N까지 하중을 가하고, 즉시 
반대 방향으로 5 mm/min의 속도로 당긴다. 압력 감지대로 측정된 최대 힘을 
기록하고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을 접착강도로 계산한다. 그림 5 참조. 5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 과정을 4번 더 반복한다.
 
6.8 벗겨짐 시험(제2형태 부착재)

6.8.1 장치 및 재료

6.8.1.1 항온수조(6.4.1.1 참조) 

6.8.1.2 폴리메틸메타아크릴[poly (methyl methacrylate), PMMA] 판, ISO 7823-2에 
부합하며 크기가 최소 20 mm × 30 mm 임

6.8.1.3 접착 폴리비닐클로라이드[poly (vinyl chloride), PVC]테이프, (0.2±0.03) 
mm 두께에 최소 6 mm 폭을 가짐
 
6.8.2 시약

6.8.2.1 물, 6.2.2.2에 부합하는 것

6.8.2.2 희석알코올, 시약용 순도, 물(6.2.2.2)에 50 %(부피비율로 희석한 것)

6.8.3 절차
PMMA판 표면을 완벽하게 세척하고 건조시킨다. PVC테이프(6.8.1.3)를 잘라 그림 
6a)에 보이는 것처럼 세척된 PMMA판 위에 붙인다.

(0.5±0.1) g의 제2형태 의치부착재를 덜어 PMMA/PVC 표면에 고르게 발라 
PMMA 판에 노출된 부위[그림 6 b)의 음영이 있는 부위]를 모두 덮는다[그림 6 
c) 참조] 이 시료를 (37±2) ℃가 유지 되는 항온 수조 (6.4.1.1) 안의 물(6.2.2.2) 속에 
24시간 동안 담근 후 찢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조심스럽게 의치부착재를 벗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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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치부착재가 PMMA 판 표면에 전혀 남지 않는다면, 작은 거즈로 표면을 
닦아 낸 다음 육안으로 확대 없이 검사한다. 만약 표면에 잔존들이 남아 있다면, 
희석된 알코올(6.8.2.2)을 묻힌 거즈로 닦아낸 다음 눈으로 검사한다. 5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 과정을 4번 더 반복한다.

그림 6 - 벗겨짐 시험 절차
 
6.9 점조도 시험(제2형태 부착재)

6.9.1 장치

6.9.1.1 하중 적용장치, 6.7.1.1에 부합하는 것

6.9.1.2 압력 감지대, 최소 50 mm × 50 mm의 정사각형 바닥을 가지고 있으며 금속 
또는 폴리머 재료로 만들어진 것. 그림 8 참조.

6.9.1.3 시료 채취기, (0.5± 0.02) ml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것. 그림 7 참조.

6.9.1.4 폴리메틸메타아크릴[poly (methyl methacrylate), PMMA] 판, 6.4.1.2에 
부합하는 것.

6.9.1.5 분리시트, 투명하면서(예: 폴리에틸렌종이) PMMA판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사이즈를 가진 것(6.9.1.4)



- 179 -

 

그림 7 - 시료 채취기
 
6.9.2 절차
시료 채취기 (6.9.1.3)를 이용하여 제2형태 의치부착재를 (0.5± 0.02)ml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를 PMMA 판 (6.9.1.4) 중앙에 위치하고 그 위에 분리시트(6.9.1.5)를 
덮는다. 그림 8 참조.
 
시료가 올려진 PMMA 판을 시료 중앙에 하중이 가해 질 수 있도록 하중 적용 
장치 (6.9.1.3)의 시료 거치대 위에 올려놓는다. 시료에 압력 감지대를 통해 5 
mm/min의 속도로 (9.8 ± 0.2) N까지 하중을 가하며 이 상태로 30초 동안 유지한다.

하중을 제거한 다음 평평해진 시료의 직경을 45° 간격으로 4군데 측정한다. 평균
값을 계산하여 4.3.3에서 규정사항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5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 과정을 4번 더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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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부호(Key)

1 하중 탐지기
2 압력 감지대
3 분리시트
4 시료
5 PMMA 판

그림 8 - 점조도 시험기구의 규격
 
6.10 평가
만약 5회의 결과 중 4회 또는 그 이상의 결과가 표 1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면, 
제품은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평가한다.

만약 5회의 결과 중 3회 또는 그 이상의 결과가 표 1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품은 시험에 불합격 한 것으로 평가한다.

만약 5회의 결과 중 3회만 표 1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면 새롭게 각 시험에서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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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평가하여 모든 결과가 표 1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1 -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

시험 방법 시험기준

6.2 pH값 측정 4.1.2 pH 값

6.4 세정성 시험(제1형태 부착재) 4.2.1 세정성

6.5 접착강도 시험I(제1형태 부착재) 4.2.2 보철물에 대한 접착 강도

6.6 접착강도 시험II(제1형태 부착재) 4.2.2 보철물에 대한 접착 강도

6.7 접착강도 시험(제2형태 부착재) 4.3.1 접착 강도

6.8 벗겨짐 시험(제2형태 부착재) 4.3.2 벗겨지는 성질

6.9 점조도 시험(제2형태 부착재) 4.3.3 점조도

7. 기재사항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용 시 주의사항
  - 접착효과 초기 상태에 대한 주의 (제1형 부착재의 경우)
  - 사용 후 세척에 대한 주의 (제1형 부착재의 경우)
  - 1회 사용기간에 대한 주의 (제2형 부착재의 경우)
  - 사용 후 벗겨짐에 대한 주의 (제2형 부착재의 경우)
  - 사용 방법에 대한 기타 주의사항들

(2)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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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치과용산화아연유지놀, 치과용산화아연비유지놀시멘트 
(관련규격: ISO 3107:2011)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비수용계(Non-water based) 시멘트로서 베이스 
및 임시 수복재에 적용되는 규격으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C11020.01 치과용산화아연비유지놀시멘트와 
C11030.01 치과용산화아연유지놀시멘트에 한한다.

2 분류

시멘트들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Ⅰ형: 임시 시멘트
2) 제Ⅱ형: 베이스와 임시 수복재 

3 요구사항 

3.1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생물학적 안전성은「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하며, ISO 7405를 참조할 수 있다.

3.2 요구사항 

5 에 제시된 적절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되었을 때, 제Ⅰ형과 제Ⅱ형의 시멘트는 
다음 표 1 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4 시편채취

시편은 규정된 시험 및 반복 시험을 하기에 충분한 양의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통 50 g 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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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등
급

37 ℃에서의 경화시간 24   시간 후 
압축강도 피막도 산용해성 

비소함량

분 MPa μm mg/kga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대 최대

제 I 형 1.5 10 - 35 25 2

제 II 형 1.5 10 5 - 해당사항
없음 2

표 1 ― 요구 사항

※  amg/kg은 ppm 단위와 같다. ppm은 사용을 권장하는 않는 단위이다.

5 시험방법

5.1 시편 준비

시편은 사용설명서(6.2)에 따라 준비한다.

5.1.1 주위 조건

모든 시편은 (23 ± 2) ℃의 온도와  (50 ± 5) %의 상대습도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최소한 혼합 시작하기 1 시간 전에 시편과 기구들을 이 조건으로 맞춘다.

5.1.2 혼합 과정

한 번의 혼합으로 각각의 시편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이 혼합되어야 
한다. 각각의 시편은 매번 새로 혼합한 시멘트로 제작해야 한다.

5.2 경화시간의 결정

5.2.1 시험 장비

5.2.1.1 캐비넷, 온도가 (37 ± 1) ℃이고 최소한  (95 ± 5) %의 상대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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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압입침 
5.2.1.2.1 제 I 형의 압입침은 무게가 (100 ± 0.5) g이고, 침의 끝이 원통형으로 대략 
길이가 5 mm이며, 침의 끝부분은 지름이 (2.0 ± 0.1) mm이며 평평하다.

5.2.1.2.2 제 II 형의 압입침은, 무게가 (400 ± 2) g이고, 침의 끝이 원통형으로 대략 
길이가 5 mm이며, 침의 끝부분은 지름이 (1.0 ± 0.1) mm이고 평평하다.

5.2.1.3 몰드, 그림 1 에 나타낸 크기에 해당하는 둥근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부식성 금속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단위：mm

그림 1 ― 경화시간 측정용 몰드

5.2.1.4  금속 블록, 최소 크기가 8 mm × 20 mm × 10 mm이어야 한다. 

5.2.1.5 평평한 유리판, 두께가 대략 1 mm이어야 한다. (예: 현미경 관찰용 슬라이드 
유리판)

5.2.2 시험 절차

(37 ± 1) ℃의 캐비넷(5.2.1.1)에서 금속 블록(5.2.1.4)과 압입침(5.2.1.2)을 보관하고 
유지한다.

(23 ± 1) ℃로 처리된 금속몰드(5.2.1.3)를 평평한 유리판(5.2.1.5)에 올려놓고,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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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을 일정한 높이까지 채운다.

혼합 시작 후 (60 ± 10)초 후에, 시편을 금속블록의 몰드와 유리판 위에 올려놓는다. 

사용설명서에 따른 경화시간 30 초 전에, 신중하게 압입침을 시멘트 표면에 수직으로 
누른다. 경화시간이 완료될 때 까지 압입의 겹침 없이 15 초 간격으로 압입한다. 
압입의 사이에 압입침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경화시간은 혼합 시작부터 침이 시멘트를 2 mm 이상 침투하지 못할 때까지 시간
으로 15 초 단위로 기록한다. 

5.2.3 결과 처리

결과들은 표 1 에 주어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5.3 압축강도의 결정

5.3.1 시험 장비

5.3.1.1 분할형 몰드와 평판, 그림 2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멘트에 의해 부식 혹은 
침습되지 않는 스테인레스강 같은 재료로 제작된 높이 6 mm, 직경 4 mm의 원주형 
시편 준비에 적합한 몰드와 평판

5.3.1.2  나사형 클램프, 그림 3 과 같이 몰드와 유리판을 함께 고정할 수 있는 크기의 
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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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mm

그림 2 ― 압축강도 시편 준비용 몰드와 유리판

그림 3 ― 압축 강도 시편 준비를 위한 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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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캐비넷,  5.2.1.1에서 규정된 것과 같다.

5.3.1.4 마이크로미터 또는 유사한 측정 장치, 1 μm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5.3.1.5 기계식 측정 장치, (0.75 ± 0.30) mm/min 크로스헤드 속도 또는 (50 ± 16) 
N/min 하중속도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5.3.2   시편 준비

몰드(5.3.1.1), 나사형 클램프(5.3.1.2)와 상부판과 하부판(5.3.1.1)을 (23 ± 1) ℃ 로 
유지시킨다..

사용설명서에 따라 혼합한 후, 1 분 이내에 준비한 시멘트를 분할형 몰드에 살짝 
넘치도록 채운다. 시멘트를 강화하고 공기의 유입을 피하기 위해 시멘트 혼합물 
최대량을 몰드로 옮겨 적당한 기구로 한쪽으로부터 채운다.  이러한 방법으로 
충분한 양의 시멘트를 몰드에 채우고서 하부판 위에 올려놓는다.

경화된 시멘트 시편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멘트 혼합물을 채우기 전에 
몰드의 내부를 3 % 미세 결정형 왁스나 파라핀 왁스가 함유된 톨루엔으로 코팅
한다. 실리콘 그리스의 박막이나 PTFE 건조 피막 윤활제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량의 시멘트를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부 금속판을 몰드에 위치시킨 후 
여분의 시멘트를 짜낸다. 몰드와 평판을 클램프(5.3.1.2)에 물리고 꽉 조인다. 혼합 
후 2 분이 경과하기 전에 모든 장비를 (37 ± 1) ℃로 유지되는 캐비넷(5.3.1.3) 
내부로 옮긴다.

혼합 직후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면 판을 제거하고 시편의 끝을 평평하게 만들어 
장축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이 과정은 소량의 45 μm의 실리콘 카바이드 파우더 
또는 유사한 연마제를 이용하여 유리판 위에 물(ISO 3696 에 정의된 2 급수)과 
함께 습식 연마한다. 

만약 대체하는 경우, 동등한 등급의 연마제 코팅 종이와 물(ISO 3696 에 정의된 
2 급수)을 사용하고 시편을 매 스트로크(stroke) 마다 1/4씩 회전시키면서 평평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 188 -

표면을 매끈하게 한 후에 시편을 몰드에서 꺼내어 기포가 있거나 모서리부가 
손상되었는지의 유무를 검사한다. 만약 이런 결함이 있는 경우 시편은 폐기한다.

모든 처리가 완료된 시편들을 증류수 또는 탈이온화수(ISO 3696 에 정의된 2 급
수)에 담그고 (37 ± 1) ℃ 온도에서 24 시간 보관한다. 적어도 압축강도 측정 (15 
± 1)분 전에는 (23 ± 1) ℃ 온도의 증류수에 보관하여야 한다. 컨디셔닝 후에 마
이크로미터(5.3.1.4)로 지름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을 
한다. 이 시험은 5개의 시편이 요구된다.

5.3.3   시험 절차

5.3.2에 따라 5개의 시편을 시험한다. 평평한 면을 갖는 각 시편을 기구의 하중이 
시편의 장축으로 가해지도록 기계식 측정 장치(5.3.1.5)에 위치시킨다. 파절이 발생
할 때까지 (0.75 ± 0.30) mm/min의 속도 혹은 (50 ± 16) N/min의 하중속도로 하중을 
가한다. 시편이 파절되는 최대값을 기록한다.

다음의 식에 따라 압축강도 k를 MPa 단위로 계산한다.

2
4 /k F dπ=

여기에서 
F : 가해진 최대 하중(N)
d : 시편의 평균직경(mm)

5.3.4 시험 결과의 처리

1) 4 개 이상 시편의 압축강도 결과치가 표 1 의 요구사항 이상으로 또는 제 I 형의 
경우 요구사항 이하로 나온다면, 재료는 3.2 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3 개 이상 시편의 압축강도 결과치가 표 1 의 요구사항 미만으로 또는 제 I 형의 
경우 요구사항을 초과한다면, 추가 시험 필요 없이, 시험에 부적합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3 개 시편의 압축강도 결과치가 표 1 의 요구사항 이상으로 또는 제 I 형의 경우 
요구사항 이하로 나온다면, 전체 시험을 반복한다. 재 시험 결과, 하나 이상의 
시편 압축강도 결과치가  표 1 의 요구사항 미만으로 또는 제 I 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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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초과로 나오면, 시험에 부적합 한 것으로 간주한다. 

5.4 피막도의 결정

5.4.1 시험 장비

5.4.1.1 2장의 유리판, 시각적으로 평평하고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접촉 면적이 
(200 ± 25) mm2이어야 한다. 각각의 유리판은 두께가 균일해야 하며, 두께는 
최소한 5 mm 이상 이어야 한다.

5.4.1.2 하중장치, 그림 4 에 나타낸 형태 혹은 이와 유사한 장치로서, 상부의 유리
판을 통해 시편에 수직으로 (150 ± 2) N의 하중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중은 
부드럽게 작용되어야 하며, 하중을 가하는 중에 회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
림 4 에서 로드의 바닥에 부착된 모루(anvil)는 바닥과 수평으로 평행해야 한다. 

(비고) 각각의 유리판은 하중이 적용될 때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이드를 
이용하여 하중 장치에 부착시켜도 무방하다.

5.4.1.3 마이크로미터 혹은 유사한 측정 장치,  5.3.1.4에서와 같이1 μm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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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리판
2  시편
F  하중

그림 4 ― 피막도 측정을 위한 하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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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시험 절차

2 개의 평평한 유리판(5.4.1.1)을 접촉한 상태에서 두께를 1 μm의 정확도를 가진 
마이크로미터 혹은 유사한 측정 장치(5.4.1.3)를 이용하여 측정한다(측정값 A). 
상부의 유리판을 제거하고 제조 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혼합한 0.02 mL ∼ 
0.1 mL의 시멘트 혼합물을 하부 유리판 중앙에 위치시키고 하중 장치의 바로 아래 
중앙에 놓는다. 초기 측정 때와 같은 방향으로 상부 유리판을 시멘트의 중앙에 
오도록 위치시킨다.

제조자가 제시한 작업 시간의 10 초 전에 하중장치(5.4.1.2)를 이용하여 상부 유리판을 
통해 150 N의 하중을 가하고 최소 10 분간 유지한다. 시멘트가 유리판 사이의 
공간에 완전히 퍼졌는지 확인한다.

2 개의 유리판과 시멘트 피막의 두께를 측정한다(측정값 B).

시멘트 피막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유리판 두께의 차이를 계산
하고(측정값 B –  측정값 A), 이 막의 두께를 최소 오차 한계 1 μm의 단위까지 
기록한다. 5 개 시편의 피막도 시험을 수행한다.

5.4.3 시험 결과의 처리

1) 4 개 이상 시편의 피막도 결과치가 25 μm(표 1) 이하로 나온 경우, 재료는 3.1 의 
요구사항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3 개 이상 시편의 피막도 결과치가 25 μm 초과로 나온 경우, 추가 시험이 필요 
없이, 시험에 부적합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3 개 시편의 피막도 결과치가 25 μm 이하로 나온 경우, 전체 시험을 반복한다. 
재시험 결과, 어떤 시편이라도 그 결과치가 25 μm를 초과할 경우, 시험에 
부적합 한 것으로 간주한다. 

5.5 산에 녹는 비소함량의 결정

5.5.1 시편 준비

경화된 시멘트를 분쇄하여 75 μm (200 mesh) 체에 체가름 한다. 체가름 한 시멘트 
분말 2 g을 물(ISO 3696에 정의된 2 급수) 30 mL에 분산시키고, 질량분율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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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1.18 kg/m3) 염산 10 mL를 첨가한다. (37 ± 1) ℃에서 1 시간 보관한 뒤 여과 
한다 

5.5.2 시험 절차

ISO 2590 에 명기된 방법 혹은 이와 동등한 민감도를 갖는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전체 비소 함량을 결정한다.

5.5.3 시험 결과의 처리 

그 결과치가 2 mg/kg 이하인 경우, 재료는 시험의 요구사항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
한다(표 1 참조).

6 기재사항과 포장 

6.1 포장

재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공급되어야 하며, 용기는 내용물을 보호하고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외부 포장이 각각의 포장들을 하나의 단위포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6.2 기재사항과 사용설명서  

1) 기재사항은 최종 포장 또는 용기(다용량 포장 또는 캡슐)에 적절하고 표 2 에 
따라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2) 사용설명서는 각각의 포장에 동봉되어야 하고, 표 2 에 따라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표 2의 3 번 항목 참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제조자는 표 2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비고 1 어떤 정보는 의무기재사항(M)로 되어 있고 어떤 정보는 선택기재사항(/)
이다.  표 2 는 여러 개의 선택적인 참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비고 2 표 2의 10 번 항목에 따라, 제조자는 재료의 특정 사용용도를 명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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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

 내용 최종 포장
캡슐의 외부 

포장

캡슐 
(일회용량), 
시린지 또는 

병

사용 설명서

1

시멘트를 제조자가 권고하
는 조건에서 보관하였을 
때 ISO 8601에 따라 표기
되는 제품 사용 만료일

M M / /

2 시멘트의 분류 M / / M
3 시멘트의 적용 / / / M

4
캡슐형 또는 카트리지형 
시멘트의 경우 용기/캡슐 
개수

M M / /

5
각 캡슐/용기의 내용물 순 
질량

/ M / M

6

구성품(예: 파우더/액)의 
권장 혼합 비율 및 배분 
도구(예, 스쿱 등)의 사용
방법. 0.1 g 정밀도의 질
량/질량비율(손으로 혼합
하는 재료에 한함)

/ / / M

7 두 개 구성품의 혼합 비율 / / / M

8
혼합이 필요한 경우, 혼합 
시간

/ / / M

9

혼합 조건(해당하는 경우, 
혼합판과 스파튤라의 조건
과 유형) 손으로 혼합하는 
재료에 한함.

/ / / M

10
캡슐형 시멘트에서, 해당
하는 경우 구성품들의 물
리적 접촉 방법

/ / / M

11
해당하는 경우 기계적 혼
합의 방법, 시기와 유형

/ / / M

만약 압축강도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5.3 에 의해 시험된 결과이어야 
한다.

표 2 - 기재사항과 사용설명서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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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화시간 / / / M
/ 표시는 용기∙기재사항∙사용설명서의 조합과 관계가 없거나 또는 이런 요구사항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런 정보가 유용하지만 선택적임을 나타낸다.
M 표시는 해당 사항이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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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치과용하이브리드아이오노머시멘트
(관련규격 : ISO 9917-2;2010)

1 적용 범위

이 기준규격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수용계(Water based)의 합착, 베이스 및 수복용 
시멘트 중 레진강화형 제품에 적용되는 규격으로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C11040.01 치과용하이브리드아이오노머
시멘트에 한한다. 

2 분류와 적용

2.1 분류
다음과 같이 경화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한다.

 1) 제 Ι 형: 화학적 활성화로 경화반응이 일어나는 재료
 2) 제 Ⅱ 형: 광 활성화로 경화반응이 일어나는 재료
 3) 제 Ⅲ 형: 화학적 활성화 및 광 활성화로 경화반응 일어나는 재료

2.2 적용
이들 재료의 임상적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착용
2) 베이스 또는 라이너용
3) 수복용

3 시험규격 

3.1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생물학적 안전성은「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
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하며, ISO 7405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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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피막도 (μm)

최대
작업 시간 (분)

최소
경화 시간 (분)

최대
굴곡 강도(MPa)

최소

3.2 재료
시험 과정 동안 어떤 성분에도 이물질이 보이지 않아야 하며, 따로 공급되는 용액
은 겔화되지 않아야 한다.

3.3 작업 시간
부속서 A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업 시간은 표 1 의 요구사항과 부합되어야 하고, 
최소한 제조자가 제시한 시간만큼 길어야 한다(표 2 의 16 번 문항 참조).

3.4 경화 시간 －제Ⅰ형과 Ⅲ 형 재료에  한함
부속서 A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제Ⅰ형과 제 Ⅲ 형 재료의 경화 시간은 표 1 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하고, 제조자가 제시한 시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표 2 의 
17 번 항목 참조).

3.5 피막도－합착용 시멘트에 한함(2.2 참조)
부속서 B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합착용 재료의 피막도는 표 1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3.6 굴곡 강도
부속서 C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굴곡 강도는 표 1 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3.7 방사선 불투과성
만약 제조자가 제품이 방사선 불투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였다면(표 2 의 8 번 
항목 참조), 부속서 D에 따라 측정된 방사선 불투과성은 적어도 동일한 두께의 
알루미늄과 같거나 커야 하고, 만약 이보다 더 큰 방사선 불투과성을 명시하였다면 
제조자가 제시한 값보다 0.5 mm이상 작으면 안된다(표 2 의 9 번 항목 참조).

3.8 색조 및 색 안정성－수복용 시멘트에 한함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경화된 재료의 색조는 제조자가 제시한 색 조견
표에 매우 가깝게 일치되어야 한다. 부속서 E와 ISO 7491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7 일이 경과된 후 색의 변화가 약간이라도 관찰되지 않아야 한다. 

표 1 ― 치과용 시멘트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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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착용 25 1.5 8 10

베이스 또는
 라이너용

－ 1.5 6 10

수복용 － 1.5 6 25

 제Ⅰ형과 제 Ⅲ형 재료에 한함. 광 활성화 없이 시험되는 제 Ⅲ형 재료

4 샘플링

시편은 동일한 제조 번호인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본 규격에 기술된 모든 시험을 
수행하고 어떤 필요한 시험을 반복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 

5 시험 조건과 시편의 준비

5.1 시험 조건

모든 시편은 (23 ± 2) ℃의 대기 온도에서 준비하고 시험한다. 상대습도는 항상 
(50 ± 20) % 이상 유지되도록 조정한다. 만일 재료가 냉장 보관되었다면, (23 ± 
2) ℃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시험 장비는 각 시험에서 지정한 조건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제Ⅱ형과  제 Ⅲ형 재료는 작업 시간 측정 시 광 활성화가 차단되어야 한다.

본 규격에서 모든 시험에 사용되는 물은 ISO 3696 에 정의된 2 급수를 사용해야
한다.

제Ⅱ형과 제 Ⅲ형 재료는 외부 광원을 기술하고 있는 제조자의 지시사항(표 2 의 
18 번 항목 참조)을 참고하여야 한다. 그 광원이 만족스러운 작업 조건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2 혼합 방법

시멘트는 제조자가 제시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혼합하여야 한다. 한 번의 혼합으로 
시험항목의 전 시편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이 혼합되어야 한다. 각각의 
시편은 매번 새로 혼합한 시멘트로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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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캡슐로 된 시멘트의 시편 제작은 여러 개의 캡슐을 동시에 혼합해야할 경우
도 있다. 마찬가지로, 일회용 용기로 공급되는 시멘트의 시편 제작은 여러 개의 1
회용 제품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5.3 검사 요구조건
육안 검사는 3.2 와 6 에 부합해야 한다.

6 포장, 기재사항 및 사용설명서

6.1 포장

재료의 구성 요소는 제품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하게 밀봉된 용기에 넣어서 공급되어야 한다.

외부 포장이 각각의 포장들을 하나의 단위포장으로 제공하기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비고 단일 반죽과 캡슐로 된 분말-액 제품들은 여러 개의 일회용 개별 포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포장단위로 판매 될 수 있다. 

6.2 기재사항과 사용설명서

기재사항은 최종 포장 또는 용기(다용량 포장 또는 캡슐)에 적절하게 기재되고 
표 2에 따라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제조자가 제시한 사용설명서는 각각의 포장에 동봉되어야 하고, 표 2 에 따라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2 참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조자는 표 2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비고 어떤 정보는 의무기재사항이고, 또 어떤 것은 선택기재사항이다. “/”로 표시
된 항목은 그 제품과 관계가 없거나 선택기재사항을 의미한다. 표 2 는 여러 개의 
선택적인 참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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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기재사항과 사용설명서의 요구사항

내용
최종
포장

캡슐의
외부 
포장

캡슐
(일회용

량)
시린지
또는 병

사용설명
서 

1
시멘트를 제조자가 권고하는 조건에서 
보관하였을 때 ISO 8601에 따라 표기되
는 제품 사용 만료일

M M / /

2 시멘트의 분류(2.1 참조) M / / /
3 시멘트의 적용(2.2 참조) / / / M

4
캡슐형 또는 카트리지형 시멘트의 경
우 용기/캡슐 개수

M M / /

5 각 용기/캡슐의 내용물 순 질량 / M / M

6
제조자가 지정한 색조 가이드(다 색조 
재료에 한 함)에 따른 시멘트의 색조 및/
또는 색상

/ M M  /

7
재료가 ‘불투명’하다고 명시되었다면,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기술
M / / M

8
시멘트가 ‘방사선 불투과성’(3.7 참조)
으로 명시되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기술

/ / / M

9

방사선 불투과성 정도에 대한 구체적
인 명시가 있는 경우, 시멘트 1 mm 
두께에 해당하는 알루미늄의 두께(3.7 
참조)

/ / / M

10

구성품(예: 파우더/액)의 권장 혼합 비
율 및 배분 도구 (예, 스쿱 등)의 사용 
방법. 0.1 g 정밀도의 질량/질량비율(손
으로 혼합하는 재료에 한함)

/ / / M

11
액에 분말을 혼합하는 비율(손으로 혼
합하는 재료에 한함)

/ / / M

12 혼합이 필요한 경우, 혼합 시간 / / / M

13
혼합 조건(해당하는 경우, 혼합판과 스
파튤라의 조건과 유형) 손으로 혼합하
는 재료에 한함.

/ / / M

14
캡슐형 시멘트에서, 해당하는 경우 구
성품들의 물리적 접촉 방법

/ / / M

15
해당하는 경우 기계적 혼합의 방법, 시
기와 유형

/ / / M

16 작업 시간 / / / M

17
경화 시간(제 Ⅰ 형과 제 Ⅲ 형 재료에 
한함)

/ / / M

18 권고되는 외부 에너지원, 노출 시간과 / /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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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지시사항(제 Ⅱ 
형과 제 Ⅲ 형 재료에 한함)

19
중합을 위한 층의 최대 두께[b)와 c)의 
적용에 한하는 제 Ⅱ 형과 제 Ⅲ 형  
재료]

/ / / M

20
마무리와 연마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시간(수복용 재료에 한함, 2.2 참조)

/ / / M

21
권고되는 마무리 방법(수복용 재료에 
한함, 2.2 참조)

/ / / /

22 해당하는 경우, 바니시의 필요성 / / / /

23
조기 경화를 방지하기위한 사용전 주
의사항(제 Ⅱ 형과 제 Ⅲ 형 시멘트에 
한함)

/ / / M

 “/”는 용기/기재사항/사용설명서의 조합과 관계가 없거나 또는 이런 요구사항이 실현 불가
능하거나 또는 이런 정보가 유용하지만 선택적임을 나타낸다.
 “M”은 이 항목이 의무사항임을 나타낸다. 
 개별적/작은 용량의 용기에 대해서 개별적 용기는 직접적으로 또는 사용설명서를 통해 재
료의 색상/색조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불투명하다는 명칭은 색조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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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작업 시간과 경화 시간 측정

A.1 시험 장비

A.1.1 시험 환경, (37 ± 1) ℃의 온도와 최소한 50 %의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A.1.2 압입기, 일정한 무게와 일정한 직경의 편평한 끝단을 가진 것으로 끝단은 
약 5 mm의 실린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압입기의 끝은 평면이고 장축에 수직이
어야 한다.

A.1.2.1 작업 시간 측정을 위한 압입기, 질량 (28.00 ± 0.25) g과 직경 (2.0 ± 0.1) mm

A.1.2.2 경화 시간 측정을 위한 압입기, 질량 (400 ± 5) g과 직경 (1.0 ± 0.1) mm

A.1.3 금속 몰드, 두께가 (5 ± 2) mm이고 적어도 16 mm의 금속판에 원형 또는 
사각형의 구멍이 (10 ± 2) mm 직경/길이로 나 있는 것.

비고 사각형 구멍의 내부 코너는 원형으로 할 수 있다.

A.1.4 금속 블록, 최소 8 mm 이상의 두께와 최소 60 cm의 부피를 가진 것.

A.1.5 알루미늄 포일

A.1.6 초시계, 1 초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초시계 

A.2 작업 시간 측정

A.2.1 시험절차

제Ⅱ형과 제 Ⅲ형 재료는 암실이나 필터 처리된 광원과 같이, 파장 400∼500 nm의 
빛이 없는 곳에서 다루어야 한다.

시험은 5.1 에서 기술된 조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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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 ℃로 처리된 몰드(A.1.3)를 역시 (23 ± 1) ℃로 처리된 알루미늄 포일
(A.1.5)이 덮인 블록(A.1.4) 위에 올려놓고, 혼합된 시멘트를 표면까지 채운다.

제조자가 제시한 작업 시간(표 2 의 16 번 항목) 또는 표 1 에 주어진 최소 작업 
시간의 10 초 전에 (둘 중에 더 시간이 긴 것으로 선택), 조심스럽게 압입기
(A.1.2.1)를 수직으로 시멘트의 표면에 내려서 5 초 동안 유지시킨다. 압입기가 완
전한 원형의 압흔을 시멘트의 표면에 만들었는지를 확인한다.

각각 따로 혼합한 재료를 가지고 2 회 더 시험을 반복한다.

A.2.2 결과의 처리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압입기는 완전한 원형의 압흔을 시멘트표면에 
만들어야 한다. 세 개의 압흔 값은 모두 제조자가 명시한 작업 시간(표 2 의 16 번 
항목 참조)과  표 1 의 최소 작업 시간의 10 초 전에 수행해야 한다.

A.3 경화 시간 측정－제 Ⅰ 형과 제 Ⅲ 형 재료에 한함

비고 이 시험의 목적은 제 Ⅰ 형과 제 Ⅲ 형 재료가 광 활성화 없이 경화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A.3.1 시험절차

(23 ± 1) ℃로 처리된 몰드(A.1.3)를 알루미늄 포일(A.1.5) 위에 놓고, 시멘트를 혼합
하거나 분배하여 초시계(A.1.6)를 누르고, 혼합된 시멘트를 표면까지 채운다.

혼합 종료 후 60 초가 경과했을 때, 시험 조건(A.1.1)하에서 몰드, 포일 그리고 
시멘트 시편으로 구성된 조립품을 블록(A.1.4) 위에 위치시킨다. 몰드, 알루미늄 
포일 및 금속 블록이 잘 접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제 Ⅲ 형는 광 활성화 없이 시험한다.

제조자가 제시한 경화 시간(표 2 의 17 번 항목 참조) 또는 표 1에 주어진 경화시간이 
지난 10 초 후에(둘 중에 더 짧은 시간으로 선택), 조심스럽게 압입기(A.1.2.2)를 
수직으로 시멘트의 표면에 내려서 5 초 동안 유지시킨다. 압입기를 표면에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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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 배 확대하여 보았을 때 압입기가 완전한 원형의 압흔을 시멘트의 표면에 
남기지 못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회 더 시험을 반복한다.

A.3.2 결과의 처리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압입기는 세 번의 시험 모두에서 시멘트에 완전한 
원형의 압흔을 남겨서는 안 된다. 경화하기 위해서 광조사를 필요로 하는 재료는 
제 Ⅱ 형 재료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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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
피막도 측정－합착용 시멘트에 한함

B.1 시험 장비

B.1.1 두 개의 유리판, 시각적으로 편평하고, 사각형 또는 원형, 투명하고, 접착 표
면적이 (200 ± 25) mm² 인 것. 각 판은 5 mm 이상의 동일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B.1.2 하중 장치, 그림 B.1 에 도식된 형태 또는 동등한 방법으로 (150 ± 2) N의 
힘을 위쪽 유리판을 통하여 수직으로 시편에 발생시킬 수 있는 동일한 장치

하중을 운반하는 막대기의 받침에 붙어 있는 모루는 바닥에 대해 수평이고 평행
하여야 한다. 하중은 회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끄럽게 적용되어야 한다.

B.1.3 스크루 마이크로미터 또는 동등한 측정 기구, 1 μm 또는 더 작은 눈금을 
가진 것.

B.2 시험절차

시각적으로 두 개의 평평한 유리판(B.1.1)을 접촉한 상태에서 이 두 장의 두께를 
1 μm의 정밀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를 측정값 A라 한다. 상부의 유리판을 
제거하고 (0.10 ± 0.05) ml 또는 동일한 무게의 혼합된 시멘트를 하부 유리판 
중앙에 위치시키고, 이것을 하중 장치(B.1.2)의 가운데 아래에 놓이도록 한다. 
상부 유리판을 처음 측정했을 때와 동일한 방향으로 시멘트의 중앙에 오도록 위치
시킨다.
제조자가 제시한 작업 시간이 끝나기 10초 전에(표 2 의 16 번 항목 참조), 상부 
유리판에 수직 방향으로 (150 ± 2) N의 하중을 중앙에 가한다. 시멘트 혼합물이 
유리판 사이에 완전히 퍼졌는지 확인한다. 하중을 가한 후 최소한 10분이 지난 후에 
하중 장치에서 유리판을 제거하고, 유리판 두 개와 시멘트 복합물의 두께를 같은 
위치에서 측정한다. 이를 측정값 B라 한다.
시멘트 필름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유리판 두께의 차(측정값 
B－측정값 A)를 필름의 피막도로 기록한다. 총 5회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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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편
2 유리판

그림 B.1 ― 피막도 시험을 위한 하중 장치

B.3 결과의 처리

5개의 측정값 중 적어도 4개의 값이 25 μm 이하이면 표 1의 피막도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2개 이하의 값이 25 μm 이하이면, 그 재료는 
피막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3개의 값이 25 μm 
이하이면, 추가로 5개의 시편을 시험한다.
표 1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시험에서 측정값 모두가 25 μ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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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C
굴곡 강도 측정

C.1 시험 장비

C.1.1 시편 제작용 몰드

몰드의 정확한 재질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제조자가 제시한 사용설
명서에 따라 시편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개의 적합한 몰드의 예가 C.1.1.1과 
C.1.1.2에 나와 있다.

C.1.1.1 몰드, (25 ± 2) mm × (2.0 ± 0.1) mm × (2.0 ± 0.1) mm 형태의 시험 시편 
제작용 몰드. 그림 C.1 에 적합한 몰드가 설명되어 있다. 몰드는 스테인레스강과 
PMMA[poly(methylmethacrylate);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또는 다른 적합한 
비반응성 몰드 재료의 몰드판으로 구성된다. 시편 제거를 돕기 위하여 이형제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이형제가 사용된다면, 이형제는 시멘트 경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비고 적합한 이형제의 예는 3 % 파라핀 왁스가 함유된 헥산(hexane) 용액이다.
단위：mm

 

그림 C.1 ― 굴곡 강도 시편용 몰드

C.1.1.2 몰드, 그림 C.2에 설명된 시편 제작을 위한 대체 몰드. 몰드 블록은 서로 
달라붙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PMMA 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몰드는 주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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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되어야 하고 손상되거나 마모되었을 경우 교체되어야 한다. 시편 제거를 돕기 
위하여 이형제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이형제가 사용된다면, 이형제는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비고 적합한 이형제의 예로는 3 % 파라핀 왁스가 함유된 헥산(hexane) 용액이다.

몰드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되고(그림 C.2에서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됨), 상층과 하
층의 시편 표면이 평면 형태로 평평하게 정렬되도록 몰드 속에서 재료를 압착하
는 수평 프레스와 함께 사용된다.

C.1.2 굴곡 특성 시험 장비 및 시험 지그

C.1.2.1 시험 장비, (0.75 ± 0.25) mm/min의 일정한 부하 속도 또는 (50 ± 16) 
N/min의 하중 속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C.1.2.2 시험 지그, 기본적으로 2개의 봉(직경 2 mm)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20 
mm가 되도록 평행하게 고정되어 있고, 이 2개의 봉과 평행하고 그 두 봉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게 될 세 번째의 봉(직경 2 mm)이 있어 이 세 봉의 조합이 시편에 
3점 하중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C.1.2.3 투명한 유리 슬라이드/판, 몰드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C.1.2.4 폴리에스터 필름, 예를 들어 치과용 매트릭스 스트립

C.1.2.5 수조, (37±1) ℃로 유지되어야 한다.

C.1.2.6 마이크로미터 또는 이와 동등한 기기, 0.01 mm 이하의 눈금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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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mm

 Material: PMMA                  aluminium

비고 블록의 높이(*표)를 포함한 몰드 단면도를 제외하고는 치수는 중요하지 않음.

그림 C.2 ― 굴곡 강도 시편을 위한 대체용 몰드 디자인과 배열

C.1.2.7 클램프, 시멘트가 수조 내에서 컨디셔닝 되는 동안 몰드 조립체를 고정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C.1.2.8 외부 에너지원, 시험 재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권장하는 제품이어야 
한다(표 2 의 18 번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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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시편 제작

C.2.1 시편 제작－제 Ⅰ 형 재료

몰드 표면은 깨끗해야 하고, 타당한 경우 적합한 이형제로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시험 시멘트를 제조자가 제시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혼합하고, 지체 없이 몰드 
공간의 중앙에 충전하여 시멘트의 흐름이 바깥쪽으로 향하고 몰드에 과도하게 충전
되어야 하며 일부러 평평해지도록 어떠한 작업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과정은 
재료의 작업 시간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2 의 16 번 항목 참조)

폴리에스터 필름(C.1.2.4)과 유리판(C.1.2.3)을 재료의 노출된 표면에 덮고, 몰드 
조립체를 수평 프레스에 장착시켜 재료의 작업 시간 이내에 과량의 재료가 빠져 
나오도록 조립체를 압축시킨다(표 2 의 16 번 항목 참조). 몰드 조립체에 클램프
(C.1.2.7)를 장착하고, 수조(C.1.2.5)에 넣고 1 시간 동안 경화되도록 방치한다.

경화된 후, 시편을 몰드로부터 제거하고 반짝이는 표면을 P150 또는 P320 의 
연마지로 시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히 연마하여 제거하고, (37 ± 1) ℃의 
증류수에 시험 전까지 (24 ± 1)시간 동안 보관한다.

5 개의 각 시편을 제작한다.

C.2.2 시편 제작－ 제 Ⅱ 형 및 제 Ⅲ 형 재료

시멘트의 작업 시간 이내에 재료를 몰드에 채우고(표 2 의 16 번 항목 참조) 양쪽 
면을 폴리에스터 필름(C.1.2.4)과 유리판(C.1.2.3)으로 덮는다. 외부 에너지원
(C.1.2.8)의 출구창을 시편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반대편에는 유리판을 위치시킨다. 
권장 노출 시간 동안 시편의 그 부분에 빛을 방사한다. 출구창을 이전 부위와 중
첩되는 범위 내에서 중심에서 다음 방향으로 이동하고 권장 노출 시간 동안 방사
한다.

비고 중첩의 정도는 광중합 프로브에 의해 포함되는 이전 방사 지역의 반 이상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중압의 반대편의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방사한다. 이 과정을 시편의 전체 길이가 
모두 권장 노출 시간 동안 방사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 시편의 반대면도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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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반복한다. 몰드 조립체를 클램프(C.1.2.7)로 고정시키고, (37 ± 1) ℃의 수조
(C.1.2.5) 안에 15 분 동안 넣어둔다. 그리고 나서, 시편을 몰드로부터 제거하고, 
처음에 중합된 면을 표시하기 위하여 시편의 그 면 끝에 표기하고, P150 또는 
P320 연마지로 윗면과 아랫면을 구분할 수 있게 연마하여 반짝거리는 면을 제거
한다. 그 후, (37 ± 1) ℃의 증류수에 시험 전까지 (24 ± 1)시간 동안 보관한다.

5 개의 각 시편을 제작한다.

C.3 시험 절차

(37 ± 1) ℃의 물에 (24 ± 1)시간 보관한 후, 시편을 수조에서 조심스럽게 꺼내고 
마이크로미터(C.1.2.6)를 사용하여 시편의 중앙을 0.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한다. 
확대경 없이 각각의 시편을 육안 검사하고 표면 결함 또는 기포가 존재하는 시편은 
폐기한다. (37 ± 1) ℃로 평형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시편을 수조 안에 위치시킨다. 
(24 ± 1)시간 물속에 보관한 후, 시편을 굴곡 강도 시험 장치(C.1.2.1)로 옮기는데, 
이때 (몰드에서 제작된 상태로) 시편의 처음에 경화된 표면이 시험하는 동안 아래
쪽 표면으로 위치되어야 한다(즉, 인장력을 받는 부위). 시편은 3 개의 봉에 수직
으로, 시험 지그(C.1.2.2)의 중앙에 위치되어야 한다. 시편을 수조로부터 제거하고 
10 초 이내에 시편에 (0.75 ± 0.25) mm/min의 부하 속도 또는 (50 ± 16) N/min의 
하중 속도로 시편이 파절될 때까지 하중을 가한다.

시편에 수행된 최대 하중을 기록한다.

나머지 4 개의 시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험을 반복한다.

C.4 결과의 계산 및 표현

다음 식에 따라 굴곡 강도, 를 MPa 단위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F ：시편에 가해지는 최대 하중(N)
L ：지지대 사이의 거리(mm)(예：20 mm), 0.01 mm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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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편의 폭(mm), 시험 전 시편의 중앙에서 측정됨.
h ：시편의 높이(mm), 시험 전 시편의 중앙에서 측정됨.

C.5 결과의 처리

굴곡 강도 값을 표 1에서 명기된 요구사항과 비교한다. 만약 4 개 또는 5 개의 결과가 
최소 기준치보다 작지 않으면 그 재료는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만약 2 개 이하의 
결과가 최소 기준치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재료는 시험에 불합격한 것이다. 만약 
3 개의 시편이 최소 기준치를 만족한다면, 5 개의 시편을 더 제작하여 시험한다. 
추가로 시험된 5 개의 시편 모두가 표 1 에 명기된 최소 기준치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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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D
방사선 불투과성 측정

D.1 시험 장비

비고 기존 또는 디지털 X-선 장비가 사용된다.

D.1.1 기존 장비

D.1.1.1 단상 치과용 X-선 장비, 1.5 mm 알루미늄에 해당하는 전체 투과도를 가지고 
(65±5) kV의 작동 범위를 가지는 것.

D.1.1.2 치과용 X-선 교합면 필름, 속도 그룹 D(ISO 3665에 구분되어 있음)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킷 안에 동봉되어 있다. X-선 필름은 갈라져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품 처리되어야 한다.

D.1.1.3 새롭게 제작된 현상액과 고정액, 제조자에 의해 권고되는 방식으로 제조된 것.

D.1.1.4 밀도계, 백색광을 사용하고, 0에서 3.0의 범위에서 0.01의 해상도로 광학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2.5 ± 0.5)의 광학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표준물질을 이용하고 (2.0 ± 0.1) mm의 조리개를 사용하여 0.01의 정확도로 영점 
조정되어야 한다.

D.1.2 디지털 장비

D.1.2.1 디지털 X-선 장비 또는 단상 치과용 X-선 장비, 1.5 mm 두께의 알루미늄에 
해당하는 전체투과도를 가지고 (65 ± 5) kV의 작동 범위를 가지고 있다.

D.1.2.2 교합면 필름 크기의 X-선 센서, 예를 들어 전하결합소자(CCD), 그리고 광
자극성 인광 물질이 도포된 판(영상판)을 말하며, 단상 치과용 X-선 장비(D1.2.1)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소프트웨어로 영점 조정되어야 한다.

D.1.2.3 단색 색상 분석 소프트웨어[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적합한 제품은 
Adobe®Photoshop®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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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4 알루미늄 스텝 웨지, 최소 98 %(질량비)미만의 알루미늄, 0.1 %(질량비) 
미만의 구리, 그리고 1.0 %(질량비)미만의 철이 존재하는 순도를 가진 것으로서, 
길이 50 mm×폭 20 mm, (0.50 ± 0.01) mm의 동일한 간격 폭으로 0.5 mm부터 
5.0 mm까지 두께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웨지는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

D.1.2.5 시편 몰드, (15 ± 1) mm 직경과 (1.0 ± 0.1) mm의 두께를 가지는 시편 
디스크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다(예, 금속 와셔).

D.1.2.6 필름, 투명한 (50 ± 30) μm 두께의 시편 재료와 소재에 들러붙지 않는, 예를 
들어 폴리에스터와 같은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D.1.2.7 슬라이드/판, 유리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다른 부드럽고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

D.1.2.8 캐비넷, (37 ± 1) ℃의 온도와 50 % 이상의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D.1.2.9 나사선 마이크로미터 게이지 또는 동등한 성능의 기기, 0.01 mm의 정확도를 
가진 것.

D.1.2.10 개별 클램프, 클립 또는 동등한 성능의 기기, 시멘트가 경화되는 동안 시편 
몰드를 함께 잡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

D.1.2.11 연마지, P2000 또는 P2500 등급

D.1.2.12 납판, 최소 2.0 mm의 두께

D.1.2.13 외부 에너지원, 광중합형 재료를 중합시키기 위하여 제조자에 의해 권장
되는 제품(표 2의 18번 항목 참조)

D.2 시험 시편 제작

필름(D.1.2.6) 한 장을 판(D.1.2.7) 위에 올린다. 몰드(D.1.2.5)를 필름 위에 올린다. 

1) Adobe Systems Incorporated, 345 Park Avenue, San Jose, CA 95110-2704로부터 제공된다. 이 정보는 이 기준

규격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며, 이러한 이름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 ISO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동일

한 결과를 제공하는 다른 제품이 있다면 해당되는 제품을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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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재료가 약간 넘치도록 몰드에 채운다. 다른 필름 한 장을 몰드 내의 재료 위에 
올리고, 두 번째 판으로 이 필름을 덮어서 과량의 재료를 짜낸다. 시험 시편의 
두께를 정확하게 제작하기 위하여 몰드 조립체를 클램프  (D.1.2.10)로 고정시킨다. 
광중합 재료의 경우, 적절한 장비(D.1.2.13)로 중합하고, 적절한 중합을 얻기 위하여 
1분 노출을 중첩시킨다. 필요하다면, 중첩 노출을 이용하여 재료가 완전히 중합되
도록 한다.

몰드 조립체를 캐비넷(D.1.2.8)에 30분 동안 보관한다.

비고 광중합한 재료의 경우, 적절한 중합에 도달하기 위하여 1분 노출 중첩법을 
사용한다.

몰드로부터 시편을 제거하고 시편의 중앙 부근을 게이지(D.1.2.9)를 사용하여 디스크의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가 (1.0 ± 0.1) mm 범위 내에 있는 시편들만 사용한다. 만약 
시편들이 두껍다면 연마지(D.1.2.11)를 사용하여 두께가 적법한 범위 내로 들어올 
때까지 시편을 연마한다.

시편을 (23 ± 1) ℃에서 ISO 3696에 정의된 3 급수에 시험 전 최대 7 일까지 보관
한다. 시험 시편의 탈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에서 시편을 꺼내고 나서 30 분 
이내에 방사선 불투과도를 결정한다.

D.3 시험 절차

D.3.1 기존 장비

시편 두께 Ts를 0.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한다. 이것은 방사선 불투과성 결정에 
사용하는 시편 두께의 측정이다.

X-선 필름(D.1.1.2)을 납판(D.1.2.12) 위에 위치시킨다. 시편과 알루미늄 스텝 웨지
(D.1.2.4)를 필름의 중앙 부위에 놓는다.

시편, 알루미늄 웨지 그리고 필름에 (65 ± 5) kV의 X-선을 목표 필름으로부터 
300 mm에서 400 mm 거리에서 방사하고, 작업 후 시편과 알루미늄의 광학 밀도 
범위가 1.5 와 2 사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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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0 mA에서 0.3 ∼ 0.4 초의 노출이 통상적인 조건이다.

필름을 현상 및 고정한 후, 시편의 이미지를 확인하여 광학 밀도를 측정할 때는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기포도 다 피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포를 피할 수 없다면 
시편은 대체되어야 하고, 시험 절차가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 밀도계(D.1.1.4)를 
사용하여 중앙 부근의 시편 이미지의 광학 밀도를 측정하고 알루미늄 웨지 이미지의 
각 스텝의 광학 밀도를 측정한다.

X-선 필름은 갈라져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품 처리되어야 한다.

D.3.2 디지털 장비

측정은 기존의 장비에서 사용되던 동등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예, 회색도 
값을 측정하고 비교함). 이미지를 얻기 전에 디지털 X-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 이득 조절 장치(auto gain control)를 해제시킨다.

비고 1 시험 결과 이러한 장비는 본 기준규격의 목적을 위하여 자동 이득 조절 
장치 없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편 두께, Ts를 0.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한다. 이는 방사선-불투과도 측정에 
사용하여야 하는 두께의 측정이다.

X-선 센서(D.1.2.2)를 납판(D.1.2.12) 위에 위치시킨다. 시편과 알루미늄 스텝 웨지
(D.1.2.4)를 센서의 중앙 부위에 올린다. 자동 이득 조절 장치 없이 음극의 목표 
필름으로부터 400 mm의 거리에서 X-선을 몰드 조립체에 방사한다. 명확한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적절한 노출 시간을 찾는 절차를 반복한다.

비고 2 노출이 기존의 X-선 필름에 비하여 5 ∼ 10 배 정도 길어질 것이 예상된다.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회색도 분석 소프트웨어로 불러온다. 회색도 수는 소프트웨어
에서의 측정 툴을 이용하여 평가된다. 디지털 이미지의 회색도 수는 픽셀로 정의
되는 2 진수(bits)에 의하여 결정된다.

회색도 분석 소프트웨어 선택 툴을 사용하여, 시편 이미지에서 측정된 직사각형 
면적을 결정한다. “이미지” 기능을 클릭하고 나서 “히스토그램” 기능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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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면적의 평균 회색도를 나타내 줄 것이다.

이 절차를 스텝 웨지의 각 스텝마다 반복한다.

회색도에서는 가장 어두운 회색도가 보통 영점으로 결정되고, 반면 가장 밝은 
회색도가 255 의 값으로 결정된다. 이 값은 X-선 필름 밀도의 역순이다.

D.4 결과의 해석

알루미늄 스텝의 각각의 스텝 두께에 대한 개개의 광학 밀도를 도표로 만든다. 
두께가 Ts인 시편의 밀도값을 얻고, 도표로부터 이 광학 밀도에 해당되는 알루
미늄의 두께 Ta를 결정한다. 시편의 방사선-불투과도(알루미늄 동량값)값은 
(Ta/Ts)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이 값이 1 이상이라면, 이 재료는 3.7 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제조자가 구체적인 방사선-불투과도(표 2 의 9 번 항목 참조)를 제공한다면, 
위에서 결정된 알루미늄 동량값은 제조자에 의해 제공된 값보다 0.5 mm 이상 
작아서는 안 된다.

스텝 웨지의 알루미늄 두께에 대한 광학 밀도 도표는 방사선 촬영 과정에 따른 
작은 변화로 인하여 각각의 방사선 촬영 노출로 만들어져야 한다.

디지털 장비를 사용한 방사선-불투과성 결정이 완료되면, 기존 장비에서 사용되
었던 동등한 방법으로 결과 해석이 이루어진다(예, 광학 밀도 대신 회색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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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
색조 및 색 안정성 측정－수복용과 합착용 재료에 한함

E.1 시험 장비

E.1.1 캐비넷, (37 ± 1) ℃를 유지할 수 있는 수조 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

E.1.2 광원, 수조 그리고 기타 장치, ISO 7491에 따름

E.1.3 필름, (50 ± 30) μm 두께, 광 조사에 의해 재료의 활성화가 가능한 투명한 
재질, 예를 들면 폴리에스터

E.2 시험 시편 제작

D.1.2.5 에 설명된 몰드를 이용하여 D.2 에 설명되어 있는 (1.0 ± 0.1) mm 두께의 
2개의 디스크 시편을 제작한다.

E.3 시험 절차

첫 번째 시편을 어둠 속에 (37 ± 1) ℃의 물속에 7 일 동안 보관하고 이를 기준 
시편이라 한다.

두 번째 시편을 첫 번째 시편과 같은 방식으로 (24 ± 2) 시간 동안 보관하고, 시편의 
반을 알루미늄 포일이나 주석 포일로 감싼다. 이 시편을 발광실(radiation chamber)로 
옮겨서 (37 ± 5) ℃의 물속에 담그고 24 시간 동안 빛에 노출시킨다. 물의 높이가 
시편보다 (10 ± 5) mm 높은지를 확인한다. 노출 완료 후, 금속 포일을 제거하고, 
시편을 (37 ± 1) ℃ 오븐으로 옮기고 어둠 속 물에 5 일 동안 보관한다. 두 번째 
시편의 반반 양쪽을 서로 비교하고 기준 시편과 제조자 지정 색조 가이드(표 2 의 
6 번 항목 참조)와도 비교한다. 색상의 비교는 ISO 7491 와 3.8 에 따라서 수행한다.

위에 설명된 색상 비교는 세 명의 개별적인 관찰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E.4 결과의 처리

3명의 개별 관찰자의 관찰을 기록하고, 3.8 에 설명된 요구사항과 비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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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카트리지형주사기
(관련규격 : ISO 11608-1:2012)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 소분류 A54030.01 카트리지형주사기 중 주사침 및 교체형 혹은 비-교체형 용기와 
함께 사용되는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 적용된다. 용기는 제조자 혹은 
사용자에 의해 채워지는 1회(single-)/수회(multi-) 용량 주사기 기반 및 카트리지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다.
전자식 또는 전기기계식 구성품이 장착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과 자동화 
기능이 장착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사침을 
사용하지 않는 주사기와 치과용 국소 마취제 주입을 위해 사용되는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규격에서 주사침 기반 주사기 시스템(NIS)은 카트리지형주사기를 의미한다. 

2. 용어 및 정의

이 규격에서는 다음의 용어 및 정의를 사용한다.

2.1 캡(cap)
주사기 및 그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

2.2 용기(container), 카트리지(cartridge)
주사용 의약품을 담는 1차 포장(단일 구획이나 다중 구획)

2.3 용량 전달 효율(dose delivery efficiency)
채워진 부피에 대한 배출된 용량의 비율

주1) 용량 전달 효율은 백분율로 표현된다.

주2) 용량 전달 효율은 사용자가 채운 1회 용량 용기를 완전히 비우도록 설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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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용량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4 다이얼 해상도(dialling resolution)
용량 간에 선택될 가능한 최소 증가분

2.5 용량 정확도(dose accuracy)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 설정된 의약품의 용량을 전달하는 정확도

2.6 “전달된 용량” 표시(“dose delivered” indication)
전달된 의약품의 양을 표시하는 용량 창에 나타난 용량 번호

주1) 이는 잔여 부피보다 더 큰 용량을 설정할 수 있는 가변형 수회 용량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 적용된다.

주2) 용량표시창이 전달되고 남은 약물의 양을 표시한다면, “전달된 용량”은 
“의도된 용량-전달되고 남은 약물의 용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

2.7 제조자 충전식(manufacturer-filled)
의약품의 제조자에 의해 미리 채워져서 사용자에게 공급된 용기

주) 이런 의약품은 액체 형태이거나 동일한 용기 내에서 희석제로 동결 건조된 
것일 수 있다.

2.8 최소 전달가능 용량(minimum deliverable dose)
제조자가 용기를 완전히 비우기 위해 설계된 1회 용량 제조자 충전식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안에서 전달하기로 보장한 최소 용량

2.9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needle-based injection system)
주사침과 수회 용량 혹은 1회 용량 용기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주입함으로써 비경구적 
투여를 목적으로 하는 주입시스템

주) 이 용어를 “카트리지형주사기”라고 할 수 있다.

2.10 사전 설정(pre-setting)
사용자가 주사하기 위해 의약품 개개의 양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



- 220 -

주) 용량은 제조자나 사용자에 의해 사전 설정될 수 있다.

2.11 잔류 눈금(residual scale) 
용기 속에 있는 의약품의 잔량을 표시하는 눈금

2.12 사용자 포장(user packaging)
사용설명서를 포함하여, 동일한 품목이며 동일한 제조단위로부터 나온 기기 1대 
혹은 기기 컬렉션과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

2.13 사용자 충전식(user-filled)
별도 의약품 혹은 희석제 용기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채워지거나 재구성되는 용기
(동결 건조 형태인 경우)

3. 기호 및 약어

3.1 NIS, 주사침 기반 주사시스템.

3.2 Vset,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용량 정확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전에 설정된 3개의 용량(부피로서 표현되며 단위는 ml) 중 하나. Vset은 다음 중 
하나로 정한다.

1) 최소 용량(Vset = Vmin) (사용설명서에서 지정됨)
2) 최대 용량(Vset = Vmax) (사용설명서에서 지정됨)
3) 중간점 용량(Vset = Vmid), Vmid는 (Vmin + Vmax)/2에 가장 가깝도록 설정된 상태

주 1)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권장 용량은 용량 정확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
전에 설정된 용량과 상이할 수 있다.

주 2) B1 및 D1의 시스템 설계에서는 Vset을 제조자-충전 또는 사용자-충전 부피와 
동일하게 정의한다. B2 및 D2의 시스템 설계에서는 Vset을 제조자-충전 또는 
사용자-충전 부피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사전에 설정된 하나의 용량과 동일하게 
정의한다. A 및 C의 시스템 설계에서 최종 용량 정확도 평가의 경우에서는 Vset을 
Vmid, TP 또는 용량 오차(TP의 명시된 백분율 내에서 용량범위를 넘어서 평가된)와 
동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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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Vmeas, 해당 Vset에 대한 부피 측정값(ml)

3.4 Gmeas, 해당 Vset에 대한 중량 측정값(g)

3.5 ρ, 밀도(g/ml)

3.6 p, 확률 함량(Probability content).

3.7 Y, 해당 시험에 필요한 주사기의 수

3.8 R, 해당 시험에 필요한 반복 횟수. 한번 반복은 무작위 순서의 Vmin, Vmid 및 
Vmax를 포함한다. 반복 횟수는 6이다.

3.9 n, 각각의 Vset에 대해 행해질 측정(Vmeas) 횟수.

3.10  , 시료의 평균값; 무작위 시료를 바탕으로 할 때 실제 평균의 추정치:

     

3.11 s, 샘플의 표준편차; 무작위로 샘플을 시험하였을 때, 실제 표준편차의 추정치:

       

3.12 k, 각 용량 설정에서 사용된 신뢰수준(95%), 확률 함량(p), 정확도 측정 횟수
(n)로부터 결정된 k 값, 또는 허용오차 한계 계수(tolerance limit factor).

3.13 k , 다음 방정식으로부터 결정된 실제 k 값:

양쪽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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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3.14 k , ISO 16269-6:2005(부속서 D 및 E) 또는 부속서 B에 있는 검색표에서 
찾은, 목표 k 값.

3.15 DR, 다이얼 해상도,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최소 다이얼 증가량.

3.16 α, 절대항으로 사전 설정 용량의 규격상한(upper specification limit) 및 규격
하한(lower specification limit) 정의하는 데 사용된 절대오차(ml).

3.17 β, 상대항으로 사전 설정 용량의 규격상한(upper specification limit) 및 규격
하한(lower specification limit)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상대오차(%).

3.18 TP, Vset에서의 규격상한(upper specification limit) 및 규격하한(lower 
specification limit)이 절대항에서 상대항으로 바뀌는 전이점 부피(ml)(즉, α와 β가 
같을 경우 Vset):

    ×

3.19 USL, 주어진 Vset에서의 규격상한(upper specification limit).

3.20 LSL, 주어진 Vset에서의 규격하한(lower specification limit).

3.21 RF, 무선 주파수

4. 요구사항

4.1 일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성능을 증명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시스템이 이 
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제조자는 시스
템에 사용하도록 명시된 적절한 부속품(예, 주사침과 용기) 및 특성이 규격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4.2 시스템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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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설계 및 용기의 차이점(예, 수회 용량, 부분적으로 배출되는 1회 용량, 그리고 
완전히 배출되는 1회 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 및 용량 정확도 방법을 고려
중인 주사시스템과 명확히 연관시키기 위해 다음 시스템 명칭을 제공한다. 용기는 
제조자 충전식이거나 사용자 충전식일 수 있다.

표 1은 다양한 주사침 기반 주사기 시스템(NIS)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시스템 명칭

수회 용량 용기 1회 용량 용기
A
교체가능 용기를 사용하는 주사침 기반 
주사기.

각 용기는 수회 용량을 보유하며, 그 크기는 
고정형 혹은 가변형일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한 용량의 사전 설정).

B1
교체가능 용기를 사용하는 주사침 기반 
주사기.

각 용기는 1회 용량을 보유하며, 전달 가능
한 약물이 한번에 배출된다.

B2
교체가능 용기를 사용하는 주사침 기반 
주사기.

각 용기는 1회 용량을 보유하며, 전달 가능한 
약물이 부분적으로 배출된다.

C
통합형으로 교체 불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주사침 기반 주사기.

각 용기는 수회 용량을 보유하며, 그 크기는 
고정형 혹은 가변형일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한 용량의 사전 설정).

D1
통합형으로 교체 불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주사침 기반 주사기.

각 용기는 1회 용량을 보유하며, 전달 가능한 
약물이 한번에 배출된다.

D2
통합형으로 교체 불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주사침 기반 주사기.

각 용기는 1회 용량을 보유하며, 전달 가능한 
약물이 부분적으로 배출된다.

4.3 측정 불확도 및 규격의 준수
ISO/IEC 가이드 98-3(GUM)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실험실에서 측정 불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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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표현한다.

규격에 대한 적합성은 ISO 14253-1에 따라 설정된다.

4.4 일반 설계 요구사항
1) 용기 홀더는 전달할 수 있는 부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조

자는 잔류된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눈금의 필요 여부, 그리고 전달가능 부피를 
얼마단위로 볼 수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2) 시스템 명칭 B2 및 D2를 제외하고,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용기에서 
기재된 전체 부피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3) 용기가 사용자 충전식이며, 시스템 명칭이 B1인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
(NIS)은 기재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용기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최대 부피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4) 주사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용량을 사전 설정하도록 요구한다면, 주사기는 설정된 
용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단위(예, ml, mg, 
국제단위) 또는 의사가 전달되는 약물에 적절하다고 명시한 설정방법(예, 숫자, 
문자, 백분율)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조자가 용량을 사전에 설정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그 용량을 기기 또는 시스템에 라벨링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시각적인 방법과 촉각적 및/또는 청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사전 설정사항을 
표시해야한다.

6)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최소한 시각적인 방법으로 주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7) 용량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을 때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상태와 
용량이 전달이 완료된 후의 상태는 달라야 한다. 이 차이점은 가시적이어야 한다.

8)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시각적, 청각적 혹은 촉각적 방법, 혹은 이 
방법들의 조합으로 주사 스트로크(stroke)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9) 시스템 명칭이 D2인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작동된 후에는 남아있는 
약물 전달이 불가능하고, 기기를 재작동 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10) 가변형 수회 용량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시스템 명칭 A 및 C)은 
다음과 같이 설계해야한다.
가) 용기에 남은 것보다 더 큰 용량이 사전 설정될 수 없도록, 혹은
나) 사전 설정된 용량이 용기 속에 남은 의약품의 양을 초과한다면, 약물 전달이 

불가능하도록, 혹은
다) 전달된 의약품의 양을 표시하도록, 혹은
라) 전달되지 않은 의약품의 양을 표시하도록(사전 설정 용량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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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정형 수회 용량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전체 고정된 용량에 부족한 
양이 남아 있다면, 용량의 사전 설정을 할 수 없어야 한다.

12)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명시된 주사침과 함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
된다. 

13)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명시된 용기와 함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
된다.

14) 3세 미만의 아동이 삼킬 수 있는 소형 부품이 설계되어있다면,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기재사항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경고를 포함시켜야 한다.

15)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과 의약품 접촉과 관련한 부작용은 제조자에 
의해 평가되고 완화시켜야 한다. 

16)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생물학적 요구사항은 ISO 10993-1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7) 이 규격의 요구사항이 허용기준이 없는 시험방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기기의 의도된 사용목적에 적절한 규격과 허용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5. 시약 및 기구

5.1 일반
요구되는 정확도(교정) 및 정밀도(Gauge R&R)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적합한 
시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시험 장치의 반복성 및 재현성(Gauge R&R)은 
어떤 측정 시에도 허용된 오차범위의 20 % 이하여야한다. 파괴시험 측정의 경우
에는 Gauge R&R이 허용된 오차범위의 30 % 이하여야한다. 최소한, 정밀도
(Gauge R&R)는 표준편차 ± 2를 보장해야 한다(그것에 의해 변동의 약 95 %를 
보장한다).

예) 측정 규격 한계가 ± 0.01 ml(0.02 ml의 범위)인 측정시스템은 정밀도(Gauge 
R&R)/허용오차 범위 비율이 20 %인 정밀도(Gauge R&R)로부터 나오며, 이는 정
밀도(Gauge R&R)[4개 표준 불확도] 0.02 ml/5 = 0.004 ml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의 불확도는 표준편차 ± 2이며(GUM), 이는 0.002 ml와 같다.

전달된 모든 용량(Vset)은 중량 Gmeas(g으로 표현)로 기록한다. 이 기록은 환경조건
에서 시험 용액에 대한 밀도(ρ) (g/ml으로 표현)를 이용하여 부피(Vmeas)로 변환된다.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중량 측정값을 부피측정값으로 변환할 수 있다.

Vmeas = Gmeas/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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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험 용액
시험 용액은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이 주사되는 원래의 의약품 혹은 유사한 
특성의 용액이다.

5.3 저울
저울은 최소 전달 용량의 1 %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5.4 자유 낙하 시험을 위한 시험 표면
시험 표면은 매끄럽고, 단단하며 견고한 3 mm 두께의 강철로 만들어야 하며, 두께 
10 mm 이상인 목재로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6. 용량 정확도(Dose accuracy) 결정

6.1 일반사항
설계 규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용량 정확도 시험은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
(NIS)이 충족해야 할 요소이다. 규제 요구사항이 더 엄격한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시스템이 이를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용량 정확도 허용기준을 
조절해야 한다. 이런 규제 요구사항이 덜 엄격하다면, 제조자는 허용기준을 확대
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다.

용량 정확도는 다양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수를 선택하고 시험하여 결정
한다.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수는 해당 시험에 대한 용기 및 정확도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용기를 완전히 비우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충전식 
1회 용량 주사침 기반 시스템의 경우, 정확도는 용량-전달 효율로서 평가될 수 
있다. 용기를 완전히 비우기 위해 설계된 제조자 충전식 1회 용량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경우, 정확도는 최소 전달가능 용량(즉, 기재사항의 부피)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정확도 측정치는 정규분포(혹은 정규분포로 변형될 수 있다는)라는 것과 각 측정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가정하면, 다음 방법은 정확도 측정이 각 Vset에 대한 통계적 
허용오차 구간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 구간이 
샘플을 채취하는 실제 모집단의 최소비율(확률 함량, p)을 포함할 고정 확률(신뢰
수준)이 있는 경우의 구간이다. 통계적 허용오차 구간은 양쪽 또는 한쪽(예, 용량 
효율 및 최소 전달가능 용량 평가)이며, 구간의 한계를 “통계적 허용오차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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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자연 처리 한계”라 한다.

표 2는 시스템 명칭별 용량 정확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하위조항의 요약이다.

표 2. 용량 정확도 평가 매트릭스

용량 정확도 매트릭스
시스템 명칭

A B1 B2 C D1 D2

필요한 용량 결정 6.3.1 6.3.2 6.3.2 6.3.1 6.3.2 6.3.2

정확도 한계 결정 6.4.2.1 6.4.2.2 6.4.2.1 6.4.2.1 6.4.2.2 6.4.2.1

최종 용량 정확도 한계 결정
(가변형 용량에만 적용)

6.4.3 N/A N/A 6.4.3 N/A N/A

최종 용량 오차 계산
(가변형 용량에만 적용)

9.3 N/A N/A 9.3 N/A N/A

용량 효율 계산 
(사용자 충전식에만 적용)

N/A 6.4.4 N/A N/A 6.4.4 N/A

허용오차 구간 계산 6.4.5 6.4.5 6.4.5 6.4.5 6.4.5 6.4.5

6.2 주입 부분
수회 용량 용기의 경우, 주입 부분은 그림 1에 정의된 바와 같다.

1. 전면 1/3
2. 중간 1/3
3. 후면 1/3

그림 1. 3개 부분을 나타내는 개략도

주1) 최대 설정된 용량이 라벨링된 부피의 1/3 이상을 차지한다면 용기는 3개 
구간이 아닌 2개 구간으로 분리될 수 있다.

주2) 제시된 용기의 설계는 예시이다. 이와 다른 용기 설계는 모든 3개 부위(가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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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사용 및 거의 비었음)가 예상대로 수행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한다.

6.3 용량 설정

6.3.1 수회 용량 용기(시스템 명칭 A 및 C)

6.3.1.1 가변 용량 기기
1) 3개 용량이 사용된다; Vset은 최소(Vmin), 중간(Vmid) 및 최대(Vmax) 중 하나와 

같다.
2) 각 Vset 1개 용량은 각각의 용기로부터 채취한다.
3) 모든 반복 순서대로 시험한다(Vmin, Vmid, Vmax; Vmax, Vmin, Vmid; 등.). 세부내용은 

부속서 A에 제공되어 있다.
4) 투여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Vset이 용기 포장의 전면 1/3, 중간 1/3 및 

후면 1/3 부분으로부터 전달되도록 하거나, 용기의 전달가능 부피를 나타내는 
부위로부터 일정하게 샘플을 채취한다.

6.3.1.2 고정 용량 기기
1) 1개 용량을 사용한다. Vset은 고정 용량과 같다.
2) 1개 용량은 각 용기로부터 얻는다.
3) 투여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Vset이 용기 포장의 전면 1/3, 중간 1/3 및 

후면 1/3 부문으로부터 전달되도록 하거나, 용기의 전달가능 부피를 나타내는 
부위로부터 일정하게 시료가 채취된다.

6.3.2 1회 용량 용기(시스템 명칭 B 및 D)
6.3.2.1 완전 배출
시스템 명칭 B1 및 D1에 대해서는, 1개 용량을 사용한다. Vset은 전달된 용량과 
같다.

6.3.2.2 부분 배출
6.3.2.2.1 가변 용량 기기
3개 용량을 사용한다. Vset은 최소(Vmin), 중간점(Vmid) 및 최대(Vmax)와 같다.

6.3.2.2.2 고정 용량 기기
1개 용량을 사용한다. Vset은 사전 설정 용량과 같다.
6.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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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일반
용량 정확도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달된 모든 용량들의 확률 
함량(p)이 3개 용량 설정(고정 용량 시스템의 경우에는 1개 용량 설정)에 대해 제안된 
상한 및 하한 규격 한계 이내에 해당할 것이라는 95 %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

최소 전달가능 용량 요구사항(제조자 충전식 용기가 있는 시스템 명칭 B1 및 D1에 
대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달된 모든 용량들의 확률 함량(p)은 최소한 의약품 
기재사항에 명시된 최소 전달가능 용량으로 정의된 하한 규격 한계 이상이라는 
95 %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

용량 전달 효율 요구사항(사용자 충전식 용기를 사용하는 시스템 명칭 B1 및 D1에 
대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달 효율의 확률 함량(p)은 최소한 용량 효율의 
하한 규격 한계 이상이라는 95 %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 6.4.4에 따라 용량 전달 
효율을 계산한다.

최종 용량 정확도 요구사항(시스템 명칭 A 및 C에 대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기가 
남아있는 부피 이상으로 용량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용량 오차 계산의 확률 
함량(p)은 최소한 제안된 허용가능 용량 오차에 대한 상한 및 하한 규격 한계 
이내라는 95 %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

시험에서 각 Vset 1개 용량은 1개 주사기에서 채취할 수 있다.

확률 함량(p)은 특정 시험에 의해 규정되며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6.4.2 용량 정확도 한계 결정

6.4.2.1 양쪽 용량 정확도 한계(Two-sided dose accuracy limits)(시스템 명칭 A, C, B2, D2)

규칙 1: 절대오차(α)(ml)는 기기의 최소 다이얼 해상도(DR)와 같고, Vset이 TP 
이하일 때 사용된다.

규칙 2: 상대오차(β)(%)는 Vset의 5 %와 같고, Vset이 TP를 초과할 때 사용된다.

α와 β가 같은 경우에 TP는 Vset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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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 

 

규칙 3: 고정 용량 기기의 경우, 고정 용량이 0.2 ml 미만이라면 절대오차(α)는 
0.01 ml며 고정 용량이 0.2 ml를 초과한다면 5 %이다.

예 1) 다이얼해상도(DR)가 0.01 ml인 경우, α는 0.01 ml이고, β는 5 %이므로:

TP = 
×

 = 0.20

예 2) 다이얼해상도(DR)가 0.005 ml인 경우, α는 0.005 ml이고, β는 5 %이므로:

TP = 
×  = 0.10

예 3) 상한 및 하한 규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Vset ≤ TP이면:
U = Vset + α

L = Vset - α.

Vset > TP이면:
U = Vset + (β ⋅Vset)/100
L = Vset - (β ⋅Vset)/100

제조자가 시스템 명칭 A, C, B2 및 D2에 대한 의도된 투여량 및 정확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절대적 혹은 상대적 범위보다 개별적으로 더 적절히 규정한다면(즉, 
규칙 1, 2 및 3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시험된 투여량 및 그 규격 한계
(specification limit)를 기재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 한계는 주사침 
기반 시스템의 다이얼해상도(DR)보다 더 클 수 없다. 시스템 명칭 D2에 대해서는, 
다이얼해상도(DR)가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스템 명칭 A 및 C에 대해서는 만약 제조자가 특정 투여가 다른 투여 시와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면(예, 시스템의 사용목적상 준비단계가 필요 
없을 경우, 첫 번째 투여 용량), 이러한 특정 데이터 값을 분석할 때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고려한다(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용량 정확도를 수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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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기의 특정 용량으로부터 취한 각각의 데이터 값은 제조자가 정한 규격 한계를 
바탕으로 용량 정확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2) 특정 용량 데이터 값은 모두 모든 기타 용량의 통계적 분석에서 배제될 수 있다.

6.4.2.2 한쪽 용량 정확도 한계(One-sided dose accuracy limits)(시스템 명칭 B1 및 D1)

1) 사용자 충전식 용기의 경우, 용량 전달 효율 평가용 한쪽 하한 규격 한계는 
제조자가 결정한다.

2) 제조자 충전식 용기의 경우, 최소 전달가능 용량에 대한 한쪽 하한 규격 한계는 
의약품 기재사항으로부터 결정된다.

6.4.3 최종 투여량 오차와 최종 투여량 정확도 한계의 결정(시스템 명칭 A및 C)

잔여 부피를 초과하는 용량의 설정이 불가능한 가변 용량 기기의 경우, Vmin 혹은 
TP 용량과 같은 Vset을 이용하여 6.4.2에 기술된 바와 같은 용량 정확도 한계를 
설정한다.

잔여 부피를 초과하는 용량의 설정이 가능한 가변 용량 기기의 경우, 최종 용량은 
용량 오차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시스템 치수 내에서의 정상적인 변동에서는 한 
기기 또는 용기에서 다음까지 정확하게 동일한 최종 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동일한 최종 용량 평가의 불확도를 설명하기 
위해, TP의 10 % 이내에 해당하는 다양한 다른 최종 용량을 평가하여, 평균 용량 
오차(이상적으로는 0에 맞춘다)가 각각의 용량별로 계산되도록 한다. 개별 최종 
용량 오차(백분율로 표현)는 0.20 ml의 TP를 이용하여 다음 예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산 한다 :

1) 최종 용량 정확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용량의 범위는, TP가 0.20 
ml인 경우, 0.18 ~ 0.22 ml이다. 이 범위는 TP의 ± 10 %다.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이 이 범위 이상이나 미만의 값을 나타내는 용량은 최종 용량 
정확도 결정에 사용될 수 없다.

2) 각 최종 용량 측정값(Vmeas)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백분율로 최종 용량 오차를 
계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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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된용량표시
전달된용량표시

× 

3) TP 이상의 평균 최종 용량 오차에 대한 상한 규격 한계(U)(즉, 상대오차):

  U = 5 %

4) TP 미만의 평균 최종 용량 오차에 대한 하한 규격 한계(L)(즉, 다이얼 해상도
(DR)를 바탕으로 한 절대오차이며 음의 백분율로 표현):

 최종용량범위의하한값


이 예시에서, 다이얼 해상도(DR)는 0.01 ml; 최종 용량 범위의 하한값은 0.18 ml
이다.

 


×  

주) 다른 최종 용량 측정 범위가 사용된다면(예, TP의 약 20 %), 최종 용량 오차에 
대한 규격 한계는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6.4.4 용량 전달 효율 계산(시스템 명칭 B1 및 D1, 사용자 충전식)

1) 사용자가 받은 대로(즉, 비어있는 상태로) 용기의 질량을 측정하여 m1이라 한다.
2) 채워진 용기의 질량을 측정하여 m2라 한다.
3) 용기 및 약물 전달 후 잔류물의 질량을 측정하여 m3라 한다.
4) 다음 사항에 의해 용량 효율을 계산한다.

    

 
× 

주) 시스템 명칭 D1에 대해서는, 용기는 사용자가 충전하기 전의 전체 기기(즉, 
비어있는 통합형 교체불가능 용기가 있는 기기)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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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허용오차 구간 계산

해당 시험의 용량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1) 평균값(), 그리고 표준편차(s)를 결정한다.
2) 실제 k 값, 혹은 허용오차 한계 계수를 결정한다.

3) 양쪽 통계적 허용오차 구간은 평균값()에 허용오차 한계 계수(k)를 곱한 표준
편차(s)를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다.

 ± k・s                                                        (2)

시스템 명칭 B1 및 D1에 대해서는, 한쪽 통계적 허용오차 구간은 평균값()
에 허용오차 한계 계수(k)를 곱한 표준편차(s)를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다.

−k・s 혹은  + k・s                                           (3)

여기서
는 시료의 평균값
k는 허용오차 한계 계수
s는 시료의 표준편차.

허용오차 한계 계수는 신뢰수준(95 %), 확률 함량(p), 그리고 취해진 측정 횟수
(n)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주 1) 예를 들어, 용량 효율에 대해, 한쪽 평가는 최소한 모든 용량의 97.5 %가 x % 
(x의 값은 제조자가 결정) 이상의 용량 효율을 갖는 95 % 확률을 필요로 한다.

주 2) ISO 16269-6:2005, 부속서 E는 실제 모집단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모를 때 
양쪽 통계적 허용오차 구간을 구축하기 위한 허용오차 한계 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부속서 A는 정확도 평가 예시를 제공한다. 표 B.1은 0.95 및 0.975 확률 함량(p)
에서 95 % 신뢰수준에 대한 한쪽 허용오차 한계를 제공하며, 표 B.2는 95 % 
신뢰수준에 대한 더 포괄적인 양쪽 허용오차 한계를 포함한다.

7.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준비 및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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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에 따라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준비한다.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작동이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작동법을 따르도록 
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수동으로나 자동으로 조작한다.

주사 스트로크를 완료한 직후 혹은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저울을 이용
하여 전달된 용량(Gmeas)을 결정한다.
교체가능 용기를 사용하고, 내장형으로 작동횟수가 제한되어있는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최대 작동횟수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

8. 시험 매트릭스

표 3은 4.1에 기술된 시스템 명칭에 대한 시험 요구사항을 요약한다. A.3항은 
요구된 시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1) 각 Vset별로, 목표 k는 Vset당 측정 횟수(n)에 해당한다. 전체 측정 횟수가 변경
되면, 해당 목표 k도 변경된다.

2) 양쪽 허용오차 구간에 대한 목표 k 값을 ISO 16269-6 혹은 표 B.2에서 선택한다.
3) 한쪽 허용오차 구간에 대한 목표 k 값을 ISO 16269-6 혹은 표 B.1에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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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험 매트릭스

시스템 명칭

A B C D 간략한 설명
확률 함량

P

주사기당 
반복수

R

Vset당 
총 측정

n

양쪽 목표
k

한쪽 목표
k

저온, 표준, 고온 
환경 (9.2)

저온, 표준, 고온 
환경 (9.2)

저온, 표준, 고온 
환경 (9.2)

저온, 표준, 고온 
환경 (9.2)

5 °C, 23 °C 및 40 °C에서 용
량 정확도(DA)시험

0.975 1 60 2.670 2.384

최종 용량 
정확도(9.3)

해당 없음
최종 용량 
정확도(9.3)

해당 없음
최종 용량 표시에서 용량 정
확도(DA)

0.975
최종 용량 

1개에만 해당
60 2.670 2.384

수명주기
(life cycle) 
시험(9.4)

수명주기 
시험(9.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5주기 x 예상 수명,
표준 용량 정확도(DA)

0.95 1 20 2.760 2.396

자유낙하[9.5 1) 
및 3), 시스템 

명칭 A, B1, B2]

자유낙하[9.5 1) 
및 3), 시스템 

명칭 A, B1, B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m 낙하 x 3개 방향 후, 검
사 및 표준 용량 정확도(DA) 

0.95 1 20 2.760 2.39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자유낙하[9.5 2) 
및 4), 시스템 

명칭 C, D1, D2]

자유낙하[9.5 2) 
및 4), 시스템 

명칭 C, D1, D2]

1m 낙하 x 3개 방향 후, 검
사 및 표준 용량 정확도(DA) 

0.95 1 21 2.731 2.371

건열/냉온 
보관(9.6)

건열/냉온 
보관(9.6)

건열/냉온 
보관(9.6)

건열/냉온 
보관(9.6)

70 °C 혹은 -40 °C에서 처리
한 후 표준 용량 정확도(DA)

0.975 1 60 2.670 2.384

습열(9.7) 습열(9.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0 °C,  93%
RH에서 처리한 후, 표준 용
량 정확도(DA)

0.95 1 20 2.760 TBD

주기(9.8) 주기(9.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6일 이상 5∼55 °C 사이의 주
기 x 6회 후, 표준 용량 정확
도(DA)

0.95 1 20 2.760 2.396

진동(9.9) 진동(9.9) 진동(9.9) 진동(9.9)
진동 후 검사 및 표준 용량 
정확도(DA) 

0.95 1 20 2.760 2.396



9. 시험 설명

9.1 일반사항

9항에 기술된 각 시험에 대해, 각 전처리 및 시험 요구사항 후에 다음 평가를 
수행한다.

1) 10.1에 따라 육안 검사를 수행한다.
2) 10.2에 따라 용기 검사를 수행한다.
3) 10.3에 따라 용량 정확도 시험을 시행하고 용량 정확도 허용기준을 평가

한다.
4) 9.3 및 9.4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전처리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설명서를 

바탕으로 전체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5) 해당 시험 설명에 대해 별도로 지시되지 않는 한, 다음 환경조건을 적용

한다(용기 및 부착되지 않은 주사침이 조립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
(NIS)은 최소한 4시간 동안 시험 환경조건에 적응을 시킨다):

- 온도: (23 ± 5) °C
- 상대습도: (50 ± 25) %RH.

시스템 명칭 A 및 C에 대해서는, 용기의 전면에서 1/3이 투여되고, 중간에서 
1/3이 투여되며 후면에서 1/3이 투여되는 방식으로 주사를 준비한다(그림 1 
참고). 모든 반복 순서는 용기의 각 구간으로부터 전달되지만, 명시되지 않는 한 
이는 요구사항이 아니다.

주 1) 9.2, 9.3, 9.4, 9.6 및 9.7에 대해서는, 용기 검사가 필요 없다.

주 2) 자유 낙하 시험에 대해서는, 9.5에 기술된 바와 같이 평가를 이미 수행
하였기 때문에 용기 검사가 필요 없다.

9.2 저온, 표준 및 고온 환경시험

9.2.1 전처리



표 4. 시험조건

조건 저온 표준 고온

온도(°C) (5 ± 3) (23 ± 5) (40 ± 2)

습도(%RH)
습도 요구사항 

없음
(50 ± 25) (50 ± 10)

용기와 부착되지 않은 주사침을 조립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표 
4에 제시된 환경조건에서 최소한 4시간 동안 시험 챔버 속에 넣어둔다.

9.2.2 시험
시스템 명칭 A 및 B에 대해서는, 표 4에 명시된 각 조건에서 동일한 세트로 
정확도 측정을 수행한다. 시스템 명칭 C 및 D에 대해서는, 표 4에 명기된 각 
조건에서 3개 다른 세트로 정확도 측정을 수행한다.

수회 용량 시스템(시스템 명칭 A 및 C)에 대해서는 1/3은 용기의 전면에서 
투여되고, 1/3은 중간에서 투여되며 1/3은 후면에서 투여되는 방식으로 주사기를 
준비한다(그림 1 참고). 모든 반복 순서는 용기의 각 구간으로부터 전달되지만, 
명시되지 않는 한 이는 요구사항이 아니다.

9.3 최종 용량 시험(시스템 명칭 A 및 C만 해당)

9.3.1 일반
고정 용량 기기는 이 요구사항에서 제외된다[일반 설계 요구사항은 4.4 10)
에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최종 용량 정확도는 일반 용량 정확도 요구사항의 
일부며, 일반 용량 정확도 시험은 이러한 최종 용량의 대표 샘플을 포함해야 
한다.

9.3.2 전처리

9.2에 따라 용량 정확도를 결정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된 동일한 주사기를 
선택한다(시스템 명칭 C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사기를 사용한다).

잔여 부피 이상의 용량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가변 용량 기기에 대해서는, 



Vmin 혹은 전이점(TP) 용량과 같은 용량인 Vset이 남을 때까지 각 기기를 조작
한다(제조자가 어떤 용량을 사용할지 결정한다.)

잔여 부피 이상의 용량 설정을 허용하는 가변 용량 기기에 대해서는, 잔여 
전달가능 부피가 TP의 10 % 이내일 때까지 각 기기를 조작한다.

9.3.3 시험
잔여 부피 이상의 용량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가변 용량 기기에 대해서는, 
TP 혹은 Vmin과 같은 Vset를 이용한다.

잔여 부피 이상의 용량 설정을 허용하는 가변 용량 기기에 대해서는, Vmax와 
같은 Vset, 혹은 플런저 드라이브 메커니즘 이동 한계가 TP의 10 % 이내에서 
연동한다는 것을 보증할 만큼 충분히 높은 용량을 이용한다.

9.4 수명주기 시험(시스템 명칭 A 및 B만 해당) - 전처리

9.2에서 이용한 것과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한다(용기는 새로운 것을 사용). 
이 시험은 시스템 명칭 A 및 B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주사기 각 특징(캡 및 주사침 제거와 부착, 주사 등)의 조작을 선택하고 실험
한다. 주사기는 수명주기 동안에 예상되는 최대 조작횟수의 1.5배만큼 작동
시켜야 한다. 시험절차는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사용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이 한정된 시간 혹은 조작횟수 동안 작동 이후에 정지되도록 설계된 
경우, 전체 조작횟수동안 시험해야 한다.

9.5 자유 낙하 시험

다음 목록은 원통형 기기를 수직 및 수평으로 자유 낙하 시험을 기술한다. 
제조자가 특정한 방향이 “최악의 경우”라고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시험해야 
한다.

주) 비원통형 기기(예, 6각형)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다루기 위해 3개 
이상의 방향이 필요할 수 있다.



새로운 용기와 함께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준비
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시스템 명칭 A 및 B

가) 보호용 덮개(예, 캡)를 제거하고, 용기를 삽입하며, 주사침을 부착하고 
사용설명서에 따라 시스템을 준비한다.

나) 주사침이 분리 가능하다면, 침을 제거 하고, 캡을 다시 씌운다.
다) 20개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1,000 mm 높이에서 시험대와 

수평으로 한번, 수직으로 두 번(두 번째 수직 낙하 시 180° 회전) 3회 
자유낙하 시킨다. 주사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낙하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용기가 완전히 부서지도록 파손되면, 용기를 교체하여, 3회가 될 때까지 
낙하를 수행한다. 각 시험 방향별로 교체 가능한 횟수는 3번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시험은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2) 시스템 명칭 C 및 D.

가) 보호용 덮개(예, 캡)를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주사침을 부착하며 
시스템을 준비한다.

나) 주사침이 분리 가능하다면, 침을 분리하고, 캡을 씌운다.
다) 다음의 (1), (2) 및 (3)에 따라 시험대(5.4 참고) 1,000 mm 높이에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자유낙하 시킨다.
 (1) 수평 - 10개의 새로운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낙하시킨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
된다면, 시험에서 제외시킨다.

 (2) 수직 A - 새롭게 추가된 10개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낙하시킨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다면, 시험에서 제외시킨다.

 (3) 수직 B - [(2)의 방향에서 180° 회전] 새롭게 추가된 10개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낙하시킨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다면, 시험에서 제외시킨다.



 (4) 각 시험 방향별로 교체 가능한 횟수는 3번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시험은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3) 시스템 명칭 B1 및 B2.

가) 무균 상태가 파괴될 때까지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
(NIS)을 준비한다.

나) 20개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1,000 mm 높이에서 시험대와 
수평으로 한번, 수직으로 두 번(두 번째 수직 낙하 시 180° 회전) 3회 
자유낙하 시킨다. 주사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낙하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다면, 용기를 
교체하여, 3회가 될 때까지 낙하를 수행한다. 각 시험 방향별로 교체 
가능한 횟수는 3번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시험은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4) 시스템 명칭 D1 및 D2:
가) 무균 상태가 파괴될 때까지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

(NIS)을 준비한다
나) 다음의 (1), (2) 및 (3)에 따라 시험대(5.4 참고) 1,000 mm 높이에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자유낙하 시킨다.
 (1) 수평 - 10개의 새로운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낙하시킨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
된다면, 시험에서 제외시킨다.

 (2) 수직 A - 새롭게 추가된 10개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낙하시킨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다면, 시험에서 제외시킨다.

 (3) 수직 B - [(2)의 방향에서 180° 회전] 새롭게 추가된 10개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낙하시킨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다면, 시험에서 제외시킨다.

(4) 각 시험 방향별로 교체 가능한 횟수는 3번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시험은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표 5. 건열 및 냉온 보관 온도

조건 건열 냉온

온도(°C) (70 ± 2) (-40 ± 3)

습도(%RH) (50 ± 10) 습도 요구사항 없음

표 6. 습열조건

조건 습열

온도(°C) (40 ± 2)

습도(%RH) (93 ± 5)

주) 시스템 명칭 C 및 D의 경우, 모든 방향에서 용량 정확도 평가가 병행된다.

9.6 건열 및 냉온 보관 시험 - 전처리
용기와 주사침이 없이 조립된 새로운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표 5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소한 96시간 동안 시험 챔버에 둔다.

제조자 충전식인 시스템 명칭 C 및 D는 허용 가능한 높고 낮은 보관 온도에서 
전 처리해야 하고, 사용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9.7 습열 시험(시스템 명칭 A 및 B만 해당) - 전처리
용기와 주사침이 없이 조립된 새로운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표 6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소한 96시간 동안 시험 챔버에 둔다.

9.8 주기 시험(시스템 명칭 A 및 B만 해당) - 전처리

주사침 없이 용기만 장착하여 조립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표 7. 교차(cross-over) 주파수가 더 낮은 진동 진폭

주파수 범위
전위/가속

(피크 값)
방향 별 스윕a 횟수

3 Hz – 8 Hz 7.5 mm 4

8 Hz – 300 Hz 2 g 4

주) IEC 60068-2-6:2007의 표 IV 및 그림 1 참고.

a 스윕 속도 = 분 당 1 옥타브.

1) 변형(variant) 1 [IEC 60068-2-30:2005, 그림 2 a) 참고]
2) 온도 하한선: (25 ± 3) °C (습도 요구사항 없음)
3) 온도 상한선: (55 ± 2) °C 및 (50 ± 25) %RH
4) 6회 주기

주) 시험 챔버, 시험조건 및 회복단계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각각 IEC 
60068-2-30:2005, 4, 7 및 9항에서 찾을 수 있다.

9.9 진동시험 - 전처리

용기와 주사침을 장착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 IEC 60068-2-6 및 
표 7에 따라 3개 축 각각에서 진동을 가한다.

 

10. 검사

10.1 육안 검사

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필수적인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상의 표시는 
9항에 기술된 전처리를 받은 후 여전히 가시적이고, 읽기 쉬우며 지울 수 
없어야 한다. 40 ～ 70 cm 판독거리와 (215 ± 20) lx의 조명조건에서 육안 
검사(정상 혹은 교정)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정상 혹은 교정시력으로 
유의한 결함이 있는지 검사한다. 검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유의한 결함 확인
을 포함한다 :



1) 더 이상 볼 수 없거나 쉽게 읽을 수 없는 표시(안전한 기능발휘에 영향
을 미치는)

2) 안전한 기능발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본체 및/혹은 부품 내 균열

3) 안전한 기능발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된 조립 접착제, 이음매 
및 조절

10.2 용기 검사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부서지거나 내용물을 손실이 
일어났다면, 시험을 완료하기 위해 용기를 교체한다. 시스템 명칭 C 및 D에 
대해서는, 시험을 완료하기 위해 추가된 샘플은 전처리를 해야 한다. 명백하지 
않은 손상은 용량 정확도 평가의 일부로서 평가된다.

10.3 용량 정확도 허용기준

해당 Vset에 대해 다음 사항이 충족될 때,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모
집단은 정확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양쪽:
 + (k・s) ≤ U 및  - (k・s) ≥ L                             (4)

한쪽:
 - (k・s) ≥ L 혹은  + (k・s) ≤ U                           (5)

각 Vset에 대해서는, 시험 방정식 (6) 혹은 (7)에 따라 k를 분석한다.

양쪽:

k = 






  


   

                                    (6)

한쪽:

k = 






 

혹은





  

                                   (7)



그리고 해당 Vset에 대해 다음 사항이 충족될 때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
(NIS) 모집단은 정확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k ≥ 선택된 확률 함량 및 측정횟수에 대한 목표 k 

11. 시험 보고서

ISO 13485:2003, 6항에 따라 시험 보고서를 관리한다. 각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시험에 대한 참고자료(예, ISO 11608-1:2012)
2) 물리적 제조자(통상 시험 개시자) 정보
3) 시험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정보
4) 사용한 시험 시스템의 증명자료
5) 사용한 시험 용액의 증명자료
6) 이용한 시험조건 요약을 포함한 시험결과
7) 본 규격과 다른 점에 대한 세부사항
8) 시험 시설의 명칭 및 주소
9) 시험일자
10) 용량 수준
11) 시험한 주사기의 수

12.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12.1 일반사항

잠재적인 사용자의 훈련정도 및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 수반되어야 한다. 제조자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사용설명서는 사용자 포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12.2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12.2.1 일반사항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사용자 포장상의 
기재사항은 뚜렷하고, 읽기 쉬워야 한다. (215 ± 20) lx의 조명에서 40∼70 cm 
판독거리로부터 육안검사(정상 혹은 교정시력)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첨부문서가 포장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2.2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기재사항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기재사항은 최소한 다음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제조자의 이름 혹은 상호명
 주) 상표나 로고로 제조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용자가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3) 적합한 기호에 이어서 배치 코드, 로트번호, 혹은 일련번호

12.2.3 외부 포장의 표시

외부 포장의 기재사항은 최소한 다음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2) 사용자가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내역
3) 포장의 내용물
4)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으로 주사할 목적인 의약품 종류에 관한 정보
5) 적합한 기호에 이어서 제조단위 코드나 제조번호, 혹은 일련번호
6) 특별한 보관조건이나 취급조건
7) 필요하다면 사용기한(YYYY-MM으로 표현된 년월, 예를 들면 2008-12와 

같이 표시하는 연도와 월)



8) 적절한 경우,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일회용이라는 표시
9) 별도로 제공된 경우,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시험한 특정 주사

침 및 용기에 관한 정보.

12.3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 사용기한(만약 있다면), 제조번호, 제조단위 코드 혹은 생략할 수 있는 일련
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12.2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2) 취해야 하는 경고나 주의사항, 예를 들면 사용자가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된 
경우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주사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

3)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위험도:
가) 투여량이 미리 고정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주사할 때 

정확하게 조작횟수를 계산할 수 있는 자만 사용한다.
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전자기 방사 구역(사용 중인 이동전화와 

같은)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지 않으면, 전자 부품이 장착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전자기 방사 구역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4)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부품 및 관련 장비를 안전하게 조합하기 
위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한 충분한 내역

5) 용기 교체, 세척 및 소독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
(NIS)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공정에 대한 정보

6)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 필요한 준비 내역, 
예를 들면:
가) 제품의 조립/해체, 용기 교체 및 주사침 부착
나) 용기 검사와 현탁액 혼합
다) 작동준비에 대한 필요성, 예를 들면,
   (1) 공기 제거,
   (2) 플런저와 리드 나사 사이의 접촉 보장

7) 예를 들면,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가) 용량 설정



나) 잔류 눈금 판독
다) 단계적 주사 절차, 예를 들면, 
   (1) 주사 스트로크 조작,
   (2) 용량 종료 확인,
   (3) 주사 부위로부터 주사침을 빼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

8) 용량 설정 범위
9) 허용된다면, 9.6[(70 ± 2)℃ 및 (-40 ± 3)℃]에 명기된 온도 이외의 보관 

온도 및 의약품이 없는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보관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온도

10) 주사할 부피보다 용기에 남아있는 액체의 부피가 작을 때, 용량 전달 절차
11) 특별한 보관 요구사항
12) 특수한 특징에 관한 설명
13)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이 다음과 같도록 설계되는지 여부:

가) 용기에 남은 것 보다 사전 설정할 용량이 더 클 수 없도록 하거나,
나) 사전 설정 용량이 용기에 남은 의약품의 양을 초과하면 용량이 전달

될 수 없도록 하거나,
다) 전달된 의약품의 양을 표시하거나,
라) 사전 설정 용량 중 전달되지 않은 의약품의 양을 표시한다.

14) 일반적인 문제점 해결 방법, 예를 들면,
가) 용량 수정
나) 주입하는 힘과 주입 완료와 관련된 사항
다) 기포 및 주사침 끝의 주사액 방울의 중요성

15) 시스템 폐기처분과 관련된 특수하고 보통이 아닌 위험도에 대해 취해질 
예방조치.



부속서 A
(참조)

용량 반복, 정확도 및 시험의 이론적 근거

A.1 가변형 수회 용량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 대한 용량 반복
해당 시험별로, 주사 주기 혹은 용량 반복(사전 설정된 3개 용량(Vset)의 무
작위 순서)을 조합하여, Vset을 전달하고 측정하여 용량 정확도를 평가한다. 
3개 사전 설정 용량의 무작위 순서는 6 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다
(R1, R2, R3, R4, R5 및 R6).

R1: Vmin, Vmid, Vmax

R2: Vmin, Vmax, Vmid

R3: Vmid, Vmin, Vmax

R4: Vmid, Vmax, Vmin

R5: Vmax, Vmin, Vmid

R6: Vmax, Vmid, Vmin

용기의 3개 구간 각각에서 이런 반복을 모두 시험하지만, 각 용기로부터는 
오직 1개 반복만 취한다.

A.2 정확도 평가(ml로 표현)

Vset ≤ TP인 경우,
U = Vset + α

L = Vset - α

Vset > TP인 경우,
U = Vset + (β・Vset)/100
L = Vset - (β・Vset)/100

해당 Vset에 대해 다음 사항을 만족할 때,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모
집단은 정확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양쪽 실례를 사용한다).

 + (k・s) ≤ U                                           (A.1)



그리고
 - (k・s) ≥ L                                            (A.2)

예) 용량 정확도 허용오차 한계 계산

Vset(DR = 0.01 ml)인 경우:
Vmin = 0.01 ml
Vmid = 0.16 ml
Vmax = 0.30 ml

그리고 

α = 0.01 ml

β = 5%
라면(ml로 표현),

TP = (100×0.010 ml)/5 = 0.200

Vmin ≤ TP 인 경우, U = (0.010 + 0.010) = 0.020
L = (0.010 - 0.010) = 0.000

Vmid ≤ TP 인 경우, U = (0.160 + 0.010) = 0.170
L = (0.160 - 0.010) = 0.150

Vmax > TP 인 경우, U = 0.300 + (5×0.300 ml)/100 = 0.315
L = 0.300 - (5×0.300 ml)/100 = 0.285

A.3 시험의 이론적 근거

A.3.1 표준, 저온 및 고온 환경시험

이 시험의 목적은 실내외의 조건이 제어되거나 제어되지 않은 “사용 중” 
환경과 합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온도와 습도 범위에 걸쳐 주사기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옥외 조건은 계절적(겨울에서 여름까지) 변동을 포함하고 
실내 조건은 일 년 내내 “실내 온도”의 변동을 반영한다. 라벨링을 통해 “사용 
중” 조건을 제어할 수는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규격에서는 제조자가 시험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A.3.2 최종 용량 정확도 시험
최종 용량은 다른 용량만큼 중요하다고 간주되므로, 제조자에 의해 결정된 
특정 허용량이 없다면, 동일한 정확도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기기 설계를 바탕으로, 최종 용량 정확도를 시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잔여 부피 이상의 용량 설정을 허용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상이한 방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량 전달 이전에는 최종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시험은 최종 용량 부피를 예측하거나 알 수 없을 때 정확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유의 통계적 난관을 수용하기 위해 최종 용량을 특별히 
고려한다.

A.3.3 수명주기(Life-cycle) 시험
수명주기 시험의 목적은 수명주기 중에 예상된 최대 조작횟수의 1.5배를 
사용한 후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사용 중 성능을 확인하는 것
이다. 1.5는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예상 사용율(duty cycle) 이상의 
합리적인 안전계수다. 이 시험은 제조와 환자가 최초로 사용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의 보관은 다루지 않는다.

A.3.4 자유 낙하 시험
자유 낙하 시험의 목적은 외부 포장(또는 운반 케이스)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낙하했을 때 충격 후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용 준비를 하면서 보관 장소에서 꺼내는 상태와 
일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기를 시험한다. 주사침(제거형인 경우)은 없이 
용기는 창착하고, 캡(제공된 경우)이 있는 기기는 캡도 장착하여 시험한다. 
일반적인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수회 용량 기기를 준비한다(주사침을 
빼내고 캡을 교체하여). 1회 용량 기기는 무균 상태가 파손되기 전 지점까지 
조립하고 준비한다. 다른 과정(활성화(arming), 열기, 용량 설정 등)은 수행
하지 않는다.

공칭 높이 1 m를 사용한다(기기를 테이블 윗면에 유지할만한 높이일 가능성이 
있는 높이다). 제한된 사용 중 수명으로 인해 시스템 명칭 C 및 D를 오직 1개 
방위에서만 시험하는 반면, 시스템 명칭 A 및 B 기기는 여러 방위에서 시험
한다.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충격에 따라 일부 유리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에서 수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실패는 사용자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며 사용자는 용기나 전체 주사기를 교체한다.



기기가 일차 용기(the primary container)를 절대적 보호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보호는 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명백한 실패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개 방위에서 3번 이상의 실패가 있다면, 시험은 불합격으로 간주
된다. 이 외에도, 사용자가 용기 파손을 명백히 알 수 없는 경우(예, 의약품 
무균 상태 혹은 2차 액체 경로를 위태롭게 하는 미세 균열)는 육안 및 성능 
평가를 통해 불합격으로 간주된다. 기기가 의도한대로 조작되지 않는 기타 
경우는 모두 불합격으로 간주된다.

A.3.5 건열 및 냉온 보관 시험 
이 시험의 목적은 잠재적으로 극단적인 사용자 상호작용(예, 더운 날씨에 기기를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두거나 우연히 기기를 냉동기 속에 보관하는 경우)은 
물론, 극도의 고온 및 냉온 보관과 운송 조건에 노출된 후 NIS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제조자가 제품의 운송 및 보관 조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라벨에 명시된 
운송 및 보관 조건이 시험에 사용된 조건과 일치한다면, 이런 시험 조건은 
조정될 수 있다. 의약품이 제조자 충전식이거나 NIS와 동일한 포장 속에서 
공급될 때, 그리고 효능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운송 및 
보관 조건 관리가 필요할 때 보통 이 실험이 시행된다. 이와 유사하게, 원자재 
및/또는 부품이 이런 극한상황에 견딜 수 없는 경우와 제조자에 의해 이런 
원자재 사용이 정당화되고 문서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한 
시험조건을 수정 할 수 있다.

가령 라벨링을 수정하고 다른 조건 하에서 검증 시험을 수행하더라도, 이런 
극한상황에서 제품을 시험하면 궁극적인 기기 성능을 이해하는 면에서 추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공급 체인 전반에 걸쳐 관리된 보관 및 운송 조건으
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A.3.6 습열 시험
이 시험의 목적은 동일한 고온 시험 온도지만 훨씬 더 높은 습도에 노출된 
후 주사기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높은 습도와 관련된 수분의 정도는 전
자제품을 포함한 기기 부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시험은 때때로 “담그다(soak)"라고 지칭된다.



의약품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 충전식인 시스템 명칭 C 및 D에 대해서는 
필요 없지만, 주사기 설계의 견고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대해 여전히 
이 시험을 권장한다. 많은 부품과 부품조립이 관리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운송되고 보관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험은 잠재적 문제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A.3.7 주기 시험
이 시험의 목적은 기기 설계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이다. 사용할 원자재와 
부품의 적합성, 그리고 기기 부품의 표면에 응결을 생성할 수 있는 주기적 
온도 변화와 결합하여 높은 습도 조건 하에서의 운송 및 보관을 결정하기 
위해 시험조건(IEC 전기기계 표준을 차용)을 설계한다. 전자식 기기에 대해
서는 응결 형성이 특별한 관심사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온도 변화로 인한 응결
(예, 응결이 용량 창 렌즈를 통해 용량 번호를 볼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 
팽창과 수축의 영향은 모든 기기에 적용될 수 있다.

의약품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 충전식인 시스템 명칭 C 및 D에 대해서는 
필요 없지만, 주사기 설계의 견고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대해 여전히 
이 시험을 권장한다. 많은 부품과 부품조립이 관리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운송되고 보관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험은 잠재적 문제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A.3.8 진동 시험
진동 시험의 목적은 환자가 하루 중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예,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거나 달릴 때) 휴대할 때와 같이 보행중인 환자 보관을 모의 실험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모든 기기에 대한 것이며(전기기계뿐
만 아니라) 포장 없이 기기를 실시한다.



부속서 B
(규정)

한쪽 및 양쪽 허용오차 한계 계수, k

표 B.1 - 한쪽 허용오차 한계 계수



(표 B.1 계속)



(표 B.1 계속)



(표 B.1 계속)



(표 B.1 계속)



(표 B.1 계속)



표 B.2 - 양쪽 허용오차 한계 계수



(표 B.2 계속)



(표 B.2 계속)



(표 B.2 계속)



(표 B.2 계속)



(표 B.2 계속)



69. 합성소재콘돔

(관련규격: ISO 23409:2011)

1. 적용 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B08010.01 남성용콘돔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임과 성매개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합성소재 또는 합성소재와 천연고무 라텍스의 혼합물로 
제조된 남성용 콘돔에 적용된다. 

2.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다.

3. 개별 로트수 
생산을 위한 개별 로트수의 최대 크기는 500,000개 이다. 

4. 윤활제의 양
포장지 내의 윤활제 양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부속서 C에 따라 시험한다. 
적합기준은 제조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 부속서 C에 따라 시험할 때 
윤활제와 함께 콘돔 피막에 묻어있는 분말의 일부도 회수 되므로 윤활제의 
수준을 정할 때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5. 치수 
5.1 길이
각 로트 별로 13개의 검체를 취해 부속서 D에 따라 시험할 때, 모든 콘돔의 
길이는 160 mm 이상이어야 한다. 

5.2 폭 
각 로트 별로 13개의 검체를 취해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하고, 콘돔의 테두리 
링으로부터 (20-50) mm 범위에서 콘돔의 가장 좁은 부분의 폭을 1 mm  단위



까지 측정하고 허용오차가 ± 2 mm 이내이여야 한다.   
만약 부속서 E에 제시된 방법으로 시험하기 부적합한 디자인의 콘돔이거나, 
비드모양 콘돔의 가장 좁은 부분이 테두리 링으로부터 50 mm 이내에 있는 
경우 측정방법은 제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5.3 두께 
두께 측정이 필요한 경우 각 로트 별로 13개의 검체를 취해 부속서  F에 따라 
시험할 때 측정 두께는 제조자가 명시와 두께와 같아야 하고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a) 두께가 0.05 mm 미만인 콘돔의 경우 ± 0.008 mm
b) 두께가 (0.05-0.08) mm 사이인 콘돔의 경우 ± 0.01 mm
c) 두께가 0.08 mm 보다 큰 콘돔인 경우 ± 0.015 mm 
 
6. 전임상 평가 
콘돔의 장벽 특성(barrier properties)은 모의 사용조건과 박테리오파지 phiX 
174와 같은 적합한 대체 바이러스를 이용한 바이러스 통과 연구로 확립되어
져야 한다. 바이러스 통과 특성을 라텍스 콘돔과 비교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 수행을 위한 적합한 절차는 부속서 G에서 제시하고 있다. 검출한계인 
(2×10-6) ml을 상회하는 바이러스 현탁액의 누출을 보이는 합성콘돔의 개수가 
라텍스 콘돔보다 유의적으로 많지 않아야 한다.  95 %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적합한 통계학적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7.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
제조자는 콘돔의 적정 최소 압력이나 부피 등의 파열 특성을 결정할 때, 최소 
2000개 이상의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로트가 한 개 이상인 경우, 로트의 
크기에 비례하여 모든 로트에서 시료를 추출해내야 한다. 위에서 결정된 파열 
부피 및 파열압력의 1.5 백분위 값에서 최소 파열 한계를 설정한다. 이 시험의 
목적을 위해 해당하는 백분위수 χ 는 N 데이터 값을 순위로 매겨서 ｎ번째 
순위의 값을 취해 판단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한다(예, N이 2,000 일때, 낮은쪽 1.5 백분위수는 
31 번째로 낮은 값이다.).  

주1) 합성소재 콘돔 및 라텍스 콘돔 모두 제조자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1.5 백분위 값의 80 %에 해당하는 값을 취하여 이는 장기간 로트 별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허용오차를 산출한다. 

부속서 H에 따라 시험할 때,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은 제조자가 지정한 최소
값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8. 핀홀 
부속서 I 에 따라 시험할 때, 각 로트 별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핀홀과 
찢어짐이 있는 콘돔의 수를 조사해 시험 결과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9. 안정성 및 유효기간 

9.1 일반사항
제품의 유효기간 동안 콘돔은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콘돔의 유효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간의 설정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유효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9.2 에 따라 장기보존시험을 시작했다는 자료 
b) 장기보존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9.3 에 따라 가속노화 시험을 통해 

유효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2 장기보존시험에 따라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시험절차 
부속서 J에 따라 시험한 후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가속노화 시험을 근거로 설정된 유효기간보다 장기보존시험을 통해 결정된 
유효기간이 더 짧은 경우, 장기보존시험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유효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속노화 시험을 근거로 유효기간이 설정된 콘돔의 경우 설정된 유효기간 
동안 장기보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9.3 가속노화 안정성시험을 근거로 한 유효기간의 추정
장기보존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설정된 유효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가속
노화 안정성시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가속노화 안정성시험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부속서 K에서 설명한다.

가속노화 안정성시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주변온도  ℃에서 유효기간 

동안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10. 외관상 결함 
외관상 결함시험은 부속서 I(2.3.3)에 따라 시험한다. 

11. 포장 무결성
부속서 L에 따라 시험할 때 하나 또는 그이상의 유연한 라미네이팅 필름으로 
함께 밀봉된 포장을 시험할 때 시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2. 포장 
각각의 콘돔은 개별 포장에 포장되어 있고 다시 2 차 포장에 여러 개의 개별 
포장된 콘돔이 다시 포장된다. 이들 포장은 운송 또는 보관 중 콘돔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개봉 시 콘돔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개봉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콘돔 포장의 인쇄에 사용되는 재료는 콘돔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사용자에게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13.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a) 윤곽이나 꼭지부위가 있는지, 그리고 색상이나 질감 등 콘돔에 대한 설명
b) 2 차 포장 내 개별 포장된 콘돔의 수
c) 필요한 경우, 제품을 사용한 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내용
d) 사용된 합성물질의 종류와 해당 물질이 천연고무를 함유하는지 표시하는 

내용
e) 콘돔이 일회용이라는 표시 –  콘돔을 재사용한다면 피임 실패나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표시
f) 콘돔에 윤활제 첨가 여부 –  의약품 성분이 첨가되어 있다면 해당 성분을 

정의하고 목적을 표시하며 콘돔이나 윤활제에 방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내용도 표시



g) 손톱이나 장신구 등으로 콘돔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을 제거할 때를 
포함하여 콘돔을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

h) 콘돔을 음경에 씌우는 방법과 그 시기. 성병과 임신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음경과 파트너의 신체가 접촉하기 전에 발기된 음경에 콘돔을 씌워야 한다는 
언급

i) 사용자가 콘돔이 미끄러져 벗겨지는 것을 느끼거나 음경에 너무 꽉 맞으면 
찢어질 수 있으므로 적합한 콘돔 사이즈 선택의 필요성

j) 사정 후 바로 음경으로부터 콘돔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
k) 추가 윤활제가 필요한 경우, 콘돔 종류에 따라 권장되는 윤활제에 대한 

내용
l) 콘돔과 접촉할 수 있는 국소적용 의약품의 적합성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필요성
m) 사용하는 동안 콘돔이 새거나 찢어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최소 72 시간 

내에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n) 사용한 콘돔을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로트 크기 

3,200이하
3,201∼

10,000

10,001∼

35,000

35,001∼

150,000

150,001

∼500,000

500,001

이상

시

험

에 

사

용

하

는

 

시

료 

수 

윤활제의 

양
13 13 13 13 13 13

길이.폭.

두께
13 13 13 13 13 13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

50 80 125 200 315 500

핀홀 315 315 315 315 315 500

외관상 

결함
315 315 315 315 315 500

포장 

무결성
13 20 20 32 32 50

포장 및 

기재사항
13 13 13 13 13 13

부속서 A

로트 수가 5 개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시료 및 불합격 판정 
기준 

1. 품질 검사

콘돔 품질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검사가 요구되어 지며, 최종 단계에서 완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보다 제조단계의 전체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내
에서의 지속적인 검사가 우선시 된다.

2 시료 및 판정의 기준

로트가 5 개 이상인 경우 시료 기준은 표 A.1, 불합격 판정 기준은 표 A.2 와 
같다.
품질관리 및 시판 후 검사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표 A.1 –  시료 기준 



로트 크기 

3,200이하
3,201∼

10,000

10,001∼

35,000

35,001∼

150,000

150,001

∼500,000

500,001

이상

시

험

기

준

에 

부

적

합

한 

시

료

수

윤활제의 

양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길이.폭.

두께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

3 이상 4 이상 6 이상 8 이상 11 이상 15 이상

핀홀 3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4 이상

외관상 

결함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6 이상

포장 

무결성
2 이상 2 이상 2 이상 3 이상 3 이상 4 이상

포장 및 

기재사항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표 A.2 –  불합격 판정 기준



로트 크기 

3,200이하
3,201∼

10,000

10,001∼

35,000

35,001∼

150,000

150,001

∼500,000

500,001

이상

시

험

에 

사

용

하

는

 

시

료 

수 

윤활제의 

양
13 13 13 13 13 13

길이.폭.

두께
13 13 13 13 13 13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

315 315 315 315 315 500

핀홀 500 500 500 500 500 500

외관상 

결함
500 500 500 500 500 500

포장 

무결성
50 50 50 50 50 50

포장 및 

기재사항
13 13 13 13 13 13

부속서 B

로트 수가 5 개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시료 및 불합격 판정 
기준 

1. 시료 및 판정의 기준

로트가 5 개 미만인 경우 콘돔의 시료 기준은 표 B.1, 불합격 판정 기준은 
표 B.2 와 같다.
기술문서 심사 및 허가 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표 B.1 –  시료 기준 



로트 크기 

3,200이하
3,201∼

10,000

10,001∼

35,000

35,001∼

150,000

150,001

∼500,000

500,001

이상

시

험

기

준

에 

부

적

합

한 

시

료

수

윤활제의 

양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길이.폭.

두께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

11 이상 11 이상 11 이상 11 이상 11 이상 15 이상

핀홀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외관상 

결함
6 이상 6 이상 6 이상 6 이상 6 이상 6 이상

포장 

무결성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포장 및 

기재사항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표 B.2 –  불합격 판정 기준



부속서 C
윤활제의 양

1. 원리
콘돔 원재료에 적합한 용매로 포장과 콘돔에서 윤활제를 씻어내고 질량 감
소분을 측정한다. 세척은 초음파 세척이나 손으로 흔들어 씻는다. 최소 13개 
이상 시험해야 한다. 

2. 시험기구
2.1 초음파세척기 또는 비이커와 교반기 같은 적합한 용기 
2.2 1 mg 단위까지 정확한 저울 
2.3 Propanol-2-ol: 실험실용 시약 등급 또는 시험에 사용된 콘돔에 적합한 

실험실용 시약 등급 사용, 콘돔 원재료나 윤활제에 대체 용매가 필요한 
경우 제조자는 대체 용매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시험절차
3.1 각 포장의 무게를 분해능이 1 mg 의 정확도로 측정한다. 
3.2 개별 포장에서 가장자리 3 면을 돌아가면서 조심해서 찢고 콘돔이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꺼낸다. 
3.3 콘돔을 펼치기 전에 가위로 한쪽을 잘라내고, 콘돔을 펼친 후 가능한 한 

윤활제가 최대한 제거되도록 콘돔과 개별 포장지를 닦아낸다.
3.4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경우, 콘돔과 개별 포장을  

Propanol-2-ol에 담그고 초음파 수조에서 2-10 분 동안 세척한다. 질량이 
일정해질 때까지(10 mg 이내) 세척 용매로 세척 후 3.6 과 3.7 에 따라 
필요한 만큼 건조를 반복한다. 

3.5 콘돔을 손으로 세척하는 경우, 비커 안의 용매에 콘돔과 개별 포장을 충분히 
담그고, 손으로 교반하여 세척한다. 질량이 일정해질 때까지(10 mg 이내) 
세척 용매로 세척 후 3.6 과 3.7 에 따라 필요한 만큼 건조를 반복한다. 

3.6 용매에서 콘돔과 개별 포장을 꺼내고 묻어있는 용매를 닦아낸다.
3.7 사용된 콘돔의 원재료에 적합하고 제조업자가 검증한 온도에서 질량이 

일정해질 때까지(± 10 mg) 콘돔과 개별 포장을 건조시킨다. 이때 온도는 
5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8 건조시킨 콘돔과 개별 포장을 각각 분해능이 1 mg 의 정확도까지 무게를 



측정하고, 전체 윤활제의 양을 구하기 위해 3.1 의 결과 값에서 이 값을 
뺀다. 

4. 윤활제 회수의 정확도 
천연고무 라텍스 콘돔의 실험실 간 연구에서, 콘돔 제조 시 첨가된 양보다 
85 mg 많은 윤활제가 회수되었다. 이 여분의 윤활제는 드레싱 분말의 일부분
으로, 분말 또한 이 방법으로 회수되었다.

5. 시험보고서
회수된 윤활제의 양은 50 mg 정확도 단위까지 기록한다. 



부속서 D
길이 

1. 원리  
합성소재 콘돔의 길이를 측정한다. 콘돔을 풀어서 눈금이 있는 맨드릴 위에 
끼우고 자유롭게 늘어뜨린 다음 테두리 링이 지나는 눈금을 읽는다. 이 때 
꼭지부위는 제외한다.

2. 시험기구 
맨드릴: mm 단위로 눈금이 표시된 기구로 0 점이 기구의 둥근 끝에서 시작
된다.(그림 D.1) 

3. 시험절차
3.1 포장을 찢는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의 찢는 부위에서 콘돔을 

반대쪽으로 옮겨 포장을 찢고, 콘돔을 꺼낸다. 포장을 개봉하는 데 가위 
또는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3.2 콘돔을 펼치고 콘돔에 생긴 주름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가볍게 두 번 
당긴다. 이 때 20 mm를 초과하여 당기지 않는다. 윤활제를 제거할 수 
있고,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분말을 추가할 수 있다. 

3.3 맨드릴(그림 D.1)에 콘돔을 끼우고, 콘돔자체의 무게만으로 펼쳐지게 늘어
뜨린다. 

3.4 콘돔의 테두리 링 밖으로 나온 눈금 중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1 
mm 단위까지 측정한다. 

3.5 시험에 사용한 콘돔은 폭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4. 시험보고서
시험보고서에는 제조자가 명시한 길이의 평균값과 시험한 각 콘돔의 길이가 
명기되어야 한다.



단위: mm 

그림 D.1 콘돔 길이 측정용 맨드릴



부속서 E
폭

1. 원리
합성소재 콘돔의 폭을 측정한다. 자의 가장자리에 콘돔을 펼쳐서 걸고, 자유
롭게 늘어뜨린 다음 눈금을 읽는다. 

2 시험기구
자: mm 단위로 표시된 눈금자 

3. 시험절차
3.1 포장을 찢는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의 찢는 부위에서 콘돔을 

반대쪽으로 옮겨 포장을 찢고, 콘돔을 꺼낸다. 포장을 개봉하는 데 가위 
또는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3.2 콘돔을 펼치고, 콘돔 축에 직각 방향으로 자를 놓고 잘 걸리도록 한다. 
윤활제가 도포되어 잘 걸리지 않는 콘돔은 윤활제를 제거해야 하고,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적합한 분말을 추가할 수 있다. 

3.3 콘돔의 테두리 링으로부터 (20-50) mm 범위에서 콘돔의 가장 좁은 부분의 
폭을 1 mm  단위까지 측정한다. 

3.4 이 시험에 사용한 콘돔은 길이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4. 시험결과
시험보고서에는 제조자가 명시한 폭의 평균값과 시험한 각 콘돔의 폭이 명기
되어야 한다.



부속서 F
두께

1. 원리
이 부속서는 합성 콘돔의 두께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설명한다.

2. 시험기구
다이얼 또는 디지털 타입의 플랫풋(Flat-footed) 마이크로미터: 측정단위는 
0.001 mm 이하의 발 압력은 (22±5) kPa, 플랫풋 직경은 (5±2) mm 이다 

3. 시험절차
3.1 포장을 찢는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의 찢는 부위에서 콘돔을 

반대쪽으로 옮겨 포장을 찢고, 콘돔을 꺼낸다. 포장을 개봉하는 데 가위 
또는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3.2 어느 방향으로나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콘돔을 펼치고, 
Propanol-2-ol이나 다른 적합한 용매로 콘돔을 세척하여 윤활제를 
제거한다. 질량이 일정해질 때까지 콘돔을 건조시킨다.(± 10 mg)

3.3 가위로 콘돔 길이 방향을 따라 자르고,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콘돔을 
펼친다. 

3.4 마이크로미터를 0점으로 맞추고, 꼭지부위를 제외한 콘돔의 테두리 링과 
막힌 끝부분 사이의 (중간점 ± 5) mm에서 두께를 0.001 mm 의 정확도로 
두께를 측정한다. 테두리 링과 막힌 끝부분 사이에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둘레의 둘 이상의 위치에서 반복 측정한다. 각 콘돔의 평균 두께를 측정하고 
시험한 모든 콘돔의 평균값을 구한다.

3.5 콘돔의 테두리 링으로부터 (30±5) mm, 막힌 끝부분으로부터 (30±5) mm인 
지점에서 3.4 를 반복한다.

4. 시험보고서 
다음 정보를 기록한다.
4.1 각 콘돔의 두께 측정치와 두께 평균값
4.2 콘돔 길이 방향을 따라 세 위치에서 측정한 각각의 두께 평균값 [즉, 막힌 

끝부분에서 (30±5) mm 떨어진 지점, 테두리 링에서 (30±5) mm 떨어진 
지점, 콘돔의 테두리 링과 막힌 끝부분 사이의 중간점으로부터 ± 5 mm 
지점] 

4.3 측정한 모든 콘돔의 두께 



부속서 G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방법을 사용한 장벽 특성 결정

1. 일반사항
이 부속서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성매개 질환(STI)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 전염에 
대한 장벽의 역할을 하는 합성 콘돔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 
및 시험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민감도를 제시한다. 

성매개 질환(STI)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의료기기로써 그 성능의 입증을 
위해 적절한 실험실 내 시험이 요구되어 진다. 바이러스는 성매개 질환(STI) 
원인체 중 가장 크기가 작으며 이는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와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를 포함하므로, 유발 단계에 적용되는 바이
러스 또는 물질은 소형의 바이러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형의 바이러스 크기의 
입자이어야 한다. 시험 조건은 실제 사용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가능한 많이 포함하여야 한다. 유발 입자, 용매 특성, 시험에 적용되는 압력 
및 기간에 대한 적합한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콘돔의 실사용 환경과 다르게 콘돔의 장벽 특성은 일반적으로 
정적 시험(static test)을 통해 수행되어 진다(본 시험 중  콘돔의 동적요소는 
포함되지 않음). 이에 따라 실사용 환경과 비교하여 본 시험에서 적용되는 
요소들이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의 제시가 
필요하다. 
유발 입자의 선택에 있어 몇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분석이 선호되어 지며, 이는 방사선(혹은 그 외)으로 표지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입자를 사용할 경우 혼동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의 
기저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한 크기와 형태를 지닌 대체 바이러스가 인체 병원균을 대용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균성 바이러스(직경 25 nm에서 27 nm의 박테
리오 파지)는 보다 안전하고 빠르며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험에 적용될 수 
있고 유발에 적합한 역가를 나타내는 농도를 확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성매개 질환(STI)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에 적용되는 바이러
스는 성매개 질환(STI)의 가장 작은 원인체인 B형 간염 바이러스(직경 42 
nm)보다 더 작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의 프로토콜에서 유발 입자로 
소형 세균성 바이러스 사용을 제안한다.



2. 시험 표본
2.1 시험용 콘돔은 시험과정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손톱, 장신구 등으로 벗겨지거나 마찰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을 
껴야 한다.

2.2 윤활제가 첨가된 경우, 부속서 C의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에 간섭되지 않
도록 제거해야 한다. 콘돔 원자재에 손상 없이 윤활제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원재료에 따라 Propanol-2-ol이나 다른 적합한 용매로 콘돔을 세척
한다. 

3. 일반 요구조건
3.1 본 시험은 바이러스를 포함한 완충액으로 콘돔을 채우고, 수집 완충액에 

담근 동안 바이러스가 장벽을 통과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통과
되는 바이러스를 정량 하고 이는  통과된 바이러스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과 동등한 부피로 보고되어 진다. 

3.2 다음의 장치에 시험용 콘돔을 부착시킨다. 
a) 상부 주위부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봉할 수 있고, 바이러스 통과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길이(최소 140 mm)의 시험부위를 남겨주는 
장치 

b) 압력 하에서 콘돔이 과다 팽창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
1) 구속장치의 직경은 콘돔의 시험부분 길이 (140-150) mm와 시험하는 

합성물질에 따라 입증된 원주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속장치의 윤곽이 있는 경우, 꼭지 부위를 포함하여 콘돔 윤곽과 

맞아야 한다.
3) 시험용 콘돔 및 대조 콘돔의 시험에 사용되는 구속장치는 크기와 원자재가 

동일해야 한다. 
c)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에 콘돔 내부를 노출시키는 장치 
d) 바이러스 현탁액에 압력을 적용하는 장치
e) 수집액에 콘돔 시험 부위를 담글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f) 시험 후 분석을 위해 콘돔 내부의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
3.3 다음 기준에 적합한 완충액으로 콘돔을 채운다. 
a) pH는 약 7이고, 몇 가지 종류의 생리식염수 중 하나의 염도이며, 표면장력이 

0.05 N/m 미만이다[0.1 % Triton X-100®].
b) 시험이 끝날 때까지도 충분한 양의 유도 바이러스를 함유한다.(최소 108 



pfu/ml로서, 여기서 pfu는 작고 거의 구형인 바이러스의 플라크-형성 단
위(plaque-forming unit)이다.)

생리식염수는 정자보다 점성이 더 낮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보장
한다. 식염수를 사용할 때 상온 (25±2) °C에서 수행할 수 있다.

박테리오파지 phiX 174를 유도 바이러스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유사한 
시험용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phiX 174와 동등한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3.4 압력이 8 kPa이상인 시험용액에 콘돔을 위치시킨다.(예: 유체 정역학으로  
810 mm 칼럼의 물, 공기 또는 가스 압력)

3.5 콘돔 시험 표면과 시험용액이 접촉할 수 있고 콘돔의 단면을 통과하는 
바이러스를 수집하기에 충분한 완충액과 함께 수집 용기에 콘돔을 위치
시킨다.

3.6 용액을 채워 압력이 유지되는 상태로 콘돔을 최소 30분 동안 수집 완충액에 
담근다.(꼭지부위가 있는 경우 꼭지부위를 제외하고 막힌 끝에서부터 140 
mm)

3.7 바이러스가 콘돔을 통과해 수집 완충액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집 완충액에서의 유도 바이러스의 존재여부를 분석해야한다. 분
액(aliquot)이 수집 완충액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샘플 채취시 수집 
완충액을 잘 혼합한다.

3.8 수집 완충액에서 검출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양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유도 바이러스 통과량에 해당하는 부피를 계산한다.

3.9 a)부터 e)까지의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 양성대조를 사용한다.
a) 직경 30 μm인 작은 게이지 주사침을 사용하여 만든 핀홀이 있는 콘돔을 

적용하여 상기 시험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시험의 기능적인 적합성을 증명
하기 위해 상기 시험과 동시에 양성대조 실험의 수행이 필요하다. 

b) 시험 중 콘돔에서 유도 바이러스가 안정상태 농도로 유지되었는지를 판단
한다. 여러 개의 콘돔에서 구한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각 콘돔 시험 중 
일부분을 수집해야 한다. 시험 종료시 콘돔 내부의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의 
양과 원래 콘돔에 존재했던 양을 비교한다. 이것은 콘돔, 시험장치 또는 
기타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시험 중 유도 바이러스의 양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c) 콘돔을 통과하는 바이러스가 시험기간에 걸쳐서 수집 완충액 중 검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지 판단한다. 이것은 모의시험을 하기 전에 바이
러스 농도가 낮은 수집 완충액을 스파이킹하여(콘돔 내에 바이러스가 없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모의시험의 시작과 끝에 수집 완충액의 양을 분석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콘돔 외부, 구속장치 또는 수집 용기와 상호
작용을 한 결과로 시험 중 통과된 바이러스 양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이다. 

d) 전체적인 시험 민감도를 유지하기 위해 안정성 대조 또는 결함 대조(또는 
둘 다)에서 바이러스양의 소실이 나타나는 경우, 소실량을 보상하기 위해 
처음 유도역가를 증가 시킨다. 

e) 콘돔의 바이러스 통과 여부에 대해 잘못된 결과를 야기하는 에어로졸화된 
바이러스나 다른 누출은 대조군을 통해서(예, settle plate) 판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4. 시료의 크기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 개 로트에서 각각 20 개씩, 최소 60 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대조군으로써 임상시험에 사용된 천연고무 라텍스 콘돔(콘돔 
20 개)을  3.2∼ 3.9 에 따라 시험한다.

5. 검출한계와 보고
5.1 검출한계
5.1.1 1 ml를 3 회 반복 분석한다(총 3 ml). 
5.1.2 바이러스가 존재할 때 분석법이 최소 한 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95 % 

신뢰도에 대해[즉, p(0) < 0.05], 분석 총 부피 당 감염원 입자의 평균 
숫자는 최소 3 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1 pfu/ml은 총 부피 3 ml에서 
중 최소 1개의 플라크가 나올 확률이  95 %이다. 따라서 이 분석의 민
감도나 검출한계는 3 ml 분석 시 1 pfu/ml라고 할 수 있다. 이 장벽을 
통과하는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 부피로 표현된 검출한계는 시험 민감도
를 측정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면 실생활 위험평가에
서 전염된 바이러스 함유액의 부피는 병원성 바이러스의 양이 알려진 
경우 감염단위로 환산될 수 있다. 시험절차는 유도 바이러스 현탁액 침
투량 (2×10-6) ml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200 ml 수집 완충액 
부피 중 (1×108) pfu/ml 유도량을 사용하여 수집 완충액 1 ml로 3 회 
분석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유도 완충액이나 수집 완충액에 바이러스 
양의 소실이 없는 것으로 가정). 1 pfu/ml의 분석 검출한계는 200 pfu(1 



pfu/ml × 200 ml) 혹은 (2×10-6) ml(200 pfu를 (1×108) pfu/ml로 나눔) 
통과와 같다.

5.1.3 모든 시험 콘돔에 대한 결과는 다음을 포함하여 표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 유도 바이러스의 양
a) 수집 완충액 중 바이러스의 양
b) 바이러스 소실량에 대한 교정 팩터(대조군에서 측정)
c) 통과된 유도 부피의 계산(바이러스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콘돔의 경우)

수집 완충액으로의 바이러스 통과량을 계산하기 위해 유도 바이러스 현탁
액의 부피가 필요하고 5.1.2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각 콘돔에 대해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소실된 바이러스의 양이 콘돔 내부나 수집 용기 
외부에서 나타난다면, 그러한 소실에 대해 적합한 교정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바이러스 전염을 명백하게 허용하지 않은 콘돔의 경우 (2×10-6) ml 과 
같이 해당 시험의 검출한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콘돔 시료의 바이러스 통과에 
대한 보고서식과 시험결과는 표로 설명해야 한다.

5.2 시험보고서
5.2.1 양성대조군
양성 대조군 실험결과 보고서는 시험용 시료와 똑같은 보고서 서식을 사용
해야 한다.
5.2.2 유도 바이러스 안정성
유도 바이러스 안정성에 대한 시험결과는 표로 설명하여야 하고 각각의 
콘돔에 대한 데이터는 각각 기록한다. 각 시험 시료에 대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시험 수행일자
b) 시험 시작 시 콘돔 내에 있는 유도 바이러스의 양
c) 시험 종료 시 콘돔 내에 남은 유도 바이러스의 양
d) 초기량 대비 최종 남은 양의 비율 계산
5.2.3 유도 바이러스 검출 
통과된 바이러스 검출량에 대한 시험결과는 표로 설명하여야 하고 각각의 
콘돔에 대한 데이터는 각각 기록한다. 각 시험 시료에 대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시험 수행일자
b) 시험 시작 시 수집 완충액 중 바이러스 양
c) 시험 종료 시 수집 완충액 중 바이러스 양
d) 초기량에 대비 최종 남은 양의 비율 계산



부속서 H
파열부피와 파열압력 측정 

1. 원리
특정 길이의 콘돔에 공기를 넣어 부풀려서 콘돔이 파열될 때의 부피와 압력을 
기록한다. 라텍스 콘돔에 사용한 기구를 사용하고 부속서 I에 따라 재 교정 후
시험에 사용한다. 

2. 시험기구 
2.1 팽창 장비 
그림 H.1 과 같이 부피와 압력을 측정할 수 있고, 특정 속도로 기름과 습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사용하여 콘돔을 팽창시키는데 적합한 다음의 특징을 
가진 장비 
a) 콘돔과 압력센서 사이에 압력의 차이가 없도록 조절된 압력 센서 
b) 전달된 팽창공기의 부피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라인압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더 높을 수도 있음) 콘돔 내 적절한 압력을 계산하거나 공기 부피를 
측정하도록 설정됨

c) 펼친 콘돔을 걸기 위해서 끝부분의 지름이  25 mm의 구형 또는 반구형
으로 된 적당한 길이의 막대가 장치에 고정되고 콘돔의 길이 방향으로 꼭지
부분을 제외한 채 걸 수 있어야 하고 팽창부분은 (150±3) mm이어야 함 

d) 날카로운 면이나 돌출부가 없는 조임 링 같은 장치에 콘돔을 밀봉하거나 
콘돔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 조임 링, 시험헤드 및 길이 리미터를 
시험헤드에 설치하는 동안 콘돔을 유의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e)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한 부피 및 압력 측정 장치
 1) 부피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이 무엇이든 예상 평균치의 30 % 보다 더 큰 

부피에 대한 최대 허용오차 한계인 ± 3 %인 장치 
 2) 최대 허용오차 한계 ± 0.05 kPa를 가지는 콘돔 파열 압력 측정 장치

2.2 조임 장치
예를 들면 날카로운 면이나 돌출부가 없는 조임 링. 장치의 권장되는 원재료는 
투명한 플라스틱이다. 조임 링은 설치할 때 콘돔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 
공기 팽창 커프가 있는 조임 링은 내경 (36-40) mm, 권장 높이 50 mm 이며 
공기 팽창 커프 위로 3 mm이상 확장되면 안된다. 이 커프는 콘돔이 잘 말
릴 수 있는 직경까지 수축되어야 한다.    



2.3 팽창 용기 
설치 장비를 넣을 수 있고 팽창 중 콘돔을 볼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콘돔이 손상되지 않고 자유롭게 팽창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함

3. 시험절차
3.1 온도 (25±5) ℃, 상대습도 (55±10) %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3.2 포장을 찢는 부위에서 콘돔을 멀리 이동 시킨 후, 포장을 찢고, 콘돔을 꺼낸다. 
포장을 개봉하는 데 가위 또는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3.3 콘돔을 취급하는 동안 적합한 장갑이나 손가락 골무를 착용한다. 논쟁이 
있는 경우 장갑을 착용한다. 

3.4 어느 방향이로든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콘돔을 펼친다. 

3.5 콘돔을 로드[2.1 c)]위에 놓고, 조임 장치에 부착한다(2.2). 콘돔이 손상되
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장치에 조임 링을 설치할 때 주의한다. (0.4∼0.5) 
dm3/s (24∼30 dm3/min)의 속도로 공기를 넣어 팽창시킨다. 콘돔이 팽창되는
지 확인하고,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팽창하는 동안 공기가 누출되면 
콘돔이 터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험을 중단하고 콘돔을 교체한다.
 
3.6 콘돔에서 공기가 누출되지 않으면 최소 파열부피가 15 dm3 미만인 경우 
0.1 dm3 정확도 단위로, 15 dm3 이상인 경우 0.5 dm3 정확도 단위로 반올림
하여 dm3 단위로 측정한다. 파열압력은 0.05 kPa 정확도 단위로 반올림해야 
한다.  

4. 시험 보고서 
시험한 각 콘돔의 파열부피와 파열압력을 기록한다.

 

                                                                       



              
                            
                                                   단위: mm
1. 콘돔 
2. 링
3. 탄력성 있는 확장 커프  
4. clamping collar
5. 시험용 공기유입구
6. 시료고정용 공기유입구

a. 압력-측정 장치
b. 가스 흐름을 위해 열린 부분

그림 H.1 –  파열 특성 측정을 위한 적합한 장치의 예



부속서 I
  핀홀 시험

1. 일반사항
이 부속서는 합성 소재 콘돔의 핀홀 시험방법을 설명한다.

2. 누수시험

2.1 원리 
지정된 양의 물로 콘돔을 채우고 매달려 있는 콘돔의 표면을 통해 눈에 보이는 
누수가 있는지 검사한다. 누수가 없으면 콘돔을 흡착 색상지에 굴려서 콘돔에 
누수 징후가 있는지 이어서 검사한다. 

2.2 시험 기구 및 물질
2.2.1 누수시험용 마운트 
콘돔의 열린 끝에 장착하기에 적합하여, 물로 콘돔을 채워서 그대로 유지시
킬 수 있는 도구. 적합한 장착의 예는 그림 I.1과 같다.
2.2.2 흡착 색상지
2.2.3 굴림 도구(선택사항)
편평한 투명판이 달림. 콘돔을 앞뒤 수평방향으로 굴리는 흡착 색상지와 평행
하게 고정된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투명판은 사용한다면 콘돔이 움직일 때 
최소 한 번에 완벽한 회전이 가능해야 한다. 
2.2.4 조임 장치(선택사항)
콘돔의 열린 끝부분을 비틀어서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흡착 색상지에 이 
부분을 굴릴 때 손상 없이 누수를 막는다. 예를 들면 용수철이 달린 종이 
클립이다.
2.3 시험 절차
2.3.1 포장을 찢는 부위에서 콘돔을 멀리 이동 시킨 후, 포장을 찢고, 콘돔을 
꺼낸다. 포장을 개봉하는 데 가위나 기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콘돔을 취급하는 동안 적합한 장갑이나 손가락 골무를 착용한다. 
2.3.2 어느 방향으로든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콘돔을 펼친다. 핀홀이나 
찢어짐이 발견되는 경우 콘돔은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더 이상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2.3.3 그 외에 눈에 보이는 결함, 즉 파손, 가장자리나 유지장치가 누락되거나 
심하게 뒤틀리거나 막에 흡착되며 완전히 주름 잡힌 콘돔을 기록한다.
2.3.4 콘돔의 열린 끝이 위를 향해서 정지되어 있도록 마운트 위에 콘돔의 
열린 끝을 고정시킨다.

단위: mm 

1. 둥근 모서리
2. 고무 링

그림 I.1 누수시험용 마운트

2.3.5 최대 300 ml까지 충분한 양의 물을 콘돔에 채운다. 만약 콘돔 내에 물 
300 ml를 채울 수 없다면 나머지 물이 충전 시스템 내에서 압력 헤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물 온도는 (10-40) °C 사이로 하고 대기 습도가 
콘돔 외면을 응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육안으로 누수 흔적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를 넘어선(정확도 1 mm까지) 위치에 
있는 핀 홀에서 눈에 보이는 누수가 있는 경우 실패로 간주하고 시험을 중단
한다. 테두리 링 근처에서 관찰된 핀 홀은 표시해 두고,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 초과하는 위치에 핀 홀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콘돔을 비운 후 
측정한다.
2.3.6 매달려 있는 콘돔에서 외관상 누수가 관찰되지 않으면 콘돔의 막힌 끝 
부분을 잡고 약 1.5 회전으로 비틀거나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 미만인 
지점을 적합한 플러그로 막은 뒤 누수시험용 마운트에서 콘돔을 뺀다. 한손
으로 막힌 끝을 잡거나 적합한 조임 장치(2.2.4)로 유지한다.

2.3.7 건조한 흡착 색상지에 콘돔을 옮기고 흡착 색상지 위에서 막힌 끝 



부분을 이용해 최소 1회전 시켜 굴린다. 흡착 색상지 위로 (25-35) mm 
거리에서 압력이 가해지도록 손으로 굴린다. 콘돔의 축이 흡착 색상지와 평행을 
이루도록 콘돔을 흡착 색상지에 올려둔다.

2.3.8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물을 채운 콘돔의 둘레와 같은 
거리로 최소한 한번 앞뒤로 콘돔을 굴린다. 

a) 손으로 굴리기
가능한 한 동일한 힘이 콘돔 전체에 분배되도록 손가락을 펴서 굴린다. 흡착 
색상지 위로 (25-35) mm 거리에 손을 유지하고 손 압력으로 인해 콘돔의 
흡착 색상지에 밀착되도록 한다.
b) 굴림 도구로 굴리기
콘돔을 흡착 색상지에 놓고 굴림 도구(2.2.3)를 사용하여 최소 1회전 하도록 
굴린다. 누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최소 1 회전 이상 콘돔을 굴릴 수 있다. 
회전수는 적게 하고 2 장의 흡착 색상지에서 10 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3.7과 2.3.8 단계는 순서에 상관없이 수행할 수 있다. 윤활제가 첨가된 콘돔
인 경우, 윤활제로 생긴 표시와 물로 생긴 표시를 혼동하지 않도록 2 장의 
흡착 색상지에 각각 따로 2 회 굴릴 수 있다. 

2.3.9 콘돔에서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 흡착 색상지를 검사한다. 윤활제에 의한 
흔적은 무시한다. 테두리 링 근처에서 관찰된 핀홀은 표시해 두고,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를 초과하는 위치에 핀홀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콘돔을 비운 후 그 위치를 측정한다.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가 초과하는 
위치에 핀홀이 관찰된 콘돔은 부적합으로 간주한다.

주) 검증되었다면 합성 소재 콘돔에서 핀홀 유무를 검출하기 위해 전해질 
시험방법을 포함한 그 외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해질 시험
방법이 모든 물질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3. 전기시험

3.1 일반사항
적합한 경우, 전기시험 방법으로 합성소재 콘돔을 평가할 수 있다. 누수시험 



대신 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핀홀 검출의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밸리
데이션 연구에 근거해야 한다.

3.2 원리 
핀홀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시험으로 콘돔을 우선 검사한다. 핀홀이 
없는 콘돔은 절연체로 작용하여 전기 순환에서 전류가 통과되지 않지만 
핀홀이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통과한다.  

전기시험에서 부적합 결과를 얻은 콘돔은 핀홀의 존재 유무 확인을 위해 흡착 
색상지를 이용한 누수시험을 수행한다. 전기 시험만으로 핀홀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흡착 색상지를 이용한 누수시험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험 기구 및 전해질 용액
3.3.1 전기시험 장치(그림 I.2 및 I.3)
파라미터 
 - 전압: (10±0.1) V d.c., 저항: (10±0.5) kΩ, 전압측정기의 정확도 ± 3 mV. 
3.3.2 전해질 용액 
(25±5) °C에서  ρNaCl = 10 g/L 인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권장되지만 이와 
동등한 전도성을 나타내는 적합한 전해질 용액이 대체 용액으로 사용될 수 
있다.[ρNa2SO4 =(15.4 ± 1.0) g/L]. 

3.4 시험 절차
3.4.1 포장을 찢는 부위에서 콘돔을 멀리 이동 시킨 후, 포장을 찢고, 콘돔을 꺼
낸다. 포장을 개봉하는 데 가위 또는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콘돔을 취급하는 동안 적합한 장갑이나 손가락 골무를 착용한다. 
3.4.2 어느 방향으로든 콘돔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콘돔을 펼친다.
3.4.3 콘돔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핀홀이나 찢어짐이 발견되는 경우 콘돔은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더 이상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3.4.4 외관상 결함을 보이는 콘돔을 기록한다(핀홀과 찢어짐 제외).
3.4.5 콘돔의 테두리 링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누수시험용 마운트(I.2.2.1) 위에 
테두리 링을 고정시킨다. 



1. 지지대(그림 I.3 참고)
2. 전해질 용액을 채워 지지대에 고정시킨 콘돔 
3. 지지대에 고정된 전극
4. 전해질 용기
5. 전극
6. 전압측정기
7. 저항 R = 10 kΩ 

8. 전압 V = 10 V d.c.(안정상태) 

그림 I.2 전기시험 장치



단위: mm 

R3 반지름 

그림 I.3 지지대에 콘돔을 부착하는 방법의 예

3.4.6 콘돔에 전해질 용액 (300±10) ml를 채워 넣는다. 채우는 동안 누수가 
관찰되면 부적합이다. 용기에 전해질 용액을 채운 후  용기의 전극과 콘돔 
내 위치한 전극 사이에 전기저항 10 kΩ에서 전압 10 V d.c.이 지속해서 
적용되도록 한다. 콘돔이 전해질 용액에 흠뻑 젖도록 테두리 링으로부터 
최소 25 mm 이상 모두 잠길수 있게 위치시킨다. 콘돔을 전해질에 담그고 
(10±2) 초 이상 적신 후, 저항기의 전압을 측정하고 가장 높은 전압을 결과로 
기록한다. 전압이 50 mV 이상인 경우, 3.4.7 에 따라 누수시험을 수행한다.
3.4.7 콘돔을 약 1.5 번 회전시켜 비틀어서 콘돔의 테두리 링을 묶고 마운트
에서 콘돔을 제거한다. 부드러운 헝겊으로 콘돔을 닦아내거나 흡착 색상지에 
부드럽게 굴려서 남은 전해질 용액을 제거하고 2.3.7 ～ 2.3.9 에 따라 누수 
시험을 수행한다.

4. 시험 보고서
다음 정보를 기록한다. 
a) 장치에 설치하기 전에 핀홀 이나 찢어짐이 외관상으로 관찰된 콘돔의 숫자와 

전기 시험에서 전압이 50 mV 이상으로 관찰된 콘돔의 수 
b) 장치 위에서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 초과되는 위치에서 누수가 관찰

된 콘돔의 숫자(육안검사의 경우)
c) 흡착 색상지에서 굴리는 동안 테두리 링으로부터 25 mm 초과되는 위치

에서 누수가 관찰된 콘돔의 숫자 
d) 핀홀이나 찢어짐 외에 외관상 결함이 관찰된 콘돔의 숫자와 그 특징



부속서 J
장기보존시험을 통한 유효기간 결정

1. 원리 

개별 포장된 콘돔을 의도한 유효기간 동안 주변온도  °C에 두고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 기준을 만족하는지 시험한다. 약간의 
시료를 꺼내서 노화기간 중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팽창시험을 
실시한다.

이 기준규격에서 주변온도  ℃는 지역에 상관없이 적합한 보관조건을 

만족하도록 적용되었다. 

2. 절차

2.1 일반사항

제품이 합성소재 콘돔의 기준규격을 적합함을 확인한 뒤, 주변온도  °C에 

충분한 양의 콘돔을 보관한다. 

a) 1년 이하의 주기(주기마다 32 개의 콘돔을 시료로 사용함)로 공기 파열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평가한다.

b) 부속서 B(로트 수가 5 개 미만인 경우)에서 제시하는 시료 기준에 따라 
의도한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 또는 얻어진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 변동된 
시기에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의 시험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한다.

의도한 유효기간과 동일 기간 동안 보관 후  목적으로 한 사용기간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보관 후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
기준을 만족한다면 콘돔의 유효기간은 확인된 것이다.
 
2.2 시험 절차
2.2.1 부속서 B에서 제시하는 시료 기준에 따라 3개 로트에서 각각 개별 포장된 
콘돔을 합성소재 콘돔의 시험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한다. 



2.2.2 콘돔은 주변온도  °C에 보관한다. 오븐에 보관하는 동안 온도를 

모니터해야 하고 전력공급 차질에 따른 온도 조절 실패 같은 우발적 사고에 
적절한 대처 능력이 보증되어야 한다. 
2.2.3 제시된 유효기간 동안 1 년 이하의 주기로  로트 별로 최소 32 개의 
콘돔을 사용하여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콘돔을 보관한다(최소 200 개 콘돔이 바람직함). 제시된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 합성콘돔의 시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부속서 B에서 
제시하는 시료 기준에 따라 충분한 양의 추가 콘돔을 보관한다(최소 865 개 
콘돔이 바람직함).
재시험이 필요하거나 추가 시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추가 콘돔을 
보관하는 것이 권고 된다. 
2.2.4 1 년 이하의 주기로 관리된 환경에서 콘돔을 준비한다(로트 별 최소 32개의 
콘돔).
2.2.5 부속서 H에 따라 파열부피와 파열압력 시험을 수행한다.
2.2.6 각 로트 별로 시간에 따른 파열압력 및 파열부피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으로 점 그래프(PLOT)를 그린다.
2.2.7 제시된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 또는 2.2.6 에서 모니터 된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이 적합한 시험기준과 비교하여 나빠진 경우 
부속서 B에서 제시하는 시료 기준에 따라 충분한 양의 콘돔을 기준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주) 평균 값과 파열부피 값 및 파열압력 값 사이의 차이가 표준편차 2에서 3
보다 작으면, 콘돔은 공기 파열 요구사항에 따른 한계점에 도달되었다고 간주
한다. 

2.2.8 전 임상 평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3. 유효기간 확인
2.에서 제시된 시험절차를 완료할 때 유효기간은 합성소재 콘돔의 기준규격을 
만족하는 기간까지이며, 5 년을 넘겨서는 안된다.  

4. 시험보고서
시험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2.2.6 에 따라서 판단할 때 시간에 대한 파열압력 및 부피의 점그래프
b) 2.2.8 에 따라 판단할 때 부적합 콘돔의 수
c) 설정된 유효기간의 확인

장기보존시험의 시작을 확인하기 위한 중간 시험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부속서 K
가속노화 시험의 수행 및 분석에 대한 가이드

1. 원리
가속노화 시험으로 잠정적인 유효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부속서는 장기
보존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가속노화 시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험절차 및 시험 분석 지침을 설명한다. 

2. 배경
가속노화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콘돔의 원재료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분해기전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몇몇 원재료는 온도와 산화분해에 
저항력이 뛰어날 수 있지만, 습기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가수분해에 의한 
빠른 변성이 나타날 수 있다. 가속노화 시험은 분해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대개 고온에서 수행하지만, 습도와 같은 다른 잠재적 중요 인자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온에서의 시험 수행이 상온에서 관찰되는 정상적인 노화과정과 관련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 열가소성 
물질에서 라텍스 콘돔의 가속노화 시험에 사용되는 고온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연화 및 부분적 용해가 나타날 수 있다. 합성 콘돔에 적용되는 가속
노화 온도 범위는 라텍스 콘돔에서 적용되는 온도보다 훨씬 제한적일 수 있다.

3. 가속노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선택된 온도의 오븐에 3 개 로트의 콘돔을 보관한다. 적합한 주기로 오븐에서 
콘돔을 꺼내 부속서 H에 따라 파열 부피 및 파열 압력 시험을 수행한다. 최소 
4 개의 온도 증가 포인트에서 시험 수행이 권장 된다.각 온도에서 최소 5 개 
포인트의 시험주기를 설정하여 되도록이면 180 일 동안 지속해야 하고 적어도  
120 일 동안  지속해야 한다. 각 주기와 온도 포인트에서 최소 32 개의 콘돔을 
시험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그 결과를 실시간 안정성 데이터와 비교할 경우, 동일한 시료수를 동일한 
시기에 관리한 경우에 가능하다. 



4. 잠정적인 유효기간 예측을 위한 가속노화 시험 데이터의 분석
다수의 원자재에 대해 유효기간 예측은 Arrhenius 방정식을 사용하여 가속
노화 시험으로부터 추정하여 예측할 수 있다.Arrhenius 그래프의 적용이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한다.

몇몇 경우에서 Arrhenius 그래프가 직선이 아닐 수 있으며, 비-직선형 
Arrhenius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 개발되었지만, 합의된 방법은 
아직 없다. 비-직선형 Arrhenius 그래프에서 유효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다. 

안정성 데이터를 표현하고 분석하는 편리한 방법은 단일 표준 곡선에 서로 
다른 온도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덧붙이는 시간-온도 중첩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절차에서 각 데이터 점에 대한 시간 값은 Arrhenius 방정식에서 
유래된 Arrhenius 환산 인자, aT 에 시간 값을 곱하여 공통의 표준 온도에서 
동등한 시간으로 변형된다. 

  exp
      (K.1)

여기서
Ea 는 활성화 에너지이다.
R은 기체 상수이다[8.314 J/(mol K)].
Tref 는 주변 온도이다.
Tage 는 가속노화 온도이다.

합성소재 콘돔의 안정성시험을 위한 주변온도는 30 °C이다. 

다양한 가속노화 온도에서 구한 물리적 특성값은 일반적인 그래프 형태로 
각각 변환된 시간으로 그려진다.  노화 특성값이 Arrhenius 방정식에 따라 
변환되고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보정값이 사용되면, 하나의 표준 곡선을 
구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곡선의 오버랩을 최대화하는 aT 의 최고값을 찾기 
위해 최소제곱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시간 로그값 기준에 데이터 점을 찍는
다면 가장 큰 오버랩이 육안으로 보일 때까지 단순히 분해곡선을 시간 로그 
축을 따라 이동시킴으로써  환산 인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정성시험을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유효기간이 장기보존시험
으로 결정된 유사한 구성의 콘돔과의 파열 특징의 변화 속도를 비교하는 것
이다. 

가속노화 시험 데이터의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이나 그 외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고 그 선택된 방법은 입증되어야 한다. 

5. 유효기간 예측 시험
콘돔의 유효기간이 예측되면 3 개 로트에서 선택된 콘돔이 주변온도 30 °C
에서 보관된 후 ,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시된 주변온도에서 추정된 유효
기간과 동등한 가속노화 시험 조건을 선택한다. 가속노화 조건은 안정성 시험에 
의해 예측된 주변온도 30 °C에서의 실패 모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3개 로트에서 포장된 콘돔 시료를 취한다. 가속노화 시험에도 동일한 3개 로트를 
사용해야 한다. 선택된 시간 동안 선택된 가속노화 온도에서 시료를 보관한다. 
콘돔 시료가 파열부피, 파열압력, 핀홀, 포장무결성 시험의 시험기준을 만족
하는지 시험한다. 



부속서 L
포장 무결성 시험

1. 일반사항
개별 포장 무결성은 밀봉된 포장에서 윤활제가 누출될 수 있는 포장 파손 
가능성과 관련된다. 또한, 이런 파손은 개별 포장지 내로 산소 또는 그 외 
유해 물질의 투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이 부속서에서 설명하는 시험으로 개별 
포장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자재의 미세다공성(microporosity)이나 가스 
투과성으로 인한 누출을 검출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윤활제가 누출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누출을 검출하는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몇 가지 시험은 개발 중으로 이 경우, 좀 더 큰 민감도나 일관성을 제공하는 
밸리데이션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개별 포장 완전성은 절대압력(20±5) kPa에 
해당하는 진공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방법에 따라서 측정한다. 

이 절차에 따라 몇 가지 누출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진공 포장 후 
포장 내에 양압이 형성된 경우 윤활제가 작은 누출을 막을 수도 있다. 검출
될 수 있는 누출의 크기는 윤활제와 포장재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2. 시험 방법

2.1 시험 기구
2.1.1 진공 챔버
진공펌프와 진공 게이지가 달려있고 시험 중 내부를 검사할 수 있으면서 약 
1 대기압 차이를 견뎌낼 수 있는 것. 

2.2 시험 용액
2.2.1 담금 용액(물)
습윤제(예를 들면, 식기세척기 액)로 처리된 담금액

2.3 시료
개별 포장된 콘돔

2.4 관리



시료와 시약은 일반적인 실온과 같은 조건에 둔다.

2.5 시험 절차
진공 챔버 내 도관에 있는 물에 개별 콘돔 포장을 담근다. 이 포장의 가장 
윗쪽면이 25 mm 이상 잠기도록 담근다. 만약 담금 용액에 색소를 첨가한다면 
개별 포장 내부로 새어 들어간 물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 포장의 
모든 부분을 시험 중 누출을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두 개 
이상의 개별 포장을 동시에 시험할 수도 있다. 챔버의 내부 압력이 (20±5) 
kPa이 되도록 진공 펌프를 조절한다. 진공 압력을  증가 시키면서 공기방울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개별 포장의 누출이 있는지 관찰한다. 갇힌 
공기에 의한 개별 공기 방울은 누출로 간주하지 않는다. 밀봉 포장의 윗 
공간이 없거나 신축성이 거의 없는 포장은 이 시험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1분 동안 진공을 유지하고 진공 상태를 해지한다. 
뚜껑을 제거한 후, 내부로 물이 새어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2.6 결과의 해석
만약 진공 압력이 증가하거나 특정 진공 압력에서 개별 포장 내부에 누출을 
나타내는 공기방울이 있는 경우 시료는 시험에 부적합한 것이다. 담금 용액이 
개별 포장 내로 스며든 것이 육안으로 관찰된다면 시료는 시험에 부적합이다. 
누출을 나타내는 공기방울이 보이거나 담금 용액이 개별 포장 내에서 관찰
된지 않는 경우 시료는 시험에 적합한 것 이다.



부속서 M
합성 소재 콘돔의 오븐 관리

1. 원리
오븐 관리는 유효기간 결정을 위해 콘돔 시험에 사용 된다. 이 부속서는 오븐 
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2. 시험 기구
오븐 
시험에 사용되는 콘돔에 특정 온도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오븐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븐 대신 특정 온도 조건이 유지 되도록 관리되는 방이
나 챔버를 사용할 수 있다. 

오븐 처리 기간 동안 오븐의 온도가 주의 깊게 모니터 되고 있음이 보증되
어야 한다. 오븐의 파손이나 전력 손실에 의해 온도 조절의 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합한 사고방지 장치를 갖춰야 한다. 

3. 시료 준비
시험 전부터 개별 포장된 콘돔으로 관리 한다(즉, 관리 전에 2 차 포장을 제거 
한다).

4. 시험 절차
4.1 제품에 규정된 온도의 오븐에 콘돔을 보관한다. 가열된 표면, 특히 오븐 
바닥에 시료가 직접 접촉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콘돔을 올리고 
가열노화 동안 콘돔 전체가 골고루 가열될 수 있도록 한다.
4.2 규정된 시간 후, 오븐에서 콘돔을 꺼내고 시험할 때까지 콘돔이 (25 ± 
5) °C 의 환경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4.3 오븐에서 꺼낸 후 12 시간에서 96 시간 이내에 부속서 H 에 따라 파열
부피 및 파열압력 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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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
(관련 규격:ISO 28620:2010)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A79010.04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에 적용된다.

2. 일반사항

수동식 의약품 주입 펌프는 건전지 이외의 에너지원, 유량 조절계, 약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저장조, 약물이 흐르는 경로 내의 미립자 필터로 구성된다. 

유량을 조절하는 시스템, 체크 밸브가 담긴 충전 포트, 연결관 말단의 원뿔형 
잠금 커넥터, 유량을 차단하는 클램프, 튜브 말단부와 약물충전 부위의 멸균 보호기
(예, 루어 캡), 추가주입량을 투여하는 시스템, 누수 또는 저장조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장조 보호 요소, 주입 종료 알람, 주입 연결관, 공기제거장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비고) 주입종료 알람은 시각, 청각 또는 다른 표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3. 물리‧ 화학적 시험

3.1. 외관

약물이 들어가는 기기의 모든 구성품은 밀폐되어 있어야 하고, 누수가 없어야 
한다. 또한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 중 약물 저장조는 약물에 대해 육안검사가 가
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연결관의 말단 끝부분은 다른 의료기기 또는 구성품
과 연결될 수 있도록 ISO 594-1, ISO 594-2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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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ISO 594-1  Conical fittings with a 6%(Luer) taper for syringes, 
needles and certain other medical equipment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SO 594-1  Conical fittings with a 6%(Luer) taper for syringes, needles 
and certain other medical equipment - part 2: Lock fittings

3.2 필터

의약품이 흐르는 경로 내에 미립자 필터를 포함해야 되며, 필터의 공극 사이즈
는 적어도 15㎛와 같거나 그 미만이어야 한다. 

3.3 연결관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가 연결관을 포함하고 있다면, 연결관을 고정하거나 제거
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와 연결관 사이의 접합 부분은 정적 견인력으로 15
초동안 15N을 가했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4. 용출물시험

 가. 검액제조조건

      

검체두께 및 형태
표면적(양면) 

또는 중량

추출

용매량
용출조건

0.50 ㎜ 이하 120 ㎠ 20 ㎖

37±1℃(72±2h), 50±2℃(72±2h), 

70±2℃(24±2h)

121±2℃(1±0.2h) 중 ※주)를 

참고하여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0.50 ㎜ 초과 60 ㎠ 20 ㎖ 〃

무정형 4.0 g 20 ㎖ 〃
    

    ※주)제품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용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가혹조건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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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험항목 

      

시 험 항 목 시 험 기 준 시 험 방 법

용

출

물

시

험

성상
무색투명하고 

이물이 없어야 한다.
육안으로 관찰한다.

pH pH 차이≤ 1.5

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 일반시험법 플라스틱제의 

약품용기시험법의 용출물항에 따라 시험한다

과망간산칼륨 

환원성물질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의 차

 ≤ 2.0 ml

증발잔류물
잔류량의 차

 ≤ 1.0 mg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

파장250～350 

nm의 흡광도≤0.1

중 금 속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아야 함.

검액 10 ㎖를 취하여 대한민국약전 제11개

정 일반시험법 중금속시험법의 제1법에 따

라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를 

넣는다

4. 성능 시험

4.1 일반 시험 조건

비고)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규정은 공통사항이며, 모든 시험 전
에 적용된다.

4.1.1 기구 및 시약

4.1.1.1 제조사가 명시한 크기의 바늘(제조사가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내경
이 1.2 mm인 바늘)

4.1.1.2 제조사가 명시한 용액(제조사가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0.9 % 생리식염수 
용액)

4.1.1.3 시험 조건

제조사가 명시한 조건 또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 (23±2)℃, (50±10)%에서 저장
조와 높이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말단부에 위치한 배출구의 기압이 86 kPa ～ 
106 kPa인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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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평균유량 및 순간유량

그림 1에 표시된 A와 B로 구성된 기구는 제조사가 규정한 높이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1. 시험장치(검체)

 2. 제조사가 제시하는 부가적인 구성품(주입연결

관, 바늘 등)

 3. 증발 방지 용기

 4. 적정한 정확도를 가진 전자저울

 5. 데이터 처리 시스템

그림 1 -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의 도식적 묘사

4.2.1 평균유량 

평균유량(Qm)은 제품에 표시된 기재된 약물 저장조 부피(VN)의 75%에 해당되
는 시점까지의 측정된 시간 T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에 제조사가 표시한 부피
(VN)는 용액의 밀도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유량(Qm)=시간
부피′

부피(V')=0.75‧ VN

평균유량은 제조사가 표시한 유량과 비교하여 ±15 % 오차를 가져야 한다. 유량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20 % 오차를 가져야 한다. 

4.2.2 순간유량

순간유량(Qi)은 제조사가 표시한 시간의 1%에 해당되는 시간(Tn)에 전달되는 
용액의 부피(Vn)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되는 시간마다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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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시간의에해당되는시간
제조사가표시한시간의에해당되는시간동안전달되는용액의부피

순간유량(Qi) = 

적어도 제조사가 표시한 부피의 80%까지는 순간유량이 제조사가 표시한 유량의 
±50 % 이내이어야 한다. 

4.3 추가주입량(적용된 경우에 한한다.)

  4.3.1 준비

용액을 투여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와 제조사 제시 유량, 온도 교정에 사용하
는 조절용액 및 장치 말단부에 사용할 수 배압 등이 기입된 첨부문서에 따라 주
입펌프를 준비한다. 저장조를 충전량 또는 제조사가 표시한 부피와 같이 충전한
다. 

4.3.2 시험

제조사 표시한 재충전 시간의 두 배 시간까지 저장조가 찰 때까지 충분한 시간
을 준다. 예를 들면, 재충전 시간이 60분이라면, 추가 주입량 저장조가 찰 때까지 
최소 120분이 지난 후에 제품의 사용방법에 따라 추가 주입량 장치를 누르고 전
달된 부피를 측정한다. 같은 주입펌프로 부가적으로 두 번 반복한다. 세 번 측정
된 부피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추가주입량은 제조사가 표시한 추가 주입량의 11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조사가 명시한 추가주입량 충전 시간 후에 추가주입량 장치를 누를 경우의 추
가주입량은 제조사가 명시한 추가주입량의 50~115% 범위 내여야 한다. 

4.4.  추가주입량 재충전시간(적용된 경우에 한한다.)

4.2.1에 따라 주입펌프를 준비한 후, 추가 주입장치를 누르고 추가 주입장치가 
완전히 비어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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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1: 제조사가 표시한 추가 주입량 재충전 시간 후에 추가 주입량 장치를 다
시 눌러 전달된 부피를 측정한다. 

시험 2: 제조사가 표시한 추가 주입량 재충전 시간의 50%가 지난 후 추가 주입
량 장치를 다시 눌러 전달된 부피를 측정한다. 

동일한 주입펌프로 두 시험 방법을 각각 두 번 더 실시하여 총 3회 실시한다.

  두 가지 시험방법으로 나온 각 3회 측정된 부피의 평균을 계산하여, 평균 추
가 주입량 부피는 첫 번째 시험방법으로는 제조사 명시 추가 주입량의 50 %～
115 %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방법으로는 제조사 명시 추가 주
입량의 최소 75 %이상이어야 한다. 

예) 제조사가 표시한 추가주입량이 5 ml이라면 두 번째 시험 결과는 적어도 
3.75 ml 이상이어야 한다.  

4.5.  압력저항

전체 주입펌프의 저장조를 커버할 만한 두 개의 딱딱하고 평행한 판을 사용하
여 저장조의 가장 긴 축을 따라 주입펌프의 수직방향으로 150N, 5초간 적용한다. 
시험이 끝나는 시점에 압력을 제거한 후 주입펌프를 4.2 평균유량 및 순간유량 및 
4.7. 기밀도 시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6.  낙하시험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염료를 제조사가 표시한 부피까지 채운 주입펌
프를 1m 높이에서 두껍고 딱딱한 나무판(예, > 600 kg/m3)에 주입펌프의 축 방
향을 한 번, 축 방향에서 수직되는 방향으로 한 번씩 총 두 번 떨어트린다. 

시험이 끝나는 시점에서 주입펌프는 4.7. 기밀도 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약물저장부와 외관 케이스가 일체형의 구조로 된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사에
서 명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시험이 끝나는 시점에서 주입펌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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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밀도 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4.7.  기밀도 시험

아래에서 묘사하는 방법과 동등한 다른 방법도 이용될 수 있다. 

염료를 주입펌프에 제조사가 표시한 부피까지 채우고 4.6 낙하시험 후 물이 들
어있는 용기에 5분 동안 담근다. 

만일 가능하다면, 공기 필터는 밀봉되어야 하거나 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위의 시험조건 하에서는 주입펌프는 염료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고, 용기 안의 
용액이 변하여서는 안 된다.

4.8. 인장강도

주입펌프의 각 끝 부분사이에 15N으로 15초간 힘을 적용한다. 

시험이 끝나는 시점에서, 4.2 평균유량 및 순간유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4.7기밀도 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5.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2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6.1  그 밖에 의료기기 특성 등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

   가. 튜브 길이

   나. 제조사 제시 유량, 온도 교정에 사용하는 조절용액과 주입펌프 말단부에 
사용할 수 있는 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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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균 유량 및 순간 유량의 허용오차, 주입펌프 내 잔류량

   라. 추가 주입이 가능한 경우, 추가 주입량과 추가 주입량 재충전 시간

   마. 주입펌프와 호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입펌프 제조사/생산자에게 알려진 약물

   바. 주입펌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타 정보(예, 병행 주입, 
온도 변화에 따른 유량 변동, 저장조의 부분 충전 또는 과충전으로 인한 
유량 변동)

   사. 금기

   아. 해당하는 경우: 멸균의료기기(멸균종류), 일회용 의료기기(제조사가 권장하는 

일회용 장치에서만 장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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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8. 진단용엑스선장치
(관련 규격: IEC 60601-2-54:2009)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A11020.01에 해당하는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A11030.01에 해당하는 
형광판식엑스선투시촬영장치, A11040.01에 해당하는 진단용엑스선투시촬영장치, 
A11040.02에 해당하는 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 A11050.01에 해당하는 단층촬영
용엑스선장치, A11070.01에 해당하는 간접촬영용엑스선장치, A11080.01에 해당하는 
이동형엑스선촬영장치, A11080.02에 해당하는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 A11090.01에 
해당하는 이동형디지털식순환기용엑스선투시진단장치, A11090.02에 해당하는 이동형아날
로그식순환기용엑스선투시진단장치, A11090.03에 해당하는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엑스
선투시진단장치, A11090.04에 해당하는 거치형아나로그식순환기용엑스선투시진단
장치, A11110.01에 해당하는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A11110.02에 해당하는 
이동형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A11110.03에 해당하는 포터블디지털진단용엑
스선촬영장치에 적용되며, 촬영 및 투시에 대해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엑스선
장치(이하 “ME기기” 또는 “ME시스템”으로로 표시함)에 한한다.

이 기준규격은 촬영 및 투시에 대해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전기기기 
및 의료용 전기시스템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적용된다. IEC 60601-2-43은 중
재적 시술의 용도로 사용되는 ME기기 및 ME시스템에 적용하며, 적용 가능한 요
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기준규격을 인용한다. 

골밀도 혹은 조직흡수밀도 측정, 전산화 단층촬영, 유방 촬영, 또는 치과용으로 사
용되는 ME기기 혹은 ME시스템은 이 기준규격에서 제외한다. 또한, 방사선 치료
계획용 투시장치도 제외한다.

※ 비고: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이 기준규격의 적용범위는 직접 X선 
투시에 사용되는 ME기기를 포함시킨다. 몇몇의 국가에서는 직접 X선 
투시를 이용한 검사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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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
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이라 한다.) 및 IEC/TR 60788:2004에 따른
다. 

추가:
2.1. 직접촬영 (Direct Radiography)
수상면에 영구 기록되는 방사선 촬영

※ 예시: 필름 촬영 또는 필름-스크린 촬영

2.2. 직접투시 (Direct Radioscopy)
수상면에서 또는 수상면에 가깝게 가시영상이 제시되는 방사선 투시

2.3. 면적선량 (Dose Area Product)
X선빔의 단면적과 해당 단면적에 걸쳐있는 평균공기커마 곱. 단위는 그레이 제곱 
미터 (Gy • m2)

2.4. 입사 조사야 (Entrance Field Size)
지정된 조건 하에서 X선 패턴을 전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X선 수상기의 입
사면 조사야의 크기

2.5. 간접촬영 (Indirect Radiography)
수상면에서 얻어진 정보가 전달된 후에 영구히 기록되는 방사선 촬영 

※ 예시: CR 시스템, 디지털 검출기 시스템, 영상 증배 시스템

2.6. 간접투시 (Indirect Radioscopy)
정보가 전달된 후, 방사선 빔 외부에 영상이 나타나는 방사선 투시

2.7. 인터록 (Interlock)
사전에 결정된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ME기기의 시작이나 지속적인 작
동을 멈추게 하는 수단

2.8. 공칭최단 조사시간 (Nominal Shortest Irradiation Time)



- 313 -

제어되는 방사선량의 요구되는 일관성이 유지되기 위한 최단 부하시간 
※ 비고: 조사시간은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고전압 발생장치에 의해 제어된다.

2.9. 연속촬영 (Serial Radiography)
균등 또는 불균등 부하조건으로 규칙 혹은 불규칙한 부하 방식에 의해 정보가 수
집되고 기록되는 방사선 촬영

3. 시험규격

3.1.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기·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치 또는 추가시킨다.(다음의 각 번호는 공통기준규격의 번
호에 해당한다.)

  4. 일반 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4.에 따른다.

  4.3. 필수성능
    항목 추가:
    4.3.101. *추가적인 필수성능 요구사항
    추가적인 필수성능 요구사항은 표 101.에 기록된 항목에서 확인한다.

요구사항 항목

부하조건의 정확성 6.4.3.104.

방사선 출력의 재현성 6.3.2.

자동제어시스템 6.5.

영상 성능 6.7.

표 101. 필수성능 요구사항

    4.10.2.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공급전원 
    추가:
    공급전원의 겉보기 저항값이 부속문서에 명시된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공급

전원의 내부 임피던스는 촬영 및 투시의 X선장치 작동을 위해 충분히 낮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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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전원의 겉보기 저항값이나 기기에 사용하기 적절한 공급전원 사양들은 
모두 부속문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 비고: 공칭 전압이 주전원 공급시스템을 위한 것이라면, 시스템의 도체들 
간에든 혹은 그런 도체들과 접지 간에든 더 높은 전압의 발생은 없
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상적인 파형 최댓값의 2 % 이내에서 관련된 파형의 순간값이 같
은 시점에서 이상적인 파형의 순간값과 차이가 날 경우, 교류 전압
은 실제로 사인곡선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3상 공급전원은 대칭 전압이 흐르고 발생시키는 경우나 대칭 부하
나 대칭 전류가 걸릴 때 실질적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은 접지에 대하여 주전압의 대칭 형태를 이
루는 3상 시스템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단상 시스템은 그러한 3상 
방식에서 파생될 수도 있다. 공급 장치가 공급원 (source)에 접지되
지 않은 지점은 단시간 내에 대칭이 어긋나는 것에 대한 검사, 제한 
및 복구를 위해 적정 방안이 제공된 것으로 가정된다.

             X선장치는 부속문서에서 최소한 제조사가 명시하는 값만큼 공급전
원의 겉보기 저항에서 지정된 공칭 전력이 제시될 수 있을 때에만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적합성은 부속문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5. ME기기 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이 절을 적용한다.

  6. ME기기 및 ME시스템의 분류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이 절을 적용한다.

  7. ME기기의 표식, 표시 및 문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7.에 따른다.
  7.2. ME기기 또는 ME기기 부분의 외측 표시
    추가:  
    7.2.7. 공급전원에서의 전원입력

    영구 설치하도록 지정된 ME기기의 경우, 요구된 정보는 부속문서에 명시하
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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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입력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조합하여 규정한다.

    a) ME기기 정격 전압, Volt;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7.2.1.항 및 7.2.6.항을 참
조,

    b) 상수: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7.2.1.항 및 7.2.6.항을 참조;
    c) 주파수, Hz;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7.2.1.항 및 7.2.6.항을 참조
    d) 공급전원의 겉보기 저항에 대한 최대 허용값, Ω; 
    e) 공급전원에서 요구되는 과전류 차단기의 특성.

  7.2.15. 냉각조건
    추가:
    ME기기 또는 작은 조립부품의 안전 작동을 위해 필요한 냉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절하게 포함하여 부속문서에 나타내어야 한다:

    - 주변 공기로의 최대 열손실을 부속문서에 포함하되, 100 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며 설치된 장비와 분리되어 위치할 수 있는 각각의 작은 조립부품에 
대해서 최대 열손실을 기재한다. 

    - 강제 공냉 장치로의 최대 열손실을 부속문서에 포함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제 기류의 유속 및 온도 상승을 기재한다.

    - 냉각 매질로 발산되는 최대 열 발산 및 효용성을 위한 허용 가능 입력 온
도 범위, 매체의 최소 유량 및 압력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7.2.101. 조사야제한기구
    항목 추가:
    조사야제한기구는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7.2.2.항이 요구하는 사항
    - 제조 번호 또는 개별적 식별 표시
    - 선질 등가 여과의 총여과

    ※ 비고: 이 요구사항은 IEC 60601-2-28:1993의 6.1.항을 참조하였다.

  7.8.1. 표시등의 색
    추가: 
    X선과 관련한 표시는 공통기준규격의 7.8.항은 제외한다. 그 대신에 6.4.2.항 

및 6.4.10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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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부속문서
  7.9.1. 일반 
    추가:
    X선장치에 대한 품질관리는 책임기관(responsible organization)이 실행해야하

는 품질관리 절차를 부속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절차에는 수용 기
준 및 시험 빈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통합 디지털 X선 수상기가 X선장치로 설비되며, 부속문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정번호 또는 그 결정방법 그리고 해당된다면 버전(version)의 명시를 포
함해서 원본 데이터(original data)에 적용되는 영상 처리의 기술

    - 단위 및 영상과 관련된 데이터와 얻어지는 영상의 파일 전송 방식에 대한 
기술

    진단 목적으로 영상을 나타내는 데 요구되는 수단의 실행은 의도된 사용에 따라 
명시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부속문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7.9.2.  사용설명서
  7.9.2.1. 일반
    추가:
    7.9.2.1.101. 부하조건

    사용설명서에는 아래에 기술한 부하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합과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명기해야 한다.

    a) 촬영 및 투시를 위한 해당 X선 관전압으로 작동할 때 ME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관전류와 그에 대응되는 공칭 X선 관전압

    b) 촬영 및 투시를 위한 해당 최대 X선 관전류로 작동할 때 ME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 X선 관전압과 그에 대응되는 최대의 X선 관전류

    c) 촬영 및 투시를 위한 고전압 발생장치의 최대 전력이 되는 X선 관전압과 
X선 관전류의 대응하는 조합(참조 4.101.)

    d) 공칭 전력(kW)은 100 kV의 X선 관전압에서 0.1 초의 부하시간 동안 또는 
이들 값을 선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접한 매개변수로 하여 ME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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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4.101.).
      공칭 전력은 X선 관전압, X선 관전류 및 부하시간의 조합으로 주어져야 한

다.
    e) 미리 계산되었거나 측정된 관전류‧ 시간곱(이하 “mAs”로 표시함)을 표시하

는 ME기기는, 최소 mAs 또는 최소 mAs를 얻게 되는 부하조건의 조합
       최소 mAs의 값이 X선 관전압 또는 부하조건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경

우, 최소 mAs는 그러한 의존성을 보여주는 표 또는 도표로 제시할 수 있다.
    f) ME기기의 자동노출제어시스템을 사용한 공칭최단 조사시간
      공칭최단 조사시간이 X선 관전압 및 X선 관전류와 같은 부하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공칭최단 조사시간에 대한 부하조건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자동노출제어시스템으로 제어되는 조사 중 X선 관전압 및/또는 X선 관전
류의 최대 가능 범위를 사용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7.9.2.1.102. X선원장치
    사용설명서에는 IEC 60806에 따른 결정된 통합된 X선원장치의 최대 대칭 방

사선 조사야를 명시해야 한다. 

    ※ 비고: 이 요구사항은 IEC 60601-2-28:1993의 6.8.2.dd)항을 참조하였다.

    7.9.2.1.103. 통합된 X선 수상기
    통합된 X선 수상기를 설비한 X선장치의 경우, 사용설명서에 X선 수상기의 

특별한 취급 및 보수 관리가 포함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사용설명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7.9.3. 기술설명서
    항목 추가:
    7.9.3.101. X선원장치
    통합된 X선원장치에 관한 기술설명서는 공통기준규격의 7.2.항에 따라 규정한 

자료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a) X선원장치의 초점 특성과 타겟 각도가 관련되는 기준축에 관한 사양서
    b) 지정된 기준축에 관한 타겟 각도
    c) 초점의 위치 및 기준축상에서 초점의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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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지정된 기준축에 관한 IEC 60336에 따라 측정된 공칭 초점값

    ※ 비고: 이 요구사항은 IEC 60601-2-28:1993의 6.8.3.dd)항을 참조하였다.

    항목 추가:
    7.9.101. 부속문서에서의 추가 기술사항
    부속문서에서의 추가 기술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는 사용설명서 및 기술설

명서를 포함)은 부록 C의 표 C.102.에서 목록을 찾을 수 있다. 

  8. ME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8.에 따른다.
  8.4. 전압, 전류 또는 에너지의 제한
  8.4.3. 플러그로 전원접속을 의도한 ME기기
    추가:
    8.4.3.101. 고전압 케이블의 접속
    탈착 가능한 고전압 케이블은 그 케이블을 분리시킬 경우 도구가 필요하도록 

고안되어야 하거나, 인터록이 제공되어서 보호 덮개가 제거될 때마다 다음 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 ME기기가 전원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 고전압회로 내에 정전 용량이 고전압회로 접근에 필요한 최소 시간 내에 

방전되어야 하고,
    - 방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 및 측정으로 확인한다.
    항목 추가:
    8.4.101. X선 관전압의 제한
    ME기기는 접속된 모든 X선관장치와 관련된 X선관의 공칭 X선 관전압보다 

높은 전압 또는 X선관장치가 설계된 공칭 X선 관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사용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5. 부분의 분리
  8.5.1. 보호수단 (Means Of Protection, MOP)
    항목 추가:
    8.5.1.101. 전압, 전류 또는 에너지의 추가적 제한
    전원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저전압 회로에도 수용할 수 없는 고전압이 발생



- 319 -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비고: 이는, 예를 들면, 다음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 고전압회로와 저전압 사이의 보호접지 단자에 권선층(winding layer)이나 

도전 스크린을 연결시켜 놓는 것
    - 외부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단자 및 외부 전기 통로가 단절될 때 과도한 전

압이 생길 수 있는 단자들 사이에 걸쳐서 전압제한장치를 준비해 두는 것

    적합성은 설계 데이터 및 구조 점검으로 확인한다.

  8.5.4. 동작전압
    추가:
    8.5.4.101. 고정자 및 고정자 회로 내전압 시험
    X선관 회전양극 작동에 이용되는 고정자와 고정자 회로의 내전압시험용 시험

전압은 고정자 공급 전압이 정상 운전 상태 후에 잔존하는 값을 기준으로 한
다.

  8.6. ME기기의 보호접지, 기능접지 및 등전위화
  8.6.4. 임피던스 및 전류전송 용량
    추가:

    유연 전도성 스크린(flexible conductive screen)은 케이블에 의해 연결된 장
치 간의 보호접지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항목 추가:
    8.6.101. X선관장치
    a) X선관장치와 X선 고전압장치를 연결하는 접근 가능한 고전압 케이블은 

단위 길이당 1 Ωm-1을 초과하지 않고,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스크린을 보
호할 수 있는 비도전성 물질로 싸여진 유연 도전성 스크린을 포함하여야 
한다. 스크린은 고전압 발생장치의 도전성 외장에 접속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시각적 점검 및 측정으로 확인한다.

       ※ 비고: 이 요구사항은 IEC 60601-2-28:1993의 16.aa)항을 참조하였다.

    b) 모든 경우, 설치된 고전압 케이블의 스크린과 X선관장치의 리셉터클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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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가능 금속 부분 간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시각적 점검 및 측정으로 확인한다.

       ※ 비고: 이 요구사항은 IEC 60601-2-28:1993의 16.cc)항을 참조하였다.

  8.7. 누설전류 및 환자측정전류
  8.7.3. *허용값
    c)항은 다음과 같이 대치:
    이동형 X선장치 및 가반형 X선장치에 접촉 전류는 단일고장상태 하에서 2 

m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항은 다음과 같이 대치:
    이동형 X선장치 및 가반형 X선장치에 허용 접지 누설 전류값은 정상 상태에

서 2.5 mA, 단일고장상태에서는 5 m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영구설치형 
ME기기에 접지누설전류의 허용값은 정상 상태 및 단일고장상태에서 10 mA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항은 다음과 같이 대치:
    고전압 발생장치를 포함하는 영구설치형 ME기기의 정상 상태 및 단일고장상

태에서 접지누설전류의 허용값은 20 m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8.3. 내전압
    고전압회로에 관한 적합성 시험은 다음과 같이 대치:
    ME 기기의 고전압회로는 처음에는 시험전압을 절반 이하로 하였다가, 10초 

동안 점진적으로 최곳값에 도달하도록 상승시켜서 촬영에서는 3분, 투시에서
는 15분을 유지하여 시험한다.

    고전압회로에 관한 시험은 다음과 같이 추가:
    고전압회로에 대한 시험은 X선관장치를 접속시키지 않고 ME기기의 공칭 X

선 관전압의 1.2 배의 시험전압으로 한다.

    ME기기를 X선관장치를 접속한 상태에서만 시험할 수 있고 공칭 X선 관전압
의 1.2 배로 시험할 수 없다면, 시험전압을 낮출 수는 있지만 공칭 X선 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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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의 1.1 배 미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투시에서의 공칭 X선 관전압이 촬영에 있어서 80 %를 초과하지 않으면, 고
전압회로 시험전압은 촬영 값을 기준으로 하며, 시험은 그 모드만으로 해야 
한다.

    만일 내전압 시험 중 트랜스포머를 과열시킬 위험이 있으면, 더 높은 주파수
로 시험할 수 있다.

    내전압 시험 중, 고전압회로 내의 시험전압은 될 수 있는 대로 규정 값의 100 
%에 가깝도록 유지해야 하고 규정 값의 100∼105 %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내전압 시험 중, 고전압회로에서 약한 코로나 방전이 발생하는데, 시험전압을 
시험조건에서 기본으로 정한 전압의 110 %로 낮출 때 이 코로나 현상이 없
어지면 무시한다.

    추가:
    aa) X선관장치가 통합된 X선 고전압장치 또는 작은 조립부품은 X선관에 적

절한 부하를 가하여 시험한다.
    bb) X선 고전압장치가 X선 관전류의 단독 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내전압 

시험 시간은 증가된 X선 관전압에서 허용 가능한 X선관부하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로 감소되어야 한다. 

    cc) 시험전압의 측정을 위해 고전압회로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 값이 100 %
에 가깝게 유지되는 것이 확실하도록 하고, 요구되는 값의 100 % 및 105 
%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9.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기계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9.에 따른다.
  9.2. 가동부에 관련된 위해요인
  9.2.2.4. 가드 및 보호조치
  9.2.2.4.4. 보호조치
    추가:
    9.2.2.4.4.101. 충돌보호
    X선장치에 충돌에 대비한 기능이 있다면, 사용설명서에 해당 충돌대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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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술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작동 중지를 방지하고 실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수단들 또한 기술되어야 한다.

    동력구동의 ME기기 부분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이동성 또는 근접 고정된 
물체와 충돌하여 일어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경고가 부속문서에 규정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사용설명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9.2.2.5. 연속 작동
    수정: 
    정상사용에서 ME기기 또는 ME기기 부품들이 움직일 때는 환자 또는 조작자

에게 신체적 상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작자의 지속적 통제가 필요
하다.

    고장이 나거나 환자 또는 조작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조작
자가 비상정지를 작동해도 상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없는 모터로 
구동되는 ME기기 혹은 ME기기의 부품들은, 스위치 두 개를 연속 작동해야
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스위치는 단독으로 움직임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두 개의 스위치는 하나의 단독제어로 가능하게 설계될 수 있으며, 하나의 스
위치는 모든 움직임들에 공통이 되는 한 회로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스위치들은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조작자가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최소한 스위치 한 세트는 환자와 인접하며 ME기기의 움직이
는 부품들을 살피기 위한 조작자가 있어야 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간접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ME기기 부품의 모터구동에 의한 
움직임은 두 개의 스위치로 제어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환자의 낙상을 
초래할 수 있는 테이블의 각도 변화가 있다.

    자동적으로 설정되거나 사전에 배치되도록 설계된 ME기기에 대해서, 해제된 
상태에서 기계적 동작을 중단 시키는 연속 작동을 필요로 하는 제어기는 움
직임이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른 방법을 통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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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확보되고 위험관리파일에서 정당화 된 것이라면 연속 동작 장치는 필요
로 하지 않는다. 

    제조사는 위해요인이 될 수 있는 모터구동에 대하여 위험관리를 통해서 확인
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의 점검 및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9.2.2.6. 움직임의 속도
    추가:
    움직임을 멈추기 위한 제어를 실시한 후의 과도이동(overtravel)은 정상사용 

시에 1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다른 수단으로 인해 안전이 확보되
고 위험관리파일에서 정당화 된 것이라면, 과도이동은 10 mm를 초과할 수 있
다. 

    이동형 ME기기를 제외하고, 동력 구동 ME기기가 환자 테이블 상단으로부터 
300 mm 이내 또는 테이블 옆에서 100 mm 이내에서 환자 쪽으로 이동할 때
의 속도는 최대 속도의 절반으로 제한한다. 다른 방법에 의해 안전이 확보되
고 위험관리파일에서 정당화 되어 있을 경우, 속도 제한은 요구되지 않는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의 점검 및 기능시험과 측정으로 확인한다.

    ※ 비고: 이 요구사항은 IEC 60601-2-32:1994의 22.4.4.항을 참조하였다.

  9.2.3. 가동부와 관련된 기타 위해요인
  9.2.3.1.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
    추가:
    의도하지 않은 이동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여 정상사용 

및 단일고장상태에서 환자 또는 조작자에게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a) 릴레이 접점 등의 고장 등으로 제어되지 않는 움직임을 초래할 수 있는 경
우, 중복 제어기 또는 그와 같은 보호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중복 제어
기의 한 쪽이 고장이 나면 직접적인 방법 또는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시험 
방법을 통해 조작자가 고장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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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스위칭 소자는 이동 제어 회로의 접지된 쪽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은 도면의 점검, 시각적 점검 및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 비고: 이 요구사항은 IEC 60601-2-32:1994의 22.4.2.항을 참조하였다. 

    영구설치형 ME기기 또는 영구설치형 ME 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적용
한다:

    동작 제어에 대한 피사체 또는 환자의 배치나 이동이 두 개의 스위치를 모두 
활성화할 수 있을 때, 이 동작 제어를 할 수 없게 하는 동작 해제 스위치
(motion disabling switch)가 있어야 한다. 

    ※ 비고: 이 스위치는 꼭 테이블 측면에 있지 않고 해당하는 방에 위치할 수
도 있다. 조사 해제 스위치 근처에 동작 해제 스위치가 있다면 조작
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작 해제 스위치의 작동은 그 자체로서 동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는 안 
된다.

    조작자가 작업하는 위치에 동작 해제 스위치 상태를 알리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동작 해제 스위치의 위치, 기능 및 작동은 사용설명서에 기술 되어야 한다.

    동작 해제 스위치는 조사 해제 스위치에서 분리되어 위치해야 한다.

    스위치는 조작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오작동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도면의 점검, 시각적 점검 및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9.2.3.1.101. 환자 하중 시 또는 무하중 시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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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하중 및 무하중 중에 환자와 조작자에게 상해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
로 ME기기 또는 ME기기 부품은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수
단을 갖추어야 한다.

    적합성은 최대 공칭 환자 체중을 고려한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항목 추가:
    9.2.3.101. 압력 및 힘 제한
    진단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압력 또는 힘을 가하여야 할 때 기기와 접촉하게 

되는 신체 부분이 어디이고, 적용 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잠재적
인 상해 가능성은 어떤지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환자에 
가해지는 압력 한계는 최대 70 kPa, 힘은 200 N 이다. 

    ※ 비고: 압박기구의 최대 제한은 각 지역 규정의 차이로 허용한다.

    모터구동의 압력 움직임은, 환자에게 적용되는 힘을 사용설명서에 제시된 값
에 따라 제한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시각적 점검, 기능시험, 측정 및 사용설명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 비고: 이 요구사항은 IEC 60601-2-32:1994의 22.4.3.항을 참조하였다.

    9.2.3.102. 압박기구에 관한 움직임 인터록
    압력이 환자에게 적용되고 환자와 가까이에 있는 조작자에 의해 움직임이 직

접 제어되지 않을 때, 환자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검사에 필요하지 않
은 움직임은 연동 제어되어야 한다. 검사 진행을 위해 연동 제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전용 제어를 통해 연동제어가 중단될 수 있다. 인터록 중단 제어
가 작동하면 그 시각적 표시를 조작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인터록 중단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작자를 위한 위험에 대한 사
용 경고 정보가 사용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 및 부속문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9.2.4. 비상 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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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9.2.4.101. 제어
    신체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전동 구동 움직임에는 비상정지 제어기

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정지 시에는 ME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환자가 
비상정지 제어에 접근 및 제거 가능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다른 방법에 의해 
안전이 확보되고 위험관리파일에서 정당화 되어 있을 경우, 비상정지장치는 
없어도 된다. 

    정상사용 시 구동되는 ME기기 부분이 환자에게 접촉되거나 또는 접촉 가능
성이 있을 때, 그리고 의도된 응용에 적합할 때, 환자 접촉을 감지하는 수단
을 구비하여 접촉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 및 위험관리파일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 비고: 이 요구사항은 IEC 60601-2-32:1994의 22.4.1.항을 참조하였다.

  9.8. 지지시스템과 관련한 위험요인
  9.8.3.3. 사람에 기인한 동하중 
    추가:

    ※ 비고: 질량(mass)은 150 mm까지 가속화된 후, 안전 하중의 2 배에서 3배
와 동등한 힘을 만들어 내는 60 mm 폼(foam) 압축을 가하는 동안 
감속한다.

    다음의 정하중 시험은 공통기준규격에 지정된 동하중 시험보다 훨씬 더 엄격
하다는 것을 기계 분석에서 입증하는 경우, 위험관리에 근거하여 동하중 시험
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시험을 하기에 앞서, 환자 지지/서스펜션 시스템은 정상사용 시 가장 불리
한 상태에서 수평으로 위치시킨다.

    환자 또는 조작자가 앉을 수 있는 지지/서스펜션의 공간에 대해, 최소 1 분간 
해당 공간에 환자나 조작자를 대신하는 안전동작하중에 상응하는 (공통기준
규격 그림 33. 참조) 질량의 적절한 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기능의 손상이
나 파손은 허용될 수 없는 실패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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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4. 기계적 보호장치가 있는 시스템
    항목 추가:
    9.8.4.101. 기계적 보호장치
    다른 로프, 체인 또는 밴드와 나란히 연결된 로프, 체인, 밴드는 정상사용 시

에 하중을 받지 않는다면 기계적 보호장치로 간주될 수 있다.

    기계적 보호장치로 사용되는 로프, 체인 또는 밴드는 점검을 위해 접근 가능
해야 하며 부속문서에 점검을 위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 및 부속문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 비고: 이 요구사항은 IEC 60601-2-32:1994의 28.105.항을 참조하였다. 

    항목 추가:
    9.8.101. 충격 흡수 수단
    정상사용 시, 예를 들어, 급속한 가속 또는 감속의 결과로 높은 동하중이 발

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제동 수단이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 비고: 이 요구사항은 IEC 60601-2-32:1994의 28.103.항을 참조하였다.

  10. 원치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이 절을 적용한다. 

  ※ 비고: 보조기준규격(IEC 60601-1-3)은 공통기준규격을 참조하였으며, 본 규
격의 진단용엑스선장치이 방어에 포함하였다. 

  11.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11.에 따른다.
    항목 추가:
    11.101. X선관장치의 과온에 대한 보호
    X선관장치의 접촉 가능한 보호되지 않은 표면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에 대하여, 정상사용과 연관된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러한 표면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수단이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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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사용에서 
예상되는 접촉면의 온도에 관한 정보는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공통
기준규격의 표 22.에서 표 24.를 참조.

    적합성은 기능시험 및 사용설명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11.102. 조사야제한기구의 과온에 대한 보호
    광조사야 표시기와 결합된 조사야제한기구는 조사야제한기구가 드레이프

(drapes) 또는 기타 열 발산을 감쇠 시키는 재료로 덮인 상태에서 램프가 계
속 켜져 있을 시, 온도 상승 발생을 줄이는 다음의 방법들 중 하나를 설비하
여야 한다.

    a) 조사야제한기구에 접촉가능표면이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1.1.1.항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온도를 초과한 때 램프에 걸리는 에너지를 막기 위
한 열감지차단기(thermal cut-off).

    b) 조작자에 의해서 가장 최근에 작동되고 나서 2 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램프가 켜져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제한 기구.

    c) 상기 항목 b)에 기술된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 외부와 연결된 시간제한 스
위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기술하는 부속문서에 있는 항목.

    적합성은 기능시험 및 부속문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12.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이 절을 적용한다. 

  ※ 비고: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2.4.5.항에 따라, 이 질문의 선량과 관련된 상황
은 이 기준규격의 6.4.3.항에 다루었다.

  13. 특정 위해상황 및 고장상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이 절을 적용한다. 

  14. 프로그램가능 의료용 전기시스템(PEMS)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이 절을 적용한다. 

  15. ME기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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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이 절을 적용한다. 

  16. ME시스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이 절을 적용한다. 

  17.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이 절을 적용한다. 

  ※ 비고: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3판은 영상 장치와 
관련하여 2판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자 일부 수정되었다.

3.2.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전자파 안전은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
처 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치 또는 추
가시킨다. 

    추가:
    202.101. 필수성능의 내성시험
    ME기기의 내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시험기기의 정확성은 테스트 시의 

전기적, 자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시험기기는 ME기기의 내성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반드시 비접속식 측정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3.3. 의료기기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보조기준규격에 관한 요구사항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
격에 따라 공통기준규격[별표2]의 번호에 대치 또는 추가시킨다.

  진단용 X선장치의 방어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2]에 따른다.

  4. 일반 요구사항
  4.1. 적합성 선언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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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기기 또는 작은 조립부품이 이 기준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는 다음에 형식
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촬영 및/또는 투시를 위한 X선장치...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8. 진
단용엑스선장치

    ++)모델 또는 형명 

    항목 추가:
    4.101. 정의된 용어에 대한 제한조건 
    4.101.1. 전력
    이 기준규격 201.7.9.2.101. c)항 및 d)항에 언급한 고전압회로 내의 전력은, 다

음 공식에 의거 계산한다.
    P = f • U • I 
    여기에서, 
    - P: 전력
    - f: 아래와 같이 선택한 X선 관전압의 파형에 의거한 계수 
      a) 6 피크형 X선 고전압장치 ME기기의 경우 0.95 또는,
      b) 12 피크형 X선 고전압장치 또는 정전압형 X선 고전압장치의 경우 1.00 

또는,
      c) 그 외의 ME기기는, X선 관전압의 파형에 따라 선택되는 가장 적절한 

값을 명시한다. 
    - U: X선 관전압
    - I: X선 관전류

    4.101.2. 정전압형 X선 고전압장치에 리플백분율
    ME기기에 관한 정전압형 X선 고전압장치의 출력 전압의 리플백분율은 4 %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비고: 공통기준규격[별표2]의 7.2.항 참조

    4.101.3. 부하시간
    부하시간은 아래의 두 지점 사이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
    - X선 관전압이 처음으로 피크값의 75 %로 상승했을 때의 순간
    - X선 관전압이 그 값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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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관 또는 X선관의 그리드를 사용하여 부하를 고전압 전자스위칭에 의해 
제어하는 ME기기에서의 부하시간은, 시간 계측기가 조사 개시 신호를 발생
하는 순간과 조사 종료 신호를 발생하는 시간 사이의 간격으로 결정한다.

    고전압회로와 X선관의 필라멘트에 열을 공급하는 1차측에서 동시에 스위칭하
여 부하를 제어하는 ME기기에서의 부하시간은, X선 관전류가 처음으로 최댓
값의 25 %에 도달하는 순간과 그것이 동일한 값으로 다시 떨어지는 순간 사
이의 시간 간격으로 결정된다.

    ※ 비고: 공통기준규격[별표2] 3.37.항 참조. 

    4.101.4. 공칭최단 조사시간
    공칭최단 조사시간은 6.5.101.에 따라 최단 부하시간으로 결정한다.
    - 6.3.2.103.에 따라 측정할 때, 평균공기커마(측정된 공기커마를 조사시간으로 

나눔)가 적어도 50 배 더 긴 조사시간 동안 평균공기커마 (측정된 공기커
마를 조사시간으로 나눔)보다 20 %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부하를 위한 
조사시간.

    - 항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6.3.2.102. c)의 2)항에, 재현성은 6.3.2.102. d)항에 
부합하는 최단 조사시간보다 짧지 않은 조사시간.

  5. ME기기 표식, 표시 및 문서
  5.2.4.5. 결정적 영향
    추가:
    5.2.4.5.101. 투시 및/또는 연속촬영용으로 지정된 X선장치에 대한 선량측정정

보

    a) 피부선량준위 (skin dose level)
    사용설명서는 반복적이거나 장기간 노출의 경우 의도된 사용으로 조직반응을 

일으키는 국소의 피부선량준위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투시 및 촬영
에서 선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선택 가능한 설정(setting)에서의 영향 혹은 
발생하는 기준공기커마나 기준공기커마율이 기술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사용설명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b) 사용가능한 설정 (available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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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모드, 부하조건의 설정 그리고 선질 또는 의도한 사용 목적대로 기준공기
커마(율) 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작동매개변수는 제조자가 기술하는 형태로 
사용설명서에 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이 정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투시작동모드에서 지정되는 예를 들어, 보통, 저 및 고 해상도, 또는 보
통, 저 및 고 선량모드

     2) 디폴트값과 작동모드 설정 후에 변경될 수 있는 인자의 사용가능한 범위
를 제공하는, 1)과 같이 기술된 전형적인 작동모드의 설정 

     3) 투시상에서 가장 높은, 사용가능한 기준공기커마율을 전달하는 조사조건
의 설정 및 기타 작동매개변수

     4) 촬영상에서 프레임 당 가장 높은, 사용가능한 기준공기커마율을 전달하는 
조사조건의 설정 및 기타 작동매개변수

     5) 기준공기커마 또는 기준공기커마율의 최소 및 대표적인 값에 해당하는, 
초점수상기간거리의 설정

    적합성은 사용설명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c) *방사선 데이터
    사용설명서에서, 상기 b)의 설정에 따른 작동모드 및 기술된 값의 설정에 대

해, 기준공기커마(율)의 대표값은 5.2.4.5.102.항에 기술된 방식에 의한 측정을 
기본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5.2.4.5.102.항에 기술된 방식에 의한 측정을 기본으로 한, 각각의 
작동모드 및 이 절의 b)1) 및 2)의 설정에 따라 기술된 값의 설정에서의 기준
공기커마(율) 대표값들은 사용설명서에 제공되어야 하며, 작동모드에서 조작
자에 의해 값들이 조정 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요소의 두 가지 설정에서 기준
공기커마(율) 대표값이 제공되어야 한다.

    - 선택할 수 있는 부가여과
    - 입사조사면적
    - 방사선 펄스 반복 주파수

    ME기기의 구성과 5.2.4.5.102.항에 명시된 절차에서 사용되는 시험 구조에 대
한 정보는 주어진 값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시되어야 한다. 5.2.4.5.102.항에 
따른 측정에 의한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세부사항이 제시되어야하지만, 
5.2.4.5.102.항에 제시된 방식에 의해 검증될 시에는 허용된 오차 범위에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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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일관성 있게 하는 계산을 포함한 그 밖의 다른 원래 방식들로 표시값이 
결정될 수도 있다.

    측정값은 표시값의 50 %를 초과하면 안 된다.

    ※ 비고: 측정값은 사용설명서에 표시값과 비교되므로, 50 % 편차는 적절하
다.

    적합성은 기능시험 및 사용설명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기준공기커마(율)과 
해당 값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구성 및 시험 구조를 이
용하는 5.2.4.5.102.항에 제시된 방식에 따라 검증된다.

    d) *환자입사기준점
    사용설명서에서 환자입사기준점의 위치는 투시장치의 형태에 관하여 지정한

대로 기술되어야 한다.

    환자입사기준점은 다음과 같이 위치한다:

    - 환자 지지대 아래에 위치한 X선원장치를 장착한 X선장치를 위한 환자 지
지대의 1 cm 위

    - 환자 지지대 위에 위치한 X선원장치를 장착한 X선장치에를 위한 환자 지
지대의 30 cm 위

    - C-arm형 X선장치에 관해서는 등각점(isocenter)에서 초점의 방향으로 15 
cm 떨어진 지점 

     •  원점이 없는 C-arm형 X선장치의 경우, 환자 표면과 X선 축의 교차하는 
지점을 대표하는 제조자가 정의한 X선 축에 있는 한 점. 이 경우 사용설
명서에는 제조자가 선택한 위치의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  초점에서 수상기까지의 거리가 45 cm를 넘지 않는 C-arm형 X선장치의 
경우, 최소 초점피부 거리를 대표하는 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

        ※ 비고: 환자입사기준점의 동일한 정의에 C-arm의 측면 위치는 상기 
C-arm형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등각점과 관련해서 사용된다. 

    - 상기 환자입사기준점에 목록화 되지 않은 X선장치는 제조자에 의해 지정
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사용설명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5.2.4.5.102. *선량측정정보에 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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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측정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시험절차를 이용한다.
    - 팬텀은 20 cm 두께의 측면이 같거나 25 cm를 초과하는 폴리메틸-메타크리

레이트(polymethyl-methacrylate, PMMA) 직각 블록을 사용한다. (팬텀은 재
료의 층들로 조립하여도 된다)

    - 측정평면에는 X선빔의 면적이 80 %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측정 검출기를 
가진 선량계를 사용 한다. 선원-검출기 축과 수직면인 검출기의 면적은 30 
cm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초점에서 수상기 거리를 최솟값으로 조정한다. X선원장치와 팬텀의 입사면 
사이를 가능한 최대로 멀리하고, 팬텀은 X선 수상기에 최대한 가깝게 놓는
다. (이것으로 측정 시 산란방사선의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 측정 검출기는 양쪽 중 어느 한 점에 위치시킨다. 
      •  환자입사기준점(측정 검출기와 팬텀 사이의 거리가 최소 20 cm일 경우

에만) 또는,
      • 초점과 팬텀의 입사면 사이의 중간 지점 일 때. 이 경우 측정값은 적정 

거리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 비고: 이것은 떠돌이방사선(stray radiation) 판독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다.
    - 5.2.4.5.101. c)항에서 기준공기커마율값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시 설

정을 위한 공기커마율을 측정한다.
    - 5.2.4.5.101. c)항에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촬영 설정을 위하여  영상 마

다 공기커마(air kerma/image)를 측정한다.

      ※ 비고: 자동노출 제어장치가 측정에 수반된다면, 측정 검출기 없이 효과
를 나타내는 부하조건을 검증한 다음 수동모드에서 이러한 부하
조건을 설정하여 선량 측정을 실시한다. 

    - 각 설정에서, 공기커마(율)는 다음의 요인에서 두 가지 설정으로 기술된 팬
텀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  선택 가능한 부가필터
      •  입사면적을 선택할 수 있는 대리 조작자
      •  X선 펄스 반복주기
      
  6. 방사선 관리
  6.2. 방사선 조사의 시작과 종료
  6.2.1. 방사선 조사의 정상적인 시작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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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a) 연속 촬영에서 후속 조사는, 이전 방사선 조사의 설정이 해제되지 않았다

면 개시되면 안 된다. 
    b) 연속촬영이나 0.5 초 이하의 부하시간을 가진 단일부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조작자가 의도한 완료 전에 언제라도 각 부하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
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연속촬영 동안에 조작자는 언제든지 부하를 종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진
행 중인 일련의 단일부하를 완료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c) 투시에 있어서, 진행 중에 조작자에 의해 조사시간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
는 조작자에게 부하의 누적시간이 완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청각 경고
음을 위한 타이밍장치가 설비되어야 한다. 타이밍장치는 다음의 특성을 가
져야 한다.

     1) 어떠한 경고 없이 최대 5 분의 누적시간 부하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5 
분 보다 짧은 시간의 설정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의 시간설정이 
되지 않았거나, 가장 최근 설정이 만료된 부하의 경우에는 부하가 걸리는 
동안에 지속적인 경고음이 들려야 한다. 

     2) 부하시간을 늘리거나 경고음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부하가 간섭받거나 
방해받지 않으면서 각 누적시간 5 분이 넘지 않게 재설정이 가능해야한
다. 

     3) 설정 또는 재설정 시간의 제어는 어떠한 조사스위치와도 분리되어야 한
다.

    d) 상기 c)항에서 요구되는 타이밍장치에 추가해서, 10 분을 초과하는 시간 
동안 방해 없이 지속되는 투시 부하 시에는 자동적인 종료를 확실하게 할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상조건에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 종료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조사스위치를 해제하고 재작동(re-actuating)함으로써 부
하를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 및 적절한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6.2.1.101. 충전모드 인터록
    배터리 충전기를 내장한 모든 이동형(mobile) X선장치는 배터리 충전을 방해

하지 않으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이동이나 X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비고: 이 요구사항에 따르는 적합한 방식의 예로는 작동 스위치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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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X선 발생 및 작동 열쇠가 없을 때만 작동이 가능케 하면서 
배터리 충전은 열쇠가 없어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적합성은 점검으로 확인한다.

    6.2.1.102. 외부 인터록의 접속 
    이동형 X선장치를 제외한, X선장치는 ME기기와 분리된 외부 전기기기들을 

연결하는 다음 중 하나의 접속을 갖추어야 한다.
    - X선 발생장치가 X선방출을 시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 X선 발생장치가 X선방출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하고,
    - 또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해야 한다.

    외부 전자 장치들로부터의 신호 상태가 제어판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속문
서는 책임 있는 조직을 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설치 과정에서 시각적 방
식으로 이러한 설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 비고: 본 시설의 사용 예를 들면 투시를 하는 동안에 방어차폐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적합성은 점검 및 적절한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6.2.2. 방사선 조사의 정상적인 종료 실패에 대한 안전측정
    추가:
    정상종료가 방사선 측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 안전측정은 정상종료가 실패한 경우에, 대비한 조사 종료를 위한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 X선 관전압, X선 관전류 및 부하시간은 1 회 조사에 60 kWs 또는 mAs는 

1 회 조사에 600 mAs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 및 적절한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6.3. 방사선 선량 및 방사선질
  6.3.1. 방사선 선량 및 방사선질의 조정
    추가:
    a) 조사조건이 자동 제어되는 시스템은 사전 선택 가능한 조합의 적절한 범

위를 제공하여 자동제어가 보조기준규격의 요구사항과 부합하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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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b) 조사조건이 자동제어 되고/되거나 투시 시에 부가필터가 자동 제어되는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조기준규격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적합하게 차별화된 수준의 제어 량을 최소 2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한 가지 특징을 갖춘 조사조건이 적합하게 차별화된 수준 최소 2개 및/또

는 자동 제어되는 부가여가, 또는 독립 조사조건의 적합하게 차별화된 기
능 및/또는 자동 제어되는 부가여과가 선택될 수 있을 때, 또는 

    - 추가적으로, 자동제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 제어가 가능할 때
    적합성은 점검 및 적절한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6.3.2. 방사선 출력에 대한 재현성
    추가:
    6.3.2.101. 촬영에서의 방사선 출력에 대한 재현성
    공기커마의 측정값의 변동계수는 조사조건의 어떠한 조합에서도 0.0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절차로 확인한다.

    표 101.에 따른 A, B, C 및 D 시험설정과 6.3.2.103.항에 따른 시험조건 하에
서 1 시간에 공기커마를 10 회 측정한다.

    적합성 확인으로 시험설정 C 및 D를 위해서는 측정 시리즈와 평균공기커마
의 각각 변동계수를 계산한다.

    6.3.2.102. 촬영에서의 직선성 및 일관성
    a) 조사조건의 제한된 간격에 걸친 공기커마의 직선성
       촬영시의 작동을 위해 공기커마 측정값의 평균을 사전에 선택된 값 또는 

mAs의 지시값으로 나눈 몫 또는 아래방법으로 구한 X선 관전류와 부하
시간의 곱.

       - 부하시간 또는 X선 관전류 또는 mAs에서 2 개의 연속 설정
       - 또는 사전 선택이 지속적이고, 사전 선택값이 최대한 2에 가깝지만 초

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변할 때 상기의 2개 조사조건 설정에서,

       이들 계수의 평균값은 0.2 배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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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K1, K2 : 공기커마 측정값의 평균
       Q1, 및 Q2 : 표시된 mAs
       l1 및 l2 : 표시된 X선 관전류
       t1 및 t2 : 표시된 부하시간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절차로 확인한다.

    표 101.에 따른 E와 F 각각의 시험설정과, 6.3.2.103.항에 따른 시험조건으로 1 
시간에 공기커마를 10 회 측정한다.

    두 측정 계열에 대한 공기커마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이들 평균값과 C 및 D 
시험설정에 대하여는 공식에 의해 적합한가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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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설정 A B C D E F

X선 
관전압

최저 최고
최고의
50 % 

최고의 
80 %

최고의
50 %

최고의 
80 %

X선 
관전류

또는 mAsa 
최고 최저

1 μGy - 5 μGy 
인가b

C와 D에 사이에 
인접한 설정 

부하시간 모든 설정에 대하여 0.01 초와 0.32 초 사이  
a 이전 행렬에서 정의된 설정값을 이용할 수 있음
b 수상면에서 공기커마에 대응하는 선량값

표 101. 재현성 및 직선성 검증을 위한 시험

    b) 직접촬영에서의 자동노출제어의 재현성
       직접촬영에서 조사를 조절하는 자동노출제어의 작동에서, 재현성은 다음 

요구사항 중 하나에 따라야 한다.
       - 공기커마 측정값의 변동계수는 6.3.2.101.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0.05 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 X선상에서 광학농도의 변동은 X선 관전압을 변경하지 않고 또한 피사

체의 두께가 일정할 때 0.10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아래의 시험절차로 확인한다.
    c) 직접촬영에서 자동노출제어의 일관성
       직접촬영에서 조사를 조절하는 (촬영에서의) 자동노출제어의 작동에서, 사진 

결과에 있어 광학농도의 변동은 다음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피사체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고, X선 관전압을 변경하였을 때 0.15, 
       2) X선 관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피사체의 두께를 변경하였을 때 0.20,
       3) X선 관전압 및 피사체의 두께 양쪽을 변경하였을 때 0.20.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절차로 확인한다.
       I) 방법
       자동노출제어 작동으로 생성된 물 팬텀 또는 기타 조직 등가 물질의 사진 

광학농도를 측정한다. 상이한 팬텀 두께 및 상이한 X선 관전압에 관한 사
진 광학의 농도 변화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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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시험 배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시험 배열을 사용한다.
       1) 시리즈 내의 모든 시험에 있어 변화가 없도록 한 후, 초점수상기간거리

를 1 m 또는 의도된 사용거리로 하고,
       2) 시리즈 내의 모든 시험에 동일한 카세트를 사용하도록 하여, X선 수상

기로 18 cm × 24 cm 촬영용 카세트와,
       3) 시험 하에 고전압 발생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타입의 X선

원장치. X선조사야는 카세트의 입사 표면에 18 cm × 24 cm로 맞추고, 
이 시리즈 내 모든 시험을 할 동안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4) 자동노출제어의 측정챔버의 사용은 정상사용 시에 상응하는 방법과 위
치에 준비 한다.

       5) 두께가 각각 다른 3 개의 팬텀, 즉 10 cm, 15 cm 및 20 cm를 준비하
고, 이들 각각은 카세트를 완전히 커버하고, 특히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팬텀은 카세트 입사 표면에 가능한 한 가깝게 한다.

       6) 적절한 적용 한계를 갖고 있는 집속 그리드를 준비한다. 
       7)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필름 처리 및 처리된 필름의 광학농도 측정을 

위한 준비를 한다.

       III) 촬영용 필름 및 증감지(intensifying screen)
       자동노출제어의 의도된 사용을 위한 적절하다고 지정된 타입의 촬영용 필

름과 증감지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임의의 한 시험의 시리즈를 수행하기 위해 그 특성상 일관성이 입증된 동

일한 배치(batch)의 필름을 선택한다.

       IV) 자동노출제어 설정 
       1) 자동노출제어 측정 챔버의 중심 조사야를 선택한다.
       2) 15cm 팬텀을 사용하여 80 kV의 X선 관전압에서 작동 할 때, 1.1∼1.3

의 처리된 필름에서 측정된 광학농도를 내기 위하여, 그리고 사용하는 
필름-스크린 조합 타입에 대하여 농도수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설
명서에 따라 조정을 한다. 

       V) X선 관전류 설정
       고정된 부하시간으로 작동하는 자동노출제어를 시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최단으로 지정된 부하시간의 3 배를 초과 하지만, 1 초를 초과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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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동안의 부하시간으로 결정되는 X선 관전류값을 선택한다. 이 때 선
택된 값을 기록한다.

       만일 적절한 값의 X선 관전류를 선택할 수 없을 경우, 기술된 범위의 부
하시간이 결정된 적절한 값에 가장 근접한 X선 관전류 값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상이한 초점수상기간거리를 사용한다. 

       VI) 부하 시험
       표 102.에 표시된 X선 관전압과 팬텀 두께의 조합을 이용해서 8 회 부하 시

험 및 15 cm 팬텀 두께와 80 kV에서 4 회 추가 부하 시험을 한다. 
표 102. 자동노출제어 시험을 위한 부하

X선 관전압a

kV
팬텀 두께

cm
60 10과 15
80 15과 20
100 15과 20
120b 10과 15

a 이들 값 중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으면 선택 가능한 가장 가까운 
값을 사용한다. 

b 이 값이 지정 범위 밖이라면 지정 범위내의 가장 가까운 값을 사용
하고, 감소된 범위에서는 가능한 균등한 간격의 기타 값을 선택한다.

       Ⅶ) 적합성 기준
       적합성은 다음의 경우에서 확인된다.
       1) 각각의 다른 관전압으로 15 cm 팬텀을 사용하여 4회 부하 시험을 한 

경우, 광학농도 측정값은 4 개 값의 평균값과 0.15 이상 차이가 나지 
않고 인접 단계의 X선 관전압에 관한 값과 0.15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2) 동일한 X선 관전압(상이한 두께의 팬텀 사용)에서 행한 4 쌍의 부하시
험 각각의 경우, 광학농도의 측정값은 각 쌍에서의 값과 0.2 이상 차이
가 나면 안 된다. 

       3) 8 회 부하시험의 총 시리즈의 경우, 광학농도의 측정값은 8 개 값의 평
균값과 0.2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4) 동일한 시험 매개변수인 80 kV와 15 cm인 팬텀 두께을 사용한 5 회의 
부하시험의 경우, 광학농도의 측정값은 5 개 값의 평균값으로부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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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d) 간접촬영에서 자동노출제어의 재현성
       디지털 X선 영상 장치가 있는 간접촬영 시스템에 대해 촬영 시 조사를 제

어하는 자동노출제어의 작동에서, 재현성은 다음의 요구사항 중 하나를 따
라야 한다.

       - 공기커마의 측정값의 변동계수는 6.3.2.101.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0.05 이
하이어야 한다.

       - 통합된 디지털 X선 영상 장치에서 일정한 관심영역 상에서 평균 선형 
데이터의 변동은 일정한 X선 관전압 상수와 일정한 피사체의 두께에 
대해 20 %를 초과하면 안 된다.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절차로 확인한다.

       I) 시험조건 
       기하학적 설정 및 작동모드의 선택, 그리고 의도된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치수 및 두께의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로 대신하는 환자 등의 
조건과 관련된 특정한 의도된 사용조건에서 X선장치를 사용한다. 

       최소한 20 cm의 두께와 25 × 25 cm2 넓이의 팬텀이 사용되어야 하며 X
선 관전압은 특정 의도된 사용을 대표하는 값 또는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경우 80 kV로 한다.

       각 설정 조건 당 10 개의 이미지를 확보한다.

       II) 적합성 기준
       측정한 최댓값과 최솟값 간의 비율은 1.2 이하여야 된다.

    6.3.2.103. 공기커마 측정을 위한 조건 
    6.3.2.103.1. 측정 배열
    시험 중에 있는 X선 고전압장치 또는 작은 조립부품은 이 목적에 적절하게 

시험 중인 장치에 대해 부속문서에 지정된 X선원장치(가능하다면, X선 발생
장치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조립 부품들과)와 적절한 조합으로 배열한다. 

    X선원장치, 다이어프램 및 방사선 검출기를 좁은 빔 조건으로 정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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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선원장치 가까이에 필요로 하는 감약 재료를 배열하거나 6.3.2.103.2. b)항에 
지정된 감약 재료를 선택해서 배열한다. 6.3.2.103.2. a)항에 따른 방사선질을 
확인한다.

    6.3.2.103.2. 공기커마 측정을 위한 감약 및 방사선질
 
    a) 방사선질 
    X선원장치로부터 나오는 X선빔의 방사선질은 정상사용을 위해 적절한 규정 

조건에 준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
우, X선원장치 내의 총여과가 보조기준규격의 표 3.에 적용되는 반가층의 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가를 확인해야한다.

    b) 감약 
    공기커마 측정 중 환자의 존재를 모의하기 위하여, 표 103.에 따라 선택한 X

선 관전압에 관련된 두께, X선빔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알루미늄 
층을 추가한다.

X선 관전압
kV

알루미늄 두께
mm

40 4

50 10

60 16

70 21

80 26

90 30

100 34

120 40

150 45

※ 비고: 선질 RQA2에서 RQA10, IEC 61267, 2판 

표 103. 공기커마 측정을 위한 감약

    항목 추가:
    6.3.101. 투시의 기준공기커마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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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시용으로 설계된 ME기기는 투시 부하조건의 가능한 조합을 위한 수단이 
각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최대 공기커마율의 한계 값에 상응하도록 제공되어
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 및 적절한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6.3.102. *고준위 제어 (High-level control, HLC)
    투시용으로 지정된 X선장치에 참조 공기커마율을 분당 88 mGy 이상 또는 

6.3.101.항에 지정된 기준공기커마율을 상회하여 생성하도록 설계된 작동모드
를 포함할 경우, 이러한 작동모드를 고준위 제어라는 용어로 설명하며, 이 고
준위 작동모드는 조작자가 지속적으로 수동 활성을 줄 때만 작동 가능해야 
한다. 고준위 제어가 주어질 때에는, 조작자가 들을 수 있는 지속 신호로 고
준위 제어가 실행됨을 알려야 한다. 고준위 제어가 작동 될 때에는, X선장치
는 분당 176 mGy를 초과하는 기준공기커마율을 발생시킬 X선 관전압 및 X
선 관전류의 어떤 조합에서도 작동하면 안 된다. 

    C-arm형 X선장치에 대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준공기커마율
은 X선 수상기의 접근 가능 표면으로부터 30 cm에서의 공기커마율로 바꾸어
야 한다.

    ※ 비고: 저선량 제한은 각 국가 규정의 차이로 다르게 요구될 수 있다.

    적합성은 점검 및 시험으로 확인한다. 시험은 비 C-arm (non-C-arm) X선장
치의 경우는 환자입사기준점에서, C-arm (C-arm) X선장치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된 지점에서 최대 입사 기준공기커마를 측정해야 한다.

  6.4. 작동 상태의 표시 
  6.4.2. 부하상태의 표시 
    추가:
    부하상태는 제어판에서 황색 표시로 나타나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으로 확인한다.

  6.4.3. 조사조건 및 가동모드의 표시
    추가:
    6.4.3.101. 조사조건의 표시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표시의 단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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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선 관전압, kV;
    - X선 관전류, mA:
    - 부하시간, sec 또는 ms;
    - 관전류시간곱, mAs;
    - 투시에서, 부하시간은 분과 초를 함께 사용하거나 소수형태의 분으로 나타

냄.

    적합성은 점검으로 확인한다.

    6.4.3.102. 조사조건의 최단 표시 
    a) 조사조건의 1 개 또는 그 이상의 고정된 조합으로 작동하는 X선 고전압장

치에 있어서 제어판의 표시는 각 조합에 대해 주요 부하조건 중 단 1 개 
값에 한정된다.(예, X선 관전압)

       이 경우에 각 조합에서의 다른 조사조건에 상응하는 값의 표시는 사용설
명서에 있어야 한다.

       이들 값 중 그 밖의 값들은 제어판이나 그 근처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
하기 적당한 형식으로 목록이 있어야 한다. 

    b) 반영구적으로 사전 선택 가능(해부학적 프로그램과 같은)한 조사조건의 고
정 조합으로 작동하는 X선 고전압장치에 있어서 제어판의 표시는 각 조합
의 식별을 위한 분명한 기준에 한정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가능하도
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설치 시에 설정된, 반영구적으로 사전 선택된 조사조건의 각 조합의 값
이 부속문서에 기록되어 있도록 하고,

       - 그 값은 제어판이나 그 근처의 잘 보이는 위치에 적절한 형식의 목록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으로 확인한다.

    6.4.3.103. 변화하는 조사조건의 표시
    표시에서 자동감도제어로 작동하는 X선 고전압장치에는 변화하는 조사조건의 

지속적인 표시가 제어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으로 확인한다.

    6.4.3.104. 부하조건의 정확성



- 346 -

    6.4.3.104.1. 부하조건의 정확성에 대한 일반적 측면
    X선 고전압장치에서 이 항목의 요구사항은 동일한 조사조건의 측정값과 비교

할 때 그것이 표시된 값이든지, 고정된 값이든지 또는 미리 선택된 값이든지 
무관하게 조사조건의 모든 값의 정확성에 적용된다. 

    적합성은 점검 및 시험으로 확인한다.

    6.4.3.104.2. 자동제어 모드 조사조건의 정확성

    X선 관전압이나 X선 관전류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변경하도록 의도할 때 
자동제어시스템을 장착한 X선장치에서 의도적으로 변화하는, 6.4.3.104.3.항 및 
6.4.3.104.4.항에서 요구되는 조사조건의 정확성은 무시되어야 한다.

    6.4.3.104.3.  X선 관전압의 정확성
    X선 발생장치의 작은 조립부품 및 구성품과 어떤 지정된 조합에 있는 X선 

고전압장치의 작동에서 X선 관전압의 지시값 오차는, 어떤 조사조건의 조합
에서도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2 개의 표시된 설정값 사이에서의 X선 관전압의 증감은 표시된 변화의 
50 %와 150 % 이내이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절차로 확인한다.

    a) 촬영 
    최저 X선 관전압의 지시값 및 그 X선 관전압에서 최단 부하시간에서 가능한 

최대 X선 관전류 지시값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 X선 관전압의 지시값 및 그 X선 관전압에서 약 0.1 초의 부하시간동안 
가능한 최대 X선 관전류 지시값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최고 X선 관전압의 지시값 및 그 X선 관전압에서 약 0.1 초의 부하시간동안 
가능한 최대 X선 관전류 지시값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b) 투시
    이용 가능한 최댓값의 90 %에 해당하는 X선 관전압 및 X선 관전류값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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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가능한 최댓값의 60 %에 해당하는 X선 관전압 및 X선 관전류값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6.4.3.104.4. X선 관전류의 정확성
    X선 발생장치의 작은 조립부품 및 부품과 어떤 지정된 조합 상태에 있는 X

선 고전압장치의 작동을 위한 X선 관전류의 지시값의 오차는 어떤 조사조건
의 조합에서도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절차로 확인한다.

    a) 촬영
    최소의 X선 관전류의 지시값 및 그 X선 관전류에서 최고 X선 관전압의 지시

값 및 최단 부하시간의 지시값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최소의 X선 관전류의 지시값 및 그 관전류에서 최고 X선 관전압 및 약 0.1 
초의 부하시간동안 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최대 X선 관전류의 지시값 및 그 관전류에서 시험할 때 약 0.1 초의 부하시
간이 가능한 최고 X선 관전압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b) 투시 
    이용가능한 최댓값의 20 %에 해당하는 X선 관전류 및 그 때 가능한 최저 X

선 관전압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용가능한 최댓값의 20 %에 해당하는 X선 관전류 및 그 때 가능한 최고 X
선 관전압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6.4.3.104.5. 부하시간의 정확성
    X선 발생장치의 작은 조립부품 및 구성품과 어떤 지정된 조합 상태에 있는 

X선 고전압장치의 작동을 위한 X선관 부하시간의 지시값의 오차는 어떤 조
사조건의 조합에서도 ±(10 % + 1 ms)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절차로 확인한다.

    가장 낮은 부하시간의 지시값과 최고 X선 관전압의 지시값 및 어떠한 X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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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류의 지시값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낮은 부하시간의 지시값 및 최대 가능한 전력(P)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6.4.3.104.6.  mAs의 정확성 
    X선 발생장치의 작은 조립부품 및 구성품과 어떤 지정된 조합 상태에 있는 

X선 고전압장치의 작동을 위한 mAs의 지시값의 오차는, 어떤 조사조건 조합
에서도 ±(10 % + 0.2 mAs)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요구사항은 mAs가 계산에 의해 도출될 때에도 적용된다.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절차로 확인한다.

    가장 낮은 mAs의 지시값 및 가능한 최고 X선 관전압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최대 mAs의 지시값 및 가능한 가장 낮은 X선 관전압에서 한 번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6.4.3.105. 부가필터의 지시
    X선장치에서 원격제어 또는 자동시스템에 의해 부가필터를 선택할 수 있을 

경우, 조작자는 선택된 부가필터가 의도된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있음
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필터 교환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조작자가 조
사 종료 후에 알아도 된다.

    적합성은 점검 및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6.4.4. 자동모드의 표시
    추가:
    자동노출제어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변 조사조건에 의해 조절되는 촬영용 

X선장치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조건의 상호작용과 범위에 대한 정보가 사
용설명서에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 및 적절한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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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선량 계측표시
    추가:
    부속문서에는 선량 측정의 표시 및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작동들이 명세서 내에 기술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험이나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누적 선량 측정의 지시값을 
“0”으로 리셋하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

    투시 또는 투시 및 촬영으로 지정된 X선장치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야 한다.

      - 기준공기커마율의 값은 mGy/분으로 투시 중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 값
은 스위치가 작동 중에 조작자의 작동 위치에서 계속해서 표시가 되고 
매 초마다 최소 한 번씩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 마지막 리셋 작동 이후 투시 및 촬영에서 나오는 누적 기준공기커마의 
값은 mGy로 조작자의 작동 위치에 지속적으로 표시되고  5 초마다 최
소 한 번씩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 누적 기준공기커마를 위한 값은 투시 또는 촬영에서 부하의 중단이나 종
료 후 5 초 이내에 표시되어야 한다.

      - 투시 중 기준공기커마율 및 누적 기준공기커마의 값은 서로 분별 가능하
도록 명확하면서 동시에 표시되어야 한다.

      - 기준공기커마율과 누적 기준공기커마는 각각 표시값이 6 mGy/분 및 최
댓값 100 mGy 범위의 ±35 %를 초과하는 편차가 나서는 안 된다. 

    간접투시 및/또는 연속촬영을 위해 지정된 X선장치는 마지막 리셋 작동 이후
의 촬영에서 기인하는 누적 면적선량계의 표시가 주어져야 하며 해당되는 경
우 투시에 기인하는 누적 면적선량계의 표시도 주어져야 한다. 

    면적선량은 측정되거나 계산 가능할 수도 있다. 값은 적절한 SI 단위인 Gyㆍ
m2로 표현되어야 한다. 5 μGyㆍm2를 넘는 누적 면적선량의 표시값에서 전체 
불확도는 35 %를 넘으면 안 된다.

    면적선량의 표시는 종사자의 작업 위치에 설비할 필요는 없다.

    간접촬영을 위해 지정된 X선장치는 각 노출에 대한 면적선량계의 표시가 있
어야 한다. 면적선량계는 측정되거나 계산가능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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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선량계가 X선장치의 부품일 경우 IEC 60580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촬영을 위해 지정된 X선장치는 간접촬영을 위한 상기의 요구사항과 동일

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충족될 수 있다.

    - 마지막 촬영 조사에서는 기준공기커마의 값은 다음 촬영의 개시 때까지 단
위는 mGy로 표시되어야 한다. 

    - X선조사야의 범위에 대해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X선 조사 범위 면에서 
환자입사기준점을 포함하는 X선 축까지에 대한 결정 방법이 주어져야 한
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결정된 값과 실제값 사이의 최대 편차는 200 
cm2보다 큰 범위에서 실제값의 40 %보다 작아야 한다.

    ※ 비고: 그러한 방법의 예를 들면 표, 계산 도표, 프로그램화 가능한 계산기 
혹은 관련 프로그램을 조합한 컴퓨터들이 있다.

    적합성은 점검 및 적절한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기준공기커마 및 누적 기준
공기커마 시험은 3 초보다 긴 시간의 부하상태에서 실행한다.

    항목 추가:
    6.4.101. 준비상태의 표시
    제어의 추가 작동으로 인해 촬영에서 X선관의 부하가 시작될 때 상태를 표시

하는 시각적 표시가 설비되어야 한다.

    촬영에서 이런 상태가 단독 기능의 시각 표시기로 표시될 때에는 녹색을 사
용하여야 한다. 

    촬영에서는, 이 상태가 제어판에서 원격으로 표시되게 하는 연결에 필요한 방
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이동형 X선장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합성은 점검으로 확인한다.

  6.5. 자동제어시스템
    추가:
    간접촬영을 위해 지정된 X선장치는 제조사가 위험관리파일에서 면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동노출제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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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면제 근거는 기술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동
형 시스템)

    간접촬영을 위해 지정된 X선장치에는 자동 강도 조절이 설비되어야 한다. 각
국 규정에 의해서 기준공기커마 최댓값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부하조건이 다른 간접촬영용 X선장치를 위
해, 범위 및 이러한 부하조건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는 사용설명서에 기술하
여야 한다.

    자동노출제어 기능이 설비된 X선장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어의 기능과 사
용 지침을 조작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사용설명서에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 및 적절한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6.5.101. 공칭최단 조사시간의 결정
    자동노출제어가 설비되는 X선장치는 4.101.4.항에 정의된 공칭최단 조사시간

이 사용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측정값은 기술된 값보다 크면 안 된다. 

    적합성은 사용설명서의 점검 및 다음의 시험절차로 확인한다.

    약 80 kV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생 전력의 70 %를 넘는 자동노출제어를 사
용하여 조사를 한다. 평균공기커마율을 결정하기 위해 (측정된 공기커마는 부
하시간으로 나눈다), 부하시간을 0.1 초에 가깝게 하여 X선빔 (물 팬텀의 사
용이 선호된다)감약을 조절한다.

위에서 언급된 동일한 X선 관전압과 발생 전력을 사용하여 감소된 팬텀 두께
로 여러 차례 조사를 실시한다. 팬텀 두께는 부하시간이 2 개의 조사 간의 지
수(factor)보다 많이 변경되지 않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6.6. 산란방사선의 감소
    대치:
    영상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X선 수상기로 환자에게 산란되는 

방사선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이 
조작자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산란 X선 제거용 그리드이거나, 또는 수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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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이동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모터구동 매커니즘의 자동제어에 의한 것
이라면, 산란 X선 제거용 그리드의 유무는 가시적이거나 표시가 명확히 되
어야 한다.

    소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X선장치는 산란 X선 제거용 그리드를 제거
할 수 있게 구비되어야 한다.

    다른 산란 X선 제거용 그리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조작자가 설치된 그리드
의 가동 준비여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들의 적절한 사용은 사용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으로 확인한다.

  6.7. 영상 성능
    항목 추가:
    6.7.101. 최종 영상 유지 (Display of last image hold, LIH)
    간접투시용으로 지정된 X선장치는 투시 노출의 종료에 이어서 최종 영상 유

지(이하 “LIH”라 표시함)를 위한 X선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갖추어야 
한다.

    1)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영상이 LIH의 X선상인지 또는 진행 중인 투시에
서 기인한 것인지를 조작자에게 명확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LIH의 X선
상 표시는 LIH의 X선상 또는 투시 영상에 의한 별개의 표시가 주어지지 
않을 시, 투시 노출의 재도입과 동시에 투시 영상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
다.  

    2) 미리 결정된 투시 영상을 유지함으로써 얻어진 LIH의 X선상 대해서, 영상
의 수 및 영상 결합이 조작자에 의해 선택 가능하다면, 투시 노출의 시작 
전에 표시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 및 기능시험으로 확인한다.

  7. 방사선질
  7.1. X선장치의 반가층과 총여과
    추가:
    소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X선장치는 0.1 mm Cu, 또는 3.5 mm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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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가 아닌 부가필터의 배치를 구비 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 부속문서의 검사 및 보조기준규격(IEC 60601-1-3)의 7.5.항에 
기술된 시험의 적절한 사용으로 확인한다.

    7.1.101. X선원장치에서의 여과
    추가:
    X선원장치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 X선원장치에 대해, 1 개 이상의 부가필터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장착, 

제거 또는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선택 가능한 부가필터를 
갖출 경우,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부가필터는 의도된 사용의 위치에 있을 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b) 보조기준규격의 7.1. 항에서 서술한 X선장치의 총여과를 얻기 위해 선택 

가능한 부가필터가 필요한 경우, 선택 가능한 적절한 필터의 존재가 관
련 고전압 발생장치의 통제 시스템에 의해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
되어야 하며 만약 필요한 부가필터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부하를 막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부속문서에는 해당 X선장치의 항목에 대해 보조기준규격에서 서술한 총여
과를 얻기 위한 지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용도에 대해서는 조
립 설명서에 이 지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 부속문서의 검사 및 보조기준규격의 7.6.항에 기술된 시험의 
적절한 사용에 의해 확인한다.

  8. X선빔 범위의 제한 및 X선조사야와 수상면 간의 관계
  8.4. 초점외 방사선의 제한
    추가:
    X선원장치는 모든 X선원장치의 방사구(radiation aperture)를 통과하는 모든 

직선이 초점으로부터 공칭 기준축과 1 m 떨어진 평면에서 선택 가능한 최대 
X선조사야의 경계 밖으로 15 cm를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적합성은 설계 문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그림 101.에서, 평면 P는 기준축과 직
교하고 초점에서 1 m 떨어진 면이며, w1은 평면 P상에서 선택 가능한 최대 
조사야의 폭이다. X선원장치의 방사구를 통과하는 모든 직선이 평면 P와 
직교하여 생기는 구역은 w1에서 바깥으로 w2 만큼 벗어나 있다. 이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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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 부분은 초점외방사선이 최대 X선조사야를 넘는 영역이다. w2가 15 cm
를 넘지 않으면 적합하다.

그림 101. 초점외 방사선의 영역

  8.5. X선조사야와 수상면 간의 관계
  8.5.3. X선조사야와 유효 수상면 사이의 일치
    추가:
    엑스선 조사야가 관심영역의 위치를 커버할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한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될 경우, 자동노출제어 또는 자동강도제어의 유효용적에 
대하여도 이러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의도된 사용 시, X선조사야를 수상면 전체를 커버하도록 조절한 경우, X선조
사야는 수상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제한 이내로 적용되어야 한다.

    - 수상면이 원형인 경우에는, X선조사야는 a) 및 b)에서 요구한 수상면에 일
치하여야 한다.

      a) 영상 수상면과 가장 벗어난 방향의 지름에 따라 측정된 X선조사야는 유
효수상면의 경계 밖으로 2 cm 이상 벗어나면 안 되며,

      b) 최소 X선조사야 면적의 80 %는 유효 수상면에 겹쳐야 한다. 지름이 10 
cm 이하의 유효 수상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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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방형 수상기를 이용한 스팟필름장치(spotfilm device)를 사용하는 소화기
계 검사용 X선장치는 이 요구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X선조사야의 가
로 및 세로가 수상기면의 직경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수술 중 투시용으로 지정된 X선장치로 초점수상기간거리가 고정인 경우,
      a) 촬영을 위한 수단으로 촬영용 카세트 홀더를 사용하고 원형 X선조사야

로 빔 제한을 하지만, 수상면은 장방형이고,
      b) 수상면의 방향이 선택 가능하고,
      c) X선조사야의 최대 지름이 40 cm를 넘지 않을 때에는,
         X선조사야의 직경이 2 cm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상면의 대각

선 길이를 초과할 수 있다. 만일 카세트 홀더가 1 차 방어차폐의 모서리
를 벗어날 때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사용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X선조사야와 수상면과의 일치가 상기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a) 수상면의 2 개 주축을 각각 따라, X선조사야의 모서리와 대응되는 수상
면의 모서리 사이의 총 불일치 정도는 수상면이 X선 빔 축에 대하여 정
상 일 때, 초점수상기간거리 표시의 3 %를 넘지 않아야 한다.

      b) 양 축 상의 불일치의 총합은 표시된 초점수상기간거리의 4 %를 넘어서
는 안 된다.

  

      ※ 비고: 이차적인 조사야제한기구가 환자와 X선 수상기 사이에서 사용된
다면, 이 요구사항은 부가적인 조사야제한기구의 앞에 방사선과 
관련된 수상면에 도달하는 방사선율을 나타낸다.

    적합성은 상기 요구사항 중 관련성이 있는 요구사항에 따라 ME기기의 점검, 
사용설명서의 검사 및 X선조사야의 측정으로 확인한다. 방사 구를 자동 조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 장치가 시험 중에 일어나는 조절을 완료할 때까지 
조절 후 적어도 5 초 기다린 후 측정한다.

    상기의 마지막 항의 a) 및 b)의 요구사항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축을 정상 수상기면에 3° 이내가 되게 하여 측정한다. 그림 102.와 같이, 
수상기면에서의 차이는 한쪽 방향의 주축 상에서 c1 및 c2이며, 다른 한쪽의 
주축 상에서 d1 및 d2로 한다. 초점수상기간거리를 S로 할 때 다음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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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면 적합하다:

     ≤×

     ≤×

       ≤×

 ① X선조사야 
② 수상면적

그림 102. 수상면에 포함하는 불일치

  

  8.5.4. 환자의 위치와 방사선조사 면적의 제한
    추가:
    X선장치는 관련 용도에 필요한 X선빔 범위를 조작자가 선택하고 환자 및 스

텝에게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사용가능 X선빔 범위가 명
시된 용도와 일치하는 값으로 제한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항목 추가:
    8.101. X선조사야의 경계 및 면적
    X선조사야의 경계는 둘러싸인 4개 면의 중심에서의 공기커마율의 평균값을 

구하고, 공기커마율이 평균값의 25 % 되는 점의 궤적 (locus of point)으로 
서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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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방향 X선조사야의 면적은 대상 평면에서 직교하는 2 개의 주축이 잘려나는 
각각의 길이로 나타낸다. 주어진 X선빔 축이 기준축과 일치하고, 대상면은 기
준축과 직각이라고 추정한다. 또한 주축이 기준축에서 교차하고 하나의 축이 
수평면에 놓여있는 X선관장치의 장축이 대상 평면에 투영되어 이 교차점을 
통과하는 동일선과 주축 중 1 개가 일치하도록 정한다. X선빔 축이 기준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8.104.항에 따라 이를 사용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원형의 X선조사야의 치수는 할선으로 잘린 선분의 길이를 지름으로 대체하여 
나타낸다.

    8.102. X선장치 빔 제한의 방법 
    8.102.1. 일반
    X선장치는 X선빔이 환자에게 닿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

도록 X선빔 범위를 제한시키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 고정된 단일한 크기의 방사구를 가지는 고정의 빔 제한 기구가 갖춰진, 고

정된 초점수상기간거리에서 단일 수상기을 가진 촬영용으로만 지정된 X선
장치. 방사선원과 환자 표면 사이에 위치한 빔 제한 기구로 스캐닝 빔을 
이용하는 X선장치  

    - 수술 시 고정점에서 수상기 거리 및 수상면에서 X선조사야를 125 cm2 이
하로 줄이게끔 하여 300 cm2를 초과하지 않는 수상면적을 가지는 투시용
으로 지정된 X선장치

    - 상호 교환 가능하거나 여러 고정된 크기의 방사구를 선택되도록 하는 선별 
가능한 조건들의 범위

    - 정상사용 범위 안에서 수동 또는 자동으로 X선빔의 범위를 조정 가능하도
록 하는 조사야제한기구를 사용

      a) 초점으로부터 1 m 거리에서 X선빔 축과 직각을 이루는 면의 가로 및 
세로가 5 cm를 넘지 않는, X선조사야의 선택 가능한 최소 치수

      b) 조절이 무단이 아닌 경우, 초점으로부터 1 m 거리에서 기준축에 직각을 
이루는 면에서 선택 가능한 단계(step)는 X선조사야의 가로 및 세로가 
1 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c) 조절이 자동인 경우, 현재 선택된 수상면적을 벗어난 크기 증가를 억제 
시키는 동안 조작자가 상기 a)와 b)에 따라 X선조사야의 치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작동은 사용설명서에 기술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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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조절이 설비되어 있는 경우, 사용설명서에는 작동이 검사되고 X선조사
야의 치수가 상기 c)에서 요구된 대로 감소될 수 있는 방법이 기술되는 방식
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 기능시험 및 사용설명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8.102.2. X선장치 상의 표시
    다음 a)에서 c)까지를 제외하고, X선빔의 범위를 X선장치 상의 표시에 따라 

나타내어야 한다.

    장치 상의 표시는 다음의 정보를 수치, 그래픽 표시(graphical markings)  또
는 기호(symbols)로 나타내어야 한다.

    - 수치로 표시할 경우는, 사용 가능한 초점수상기간거리의 1 개 또는 그 이상
의 대표적인 수치에 있어서 X선조사야의 길이 및 폭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 외에 초점수상기간거리의 경우 X선조사야가 어떻게 변동하는가의 정보
도 포함(예를 들어, 표로 만들어)하여야 한다.

    - 그래픽 표시 또는 기호로 표시할 경우는 적절한 표면(예를 들어, X선 수상
면을 포함한 장치의 입사 표면)의 위에 초점수상기간거리를 변화 시킨 경우 
및 조사야제한기구의 조합 또는 설정을 선택한 경우에 그 결과 X선조사야
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어야 한다. 얻어진 X선조사야의 면적표시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는, 사용설명서에 표시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

    장치 상에 디스플레이에 의한 표시는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a) 관심 거리에서의 X선조사야가 부하 전에 조작자에 의해 선택되지 않고 얻

어지는 구조의 X선장치
    b) 적절한 범위의 X선조사야가 얻어지기까지 부하 하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

을 가지고 있는 장치
    c) X선장치의 작동모드에 있어 X선조사야의 경계가 투시로 표시 가능한 경

우
    적합성은 X선장치의 점검 및 부속문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8.102.3. 사용설명서 내의 표시
    사용설명서에는 조작자가 부하 전에 의도된 사용을 위해 모든 X선조사야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 정보는 조사야제한기구의 
이용 가능한 선택 조합 및 설정에 대한 적절한 초점수상기간거리에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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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면적이어야 한다.

    적합성은 X선장치의 점검 및 사용설명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8.102.4. 표시 및 문자 표시의 정확성
    아래에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X선장치의 표시 또는 8.102.항 및 8.102.3.

항에 따라 사용설명서 상의 진술로 제시된 X선조사야의 치수는 지시와 관련
된 평면상에 2 개의 주축을 따라 측정된 X선조사야의 치수로부터 초점에서 
평면 간의 거리의 2 %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이 요구사항은 X선상의 전체 면적이 동시 조사되지 않는 X선장치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적합성은 설계 데이터의 점검 및 부속문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해당할 경우 
X선조사야의 면적을 그 2개의 주축에 따라 측정하며, 조사야제한기구의 선택
된 지시로 설정하고 초점수상기간거리는 의도된 사용으로 한다. 계산하기 위해 
초점수상기간거리는 사용한 설정에 대해 X선장치상에 표시되어 있는 수치 또
는 부속문서에 기술된 수치와 같다고 가정한다. 

    8.102.5. 광조사야 표시기에 의한 표시
    촬영용으로 지정된 X선장치에는, 환자 표면에 X선조사야의 위치 윤곽을 돕기 

위한 적절한 광조사야 표시기를 갖추어야 한다. 

    적합성은 X선장치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광조사야 표시기를 갖출 경우에는, X선조사야의 모서리의 윤곽을 나타내야 
하며, 평균 조도는 X선 축이 초점으로부터 1 m 거리의 평면상에서 100 lx 이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거리에서 아래에 정의한 광조사야 모서리의 콘트라스트(contrast)는 이동형 X선
장치에서는 3 이하여서는 안 되고 그 외의 X선장치에서는 4 이하여서는 안 
된다.

    초점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서 광조사야의 면적을 체크하는 방법을 부속문서
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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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부속문서의 검사 및 다음의 시험으로 한다:
    - 제조회사에 의한 지정된 광 감약 구성품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면적선량

계의 전리 챔버를 놓는다.
    - 표시되는 조사야의 전체 영역이 조명되는 경우, 광조사야의 각 4 개 모서

리의 중심에서 측정하여 평균 조도를 정한다.
    -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조명 영역의 중심에 있는 각각 다른 점에서 4 

번 측정하여 평균 조도를 결정한다.
    - 콘트라스트 측정은, 측정용 구경(measuring aperture)이 1 mm 보다 크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콘트라스트는 I1/I2로, 여기에서 I1은 광조사야의 모서
리로부터 조사야의 중심쪽으로 3 mm에서의 조도이고, I2는 광조사야의 모
서리로부터 조사야의 중심 바깥쪽으로 3 mm에서의 조도이다. 

    - 측정값은 주변조도에 대하여 보정한다.

    8.102.6. 광조사야 표시기의 표시 정확도
    광조사야 내의 X선조사야의 2 개 주축 상에서 X선조사야의 모서리와 그에 

대응하는 광조사야 모서리 간의 총 불일치 정도가 초점에서 광조사야의 측정
면까지 거리의 2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X선조사야의 2 개 주축 상에서, X선조사야와 광조사야간의 상응하
는 모서리의 불일치를 측정한 것으로 확인한다. 이때 선택된 평면은 초점으로
부터 떨어진 거리가 정상사용 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X선빔 축과 직교
해야 하고 오차는 3° 이내여야 한다.

    그림 103.과 같이 측정 차이는 한쪽의 주축 상에서 a1 및 a2 이고, 다른 한쪽
은 주축 상에서 b1 및 b2 라고 할 때, 초점에서 광조사야의 측정평면까지 거
리를 S라 하고 다음 관계가 성립하면 적합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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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각적 제한 면적
②  X선조사야

그림 103. X선조사야의 시각적 표시 불일치

                 

    8.103. 투시용 X선빔의 차단
    X선빔 축이 8.5.3.항에 따라 명시된 유효수상면적에 X선조사야가 대응되는 위

치에 있지 않을 경우 투시에서 조사는 방지되어야한다.

    조사야제한기구가 현재 선택된 초점수상기간거리에서 조정될 경우에  X선조
사야가 8.5.3.항에서 허용된 값을 초과하여 수상면적 외부로 벗어나면 투시에
서 조사는 방지되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X선조사야가 완전히 수상면 내에 
있고 조사 범위의 경계가 시각판별이 가능하다면, 최대 선택 가능한 X선조사
야를 사용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직접 투시용 X선 영상 배열에 적용될 필
요는 없다.

    a) 초점수상기간거리가 70 cm일 경우, 또는 
    b) X선원장치와 환자의 위치 사이에 환자 지지대가 있을 때 환자 지지대의 

표면과 X선 수상기를 포함하는 장치 사이의 거리가 25 cm가 되는 경우

    적합성은 점검, 기능시험 및 부속문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8.104. X선빔 축의 위치
    X선빔 축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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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수상기가 X선장치의 일부인 경우, 환자가 제 위치에 있고 X선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X선빔 축이 X선 수상기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함과 같이 수상기
와 연관시켜 X선빔 축을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b) 부속문서에 정상사용 시 X선빔의 위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관련하는 수상
면과 기준축과의 상대 위치, 관련하는 수상면과 기준축이 이루는 각도를 
기술한다. 만일 X선빔 축이 기준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X선조사야의 
위치 및 각도와 관심 있는 평면은 기준축에 대해 사용설명서에 기술하여
야 한다. 

    c) X선장치가 선택된 수상면적에 관련된 X선빔 축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계 작동과 함께 제공되었다면 8.5.3.항에서 요구되는 정확성으로 수상면
적에 부합하기 위해 X선조사야가 지정된 X선빔 축의 위치식별을 위한 표
시를 X선장치에 제시하여야 한다.

    d) 만약 X선장치가 조절 기구를 갖추고, 선택한 수상면과 기준축이 이루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X선장치 상에 다음 중 한 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X선빔 축이 정상 선택한 수상면에 직각이 되는 조절 상태, 또는 
       - 부속문서에 기술한 조절 상태, 이것은 특정한 X선빔이 수상면에 대하여 

특정한 각도를 이루도록 조절한 상태이다.
    적합성은 점검, 기능시험 및 부속문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9. 초점피부간거리
  9.1. 일반사항
    추가:
    X선장치는 의도된 사용에 9.101.항 및 9.102.항에 지정된 초점피부간거리에서

의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101. 투시용으로 지정된 X선장치
투시용 X선장치는 투시 조사 중에 다음의 거리보다 더 짧은 초점피부간거리
의 사용을 방지하는 수단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수술 중 투시용으로 지정된 X선장치의 경우 20 cm, 또는 
    - 기타의 경우, 30 cm 

    적합성은 점검 및 측정으로 확인한다.
 
    9.102. 촬영용으로 지정된 X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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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용으로 지정된 X선장치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초점피부간거리가 20 cm 이하일 경우에는 촬영 조사 방지 수단을 마련하

여야 한다.
    - 정상사용에서 초점피부간거리는 45 cm 또는 그 이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비고: 짧은 초점피부간거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필요하지 않다.

    적합성은 점검 및 측정으로 확인한다.

  10. 환자와 X선수상기 간의 X선빔의 감약
  10.1. 일반사항
    추가:
    표 104.에 나타낸 물체의 감약당량은 X선장치의 부분을 이루고, 환자와 X선 

수상기 간의 X선빔의 경로에 있을 때 표에서 주어진 적용 가능한 최댓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적합성은 10.101.항에 기술된 시험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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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최대 감약당량

(mm Al)

카세트 홀더의 전면 판넬 모든 구성 층의 합계  1.2

필름 체인저의 전면 판넬 모든 구성 층의 합계 1.2

디지털 X선 수상 기구의 전면 판넬 모든 구성 층의 합계 
(검출기 자체는 제외)

1.2

크레이들 2.3

환자 지지기, 고정식, 관절 접속부가 없는 것 1.2

환자 지지기, 이동식, 관절 접속부가 없는 것 
(고정식 층도 포함)

1.7

환자 지지기, 방사선 투과성 판넬로 관절 접속부 1개 1.7

환자 지지기, 방사선 투과성 판넬로 관절 접속부 2개 또
는 그 이상

2.3

환자 지지기, 외팔 지지기 2.3

※ 비고 
1. 방사선 검출기 등의 기구는 이 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감약 특성에 관한 요구사항은 다음의 규격에 있다. 촬영용 카세트 및 증감

지는 ISO 4090, 산란선 제거용 그리드는 IEC 60627
3. 테이블 매트레스 및 이와 유사한 부속품에 의해 감약 원인이 되는 것은 환자 

지지기를 위한 최대 감약당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최대 알루미늄 감약당량은 해당 항목에만 적용된다. 표에서 제시된 몇 몇의 

항목이 환자와 X선 수상기 사이의 X선의 경로에 위치한다면 각각의 해당
되는 최대 알루미늄 감약당량은 각각의 항목에 따로 적용된다. 

표 104. X선빔 내의 물체의 감약당량

  10.2. 부속문서 내의 정보
    추가:
    부속문서에는 표 104.에 나타낸 물체 및 10.101.항에서 지정한 측정 조건과 관

련된 X선장치의 부분에 대한 감약당량의 최댓값을 기술하여야 한다. 

    진단용 X선장치에서 부속품 또는 원래 진단용 X선장치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닌 것(예를 들면 수술대의 부품)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사용설
명서에는 그 부분이 X선빔 내에 위치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감약의 악영향



- 365 -

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부속문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항목 추가:
    10.101. 감약당량에 관한 시험
    좁은 빔 조건하에서, X선 관전압은 100 kV, 리플백분율은 10 %를 초과하지 

않으며 제 1 반가층이 3.6 mm Al인 X선빔을 사용하여 공기커마를 측정하는 
경우 감약당량은 같은 정도의 감약을 나타내는 알루미늄의 두께로 간주된다.

  11. 잉여방사선에 대한 보호
    추가:
    11.101. 요구사항
    표 105.에 표시된 적절한 적용 부류에 따라, X선장치는 표 106.의 요구사항에 

의한 1차 방어차폐를 갖추어야 한다.

    이들 요구사항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의도된 사용 시에 X선조사야와 초점수상기간거리는 모든 조합에 만족하여

야 한다.
    - 투시의 경우는 의도된 사용 시에 X선빔 축이 수상기 평면과 이루는 모든 

각도에 있어서 만족하여야 한다.
    - 촬영의 경우는 X선빔 축이 수상기 평면에 직각인 때에 만족하여야 한다.

    만일 부하조건의 제어를 자동노출제어시스템으로만 할 경우 부속문서에는 적
절한 부하조건을 얻는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 설계 문서 및 부속문서의 검사와 11.102.항에 서술한 시험으로 
확인한다. 

    11.102. 잉여방사선의 감약 시험
    다음의 시험 순서로 한다:
    a) 1차 방어 차폐물(또는 방어차폐)의 외측 영역에 필요한 차폐를 두고, 1차 

방어 차폐물(또는 방어차폐)를 통과하지 않는 X선을 측정에서 제외한다. 
C-arm형 투시용 X선장치에 대해서 추가 차폐는 수상기 평면에 위치할 수 
있다. 곡면 입사 스크린(convex  input screen) 추가 차폐막을 장착한 X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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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의도된 사용에 대한 부속문서에 기술된 초점으로부터 가장 긴 거
리 상의 면에 위치될 수도 있다.

    b) 그 장치에서 작동하는 선택 가능한 최소 총여과를 사용한다. 또한 제거 가
능한 지정된 산란선 제거용 그리드 및 압박기구를 제거한다.

    c) 시험 중인 X선장치의 지정된 용도에 적절한 거리 및 조사야의 설정을 아
래와 같이 선택한다.

       1) 부하의 제어가 방어 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투시 X선장치는 투시와 함
께 최대 X선조사야를 사용한다.

       2) 상기의 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초점수상기간거리를 의도된 사용에
서 최소 초점수상기간거리로 설정하고, 그 거리에서 최대 X선조사야를 
사용한다.

    d) X선 관전압을 표 106.에 나타낸 시험에 적절한 값으로 설정한다.
    e) 이미 알고 있는 X선 관전류 또는 mAs의 적절한 값을 사용하여, 1차 방어

차폐체의 외측의 잉여방사선의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해 공기커마율 또
는 공기커마를 측정한다. 측정은 접촉가능 표면으로부터 10 cm 떨어져서 
한다.

    f) 측정값을 표 106.에 나타낸 기준 부하조건에서 1 시간당 공기커마 또는 조
사 당 공기커마를 표준으로 측정한다.

    g) 주된 직선 길이가 20 cm를 넘지 않는 100 cm2 면적의 허용 평균을 고려
하기 위해 필요한 값의 조정을 한다.

    h) 11.101.항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X선장치의 배치를 변화시켜, 모든 배치
를 고려하여 적합성을 판정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측정한다. 

    i) 시험에서 얻은 측정값이 표 106.에 나타낸 적절한 최대 허용 공기커마를 
넘지 않으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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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에서의 
적용 분류

최대 
수상면을 
넘는 최소 
허용범위

최대 허용 
공기커마

적합 및 
시험 관전압

적합을 
위한 참조 

부하

추가 
요구사항

A 30 mm
1 시간당 
150 μGy

참조d 참조e 참조g

B 30 mma 1 시간당 
150 μGy

투시 공칭 
X선 관전압

참조e -

C 20 mm
1 시간당 
150 μGy

공칭 X선 
관전압

참조e -

D 참조b - -   - -

F 참조c 조사당 
1 μGy

공칭 X선 
관전압

참조f -
a 이 경우에는 투시에 관한 수상면 만을 필요로 고려한다.
b 제거 가능한 촬영용 카세트 홀더에는 1차 방어 차폐물(또는 방어차폐)

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적당한 경고문을 사용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c 1차 방어 차폐물(또는 방어차폐)은 수상면을 적어도 초점수상기간거리

의 2 %를 넘게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d 적용하는 X선 관전압은 X선 투시를 위한 공칭 최고 또는 스팟필름 장

표 105. 적용 분류

지정한 용도 용도 분류

투시 • 촬영 - 조작자가 환자에 근접 A

투시 • 촬영 - 방어 구역에서 촬영 부하를 제어 B

초점수상기간거리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수술 중 투시 C

수술 중 투시를 위해 X선기기에 장착된 제거 가능한 촬
영용 카세트 홀더

D

정상사용 시 조작자 또는 다른 환자들이 장치 근방에 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의 흉부 검사를 위한 간
접촬영

F

이 표에 포함되지 않는 촬영의 것
없음

(요구사항없음)

표 106. 1차 방어 차폐물(또는 방어차폐)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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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설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X선 촬영을 위한 공칭 최고 X선 관전압 
66 % 중 높은 쪽으로 한다.

e 참조 X선 관전류는 3 mA 또는 최대 연속 양극 입력 전력에 대응하는 
값 중 낮은 쪽으로 한다.

f 참조 부하조건은 촬영 정격에 따른 단일 부하에 있어서 최대 에너지 입
력에 대응하는 값으로 한다.

g 필요한 1차 방어 차폐물(또는 방어차폐)에 도달하지 못하면, 1차 방어 
차폐물(또는 방어차폐)의 요구 범위의 주위는 방사 구의 형상과 대응하
여야 한다.

  12. 누설방사선에 대한 보호
  12.4. 부하상태에서 누설방사선
    추가:
    단일 작동(single actuation)에 의한 연속촬영으로 개시된 것은 이 요구사항에

서 한 번의 부하로 간주해야한다.

  13. 떠돌이방사선에 대한 보호
  13.2. 방어구역으로부터 X선장치의 제어
    추가:
    13.3.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도된 사용에서 환자의 

가까이에 조작자 또는 직원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검사용 X선장치는 설치 
후 다음에 서술하는 제어 기능을 방어 구역에서 작동시키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 투시 검사에 관해서는 부가적으로 보조기준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a) X선조사야의 치수 제어, 그리고 
     b) 환자와 X선 빔 간에 적어도 두 직각 방향으로의 상대적인 운동의 제어 기

능을 갖추어야 한다. 

    적합성은 X선장치의 점검 및 부속문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13.3. 거리에 의한 방어
    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작자가 초점 및 X선빔으로부터 적어도 2 m 이하가 

되지 않는 거리에서 조사를 제어하도록 함으로서 13.2.에 준한 방어 구역에서 
제어를 위한 설비가 없어도 떠돌이방사선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 369 -

    - 촬영을 전용으로 지정된 이동형 X선장치, 
    - 촬영 기능을 갖는 외과 수술 시 투시용으로 지정된 X선장치 
 
   적합성은 X선장치의 점검 및 부속문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13.4. 지정된 점거유의구역 
    추가:
    13.4.101. *제한된 떠돌이방사선의 점거유의구역
    다음의 요구사항은 기울일 수 있는 환자 지지기, 테이블 밑에 위치한 X선원

장치 및 환자 지지기 위에 있는 스팟필름장치로 결합하여 소화기계 검사를 
위한 X선장치를 사용하는 점거유의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환자 지지기를 수평 위치에서 검사에 사용하기로 한 점거유의구역은 수평 
위치 환자 지지기의 모서리 부분과 접촉해 있을 것.

    - 환자 지지기를 수직 위치에서 검사에 사용하기로 한 점거유의구역은 수직
에서 위치 환자 지지기로부터 점거유의구역까지 최단 거리가 45 cm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 떠돌이방사선의 준위(level)는 환자 지지기 방향 및 사용하는 부위의 바닥
으로 부터의 높이에 따라 표 107.에 나타낸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측정은 환자 지지기가 수평으로 중심에 위치하거나 또는 중심에 있는 환자 
지지기를 또한 사용하여 수직으로 홈(home) 포지션에 위치한 상태에서 실
행되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는, 
     a) 높이에 관한 각 적용 부분(표 107. 참조)에 있어서 공기커마의 최대 허용

한계를 열거하고 이들의 한계를 넘지 않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b) 13.6.항에 기술되어 있는 시험을 하여 적합한가를 적용한 조사조건을 명

시하여야 한다. 조사조건이 자동제어시스템으로만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이들 조사조건을 알기 위한 순서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c) 적합성 시험 중에 사용된 모든 제거 가능한 방어 기구의 식별과 의도된 
위치를 명시한다.

    적합성은 부속문서의 검사 및 13.6.항에 기술된 시험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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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지지기의 방향

점거유의구역에 있어 
방사선 검출기의

(바닥으로부터) 기준점과 
관련한 높이 구분 cm

1 시간의 최대 허용
공기커마 mGy

수평 또는 수직 0-40 1.5

수평 40-200 0.15

수직 40-170 0.15

표 107. 점거유의구역에 떠돌이방사선

    13.4.102. 점거유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제어
    점거유의구역에서는 13.2.항에 요구한 허용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X선장치의 점검 및 부속문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13.5. 핸드그립 및 제어 장치
    추가:
    기울일 수 있는 환자 지지기, 테이블 밑에 위치한 X선원장치 및 환자 지지기 

위에 스팟필름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소화기 검사용으로 지정된 X선장치는, 
아래에 기재된 1 시간 공기커마 한계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점거유의
구역 밖에 위치하고 부하 시에 조작자 또는 스텝에 의해 조작되는 핸드그립 
및 제어 장치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 만약 드물게 및 잠시 동안만 조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1 시간에 
1.5 mGy, 기타의 경우는 

    - 1 시간에 0.5 mGy.
    이 항목에서 공기커마의 한계값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이러한 한계

가 적용되는 핸드그립 및 제어 장치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X선장치 점검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3.6.항에 의한 시험 및 
사용설명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13.6. 떠돌이방사선에 대한 시험 
    추가:
    떠돌이방사선 준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규정의 제한 시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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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외형 치수 25 cm × 25 cm × 15 cm 의 물 등가 팬텀을 이용하며, 벽의 
두께는 10 mm를 넘지 않고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PMMA) 또는 적
정하고 유사한 감약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

    bb) 가능한 한 그림 104. ～ 그림 107.에 나타낸 배치 및 길이를 따른다.
    cc) 투시에서는 공칭 X선 관전압과 같은 X선 관전압 또는 스팟필름 장치를 갖춘 

촬영에서는 공칭 X선 관전압의 66 % 중 더 높은 쪽을 사용한다.
    dd) 3 mA의 X선 관전류 또는 X선관장치의 연속 양극 입력 전력에 대응하는 

값 중 작은 쪽을 사용한다.

    ※ 비고: 오직 자동노출제어에 의해 조사조건을 조절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요
구되는 조사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부속문서에 기술된 절차에 따른
다. 그 이외에는 수동으로 한다.

    ee) 전형적인 X선장치의 구성에 대해 모든 관심 영역의 최댓값을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횟수의 공기커마율 측정을 한다. 만일 X선 관전류가 일정하
지 않고, 자동 펄스(pulse)인 경우에는 중요한 시기에 대해 공기커마율의 
평균을 낸다. 적합에 관련한 경우에는, 주된 직선부의 길이가 20 cm를 넘
지 않으며 500 cm3의 용적에서 레벨을 나타내도록 측정을 조절한다. 측
정 점은 방사선 검출기의 기준점과 관련된다.

    ff) 상기 ee)에 기술된 평균 및 조정한 측정값이 관심 영역에서 1 시간 공기
커마의 최대 허용 준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하다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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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팬텀

그림 104. 떠돌이방사선에 대한 시험 
(환자 지지대 아래에 X선원장치와 X선 빔이 수평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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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팬텀

그림 105. 떠돌이방사선에 대한 시험 
(환자 지지기 아래에 X선원장치와 X선 빔이 수직을 이룸) 



- 374 -

1  팬텀

 그림 106. 떠돌이방사선에 대한 시험 
(환자 지지기 위에 X선원장치와 X선 빔이 수평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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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팬텀

그림 107. 떠돌이방사선에 대한 시험 
(환자 지지기 위에 X선원장치와 X선빔이 수직을 이룸)

 
4.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라 기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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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항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공급전원 4.10.2.

냉각조건 7.2.15.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 9.2.3.1.

압력 및 힘 제한 9.2.3.101.
압박기구에 관한 움직임 인터록 9.2.3.102.

충돌보호 9.2.2.4.4.101.

기계적 보호장치 9.8.4.101.

X선관장치의 과온에 대한 보호 11.101.

조사야제한기구의 과온에 대한 보호 11.102.
투시 및/또는 연속촬영용으로 지정된 

X선장치에 대한 선량측정정보
5.2.4.5.101.

외부 인터록의 접속 6.2.1.102.

조사조건의 최단 표시 6.4.3.102.

표 C.102. 부속문서에 명시할 요구 항목

부록 C(참고)
ME기기 및 ME시스템에 관한 표시 및 라벨링에 관한 요구사항의 가이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 C를 적용한다.

C.1. ME기기, ME시스템 또는 그들 부분의 외측의 표시
7.2.항에 제시된 것 이외에, ME기기의 외측 표시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표 
201C.101.에서 확인한다.

표시의 기재 항

조사야제한기구 7.2.101.

X선장치에 표시 8.102.2.

표 C.101. ME기기 또는 그 부품의 외측에 표시

C.5. 부속문서, 취급설명
7.9.항에 제시된 것 이외에, 부속문서(사용설명서 및 기술해설서 포함)에 명시하기 
위한 추가 요구사항은 표 C.102.에 목록된 항목에서 확인한다.



촬영에서의 직선성 및 일관성 6.3.2.102.

측정 배열 6.3.2.103.1.

자동모드의 표시 6.4.4.

선량 계측표시 6.4.5.

자동제어시스템 6.5.

산란방사선의 감소 6.6.

X선장치의 반가층과 총여과 7.1.

X선원장치에서의 여과 7.1.101.

X선조사야와 유효수상면 사이의 일치 8.5.3.

X선조사야의 경계 및 면적 8.101.
X선장치 빔 제한의 방법 8.102.

X선장치상의 표시 8.102.2.

사용설명서 내의 표시 8.102.3.
표시 및 문자 표시의 정확성 8.102.4.

광조사야 표시기에 의한 표시 8.102.5.

투시용 X선빔의 차단 8.103.

X선빔 축의 위치 8.104.

부속문서 내의 정보 10.2.

잉여방사선에 대한 보호 11.

방어구역으로부터 X선장치의 제어 13.2.

거리에 의한 방어 13.3.

제한된 떠돌이방사선의 점거유의구역 13.4.101.

핸드그립 및 제어 장치 13.5.



9. 심전계
(관련 규격: IEC 60601-2-25:2011)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
시) 소분류 A26010.01 심전계, A26010.02 다기능심전계, A26010.03 무선심전계시스템, 
A26010.04 실시간해석심전계, A90100.01 유헬스케어심전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2.1에
서 정의하는 단일 또는 ME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진단을 위해 심전도를 기록하는 심전계
의 기본 안전 및 필수성능 요구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것은 이 기준규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ME기기의 일부로서 벡터심전계를 제공하는 것
 2)「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72. 홀터심전계에서 다루는 이동식 심전계로서 진단

을 위해 ECG 보고서를 획득할 목적이 아닌 것
 3)「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41. 심전도감시기에서 다루는 심장 감시장치로 진단

을 위해 ECG 보고서를 획득할 목적이 아닌 것
 
※ 비고
 1. 포함되는 기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직접 기록 심전계
  b) 진단을 목적으로 심전도 기록을 제공하는 기타 ME기기(예: 환자모니터, 심장충

격기(Defibrillator, 제세동기), 운동시험기기)
  c) 환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표시기를 가지는 심전계(예를 들어 전화선, 네트워

크 또는 저장매체를 통해). 이러한 ME기기 또는 ME시스템은 전송매체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규격의 범위에 있다.

 2. 진단 및 감시 기능 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ME기기는 그러한 기능을 구성할 
때 적절한 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구급차 또는 항공 운송 등 병원 환경 또는 의사 사무실 외부의 극한 또한 제어되
지 않는 환경 상태에서의 사용이 의도된 ME기기는 본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용 환경에 대해서는 별도 규격이 추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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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이라 한다)에 따른다. 

2.1. ME기기(MEDICAL ELECTRICAL EQUIPMENT)
심전계 (ELECTROCARDIOGRAPH), ME기기
진단을 목적으로 심전도 기록을 생성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와 관련된 리
드선 및 전극

2.2. 윌슨의 중심 전극(CENTRAL TERMINAL ACCORDING TO WILSON, CT)
R, L 또는 F 전극의 평균 전위

2.3. 채널(CHANNEL)
디스플레이, 기록 및 전송의 목적에 대한 개별 심전계 리드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
트웨어 선택

2.4. 직류 오프셋 전압(DC OFFSET VOLTAGE)
전극-피부 전압의 결과로 중성 전극에 대하여 전극에 나타나는 직류전압

2.5. 동상 모드 제거(COMMON MODE REJECTION)
리드전극 임피던스 불균형 상태에서, 증폭기 입력 간의 차동 신호(Differential 
signal)와 증폭기 입력에 대한 공통 신호(Common signal) 간을 구별할 수 있는 환
자 케이블과 리드전극, 고역 필터, 보호 회로망, 리드회로망, 증폭기 입력 등을 
포함한 심전계의 능력

2.6. ECG 보고서(ECG REPORT)
환자의 식별 ID, 데이터가 획득된 날짜와 시간과 같은 관련 데이터 등과 함께 
ECG 신호를 표시한 것. (예: 인쇄 출력물 또는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는 형
태)

2.7. 유효 기록 폭(EFFECTIVE RECORDING WIDTH)
본 기준규격에 따라 한 채널의 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용지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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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
하나 이상의 리드를 시간에 따라 도표나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것
※ 비고: 일부 국가에서는 심전도를 EKG(ELEKTROKARDIOGRAM)로 표시하기도 

한다.

2.9. 전극(ELECTRODE)
전기적 활동을 탐지하기 위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접촉되는 센서

2.10. 필터(FILTER)
ECG 신호 내의 근육 활동 전압 등과 같이 기록될 신호 내에 존재하는 원치 않는 
성분들을 감쇠시키기 위하여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수단

2.11. 이득(GAIN)
입력신호의 증폭에 대한 출력신호 증폭의 비율
※ 비고: 이득은 ㎜/㎷로 나타낸다.

2.12. 리드(LEAD)
전극 간의 전압

2.13. 리드선(LEAD WIRE)
전극과 환자 케이블 또는 ME기기 간을 연결하는 케이블

2.14. 중성전극(NEUTRAL ELECTRODE)
차동 증폭기 및/또는 간섭 억제 회로의 기준 점으로 그 어떤 리드에 대한 계산에 사용
되지 않는 것

2.15. 잡음(NOISE)
심전도에 나타나는 원치 않는 그 어떤 주파수의 신호

2.16. 정상 이득(NORMAL GAIN)
10 ㎜/㎷의 이득

2.17. 환자 케이블(PATIENT CABLE)
전극을 심전계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심(multi) 케이블

3. 시험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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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기 •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기 • 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치 또는 추가시킨다(다음의 각 번호는 공통
기준규격[별표1]의 번호에 해당한다).

  4. 일반 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4.에 따른다.
  4.3. 필수성능
    추가:
    4.3.101. 추가 필수성능 요구사항
    추가 필수성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필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관련 항
제세동 보호 8.5.5.1

ME기기의 필수 성능 12.1.101
필터(라인 주파수 상호간섭 필터 포함) 12.4.105.3

정전기 방전 6.2.2.1
전기적 바른 과도현상 6.2.4.1

전도 장해 6.2.6.1
전기수술기 간섭 6.2.101

  5. ME기기 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5.에 따른다.
  5.3. * 주위 온도, 습도, 대기압
    추가:
    aa) 시험들은 응축 없는 상대 습도 25 %에서 95 % 범위에서 실행한다.

  5.4. 기타 조건
    추가:
    aa)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한, 시험은 제조자가 명시한 액세서리 및 기록 장

치를 이용해 실시해야 한다.
    bb) 내부 전기전원을 보유하고 있는 ME기기의 대하여, 만일 시험 결과가 내부 

전기전원전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시험은 제조자가 명시한 내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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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전압 중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필
요한 시험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로 한다면 외부 건전지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

    cc) 회로 시험에 쓰여 지는 값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다음의 정확
성을 확보해야 한다.

        - 레지스터:  ±1 %
        - 커패시터:  ±10 %
        - 인덕터:    ±10 %
        - 시험 전압: ±1 %

  5.8. 시험 순서
    개정:
    본 기준규격 8.5.5.1.에서 요구하는 시험은 공통기준규격[별표1] 부록 B의 B.20. 

및 B.22.의 누설전류와 내전압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6. ME기기 및 ME시스템의 분류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6.에 따른다.

  6.2.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마지막 단락의 대치:
    장착부는 CF형 장착부로 분류되어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1] 7.2.10. 및 8.3. 

참조). 장착부는 세동 제거 장착부로 분류되어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1] 
8.5.5.참조).

  6.6. 가동모드
    대치:
    ME기기는 연속가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7. ME기기의 표식, 표시 및 문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에 따른다.

  7.4. 제어기 및 계기의 표시
    항목 추가:
    7.4.101. * 환자 케이블 및 ME기기 연결부에 대한 환자 케이블
    부정확한 접속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케이블은 표 2에 규정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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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극 식별자/색 코드) 중에 하나를 이용해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분리 가능한 리드 선은 양쪽 끝에 표 2.에 규정된 식별자(전극 식별자/색 코
드)를 이용해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추가 표시는 부록 BB를 참조한다.

    ME기기 연결부로의 환자 케이블은 환자 케이블을 접속해야 하는 ME기기가 
어떤 ME기기인지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표 2. 전극, 전극의 위치, 식별 및 색상 코드

리드
시스템

코드(유럽방식) 코드(미국방식)
신체 표면에 대한 위치전극

식별자 색상코드 전극
식별자 색상코드

사지
유도

R
L
F

적색
황색
녹색

RA
LA
LL

백색
흑색
적색

우측 팔
좌측 팔
좌측 발

윌슨
흉부
유도

C
C1
C2
C3
C4
C5
C6

백색
백색/적색
백색/황색
백색/녹색
백색/갈색
백색/흑색
백색/자색

V
V1
V2
V3
V4
V5
V6

갈색
갈색/적색
갈색/황색
갈색/녹색
갈색/청색
갈색/주홍색
갈색/자색

이동가능한 단일 흉부 전극
흉부 우측 제4늑간 강
흉부 좌측 제4늑간 강

C2와 C4의 중간
좌측 쇄골 중선상의 제5늑간 강
C4의 수평선에서 좌측 전액와선
C4의 수평선에서 좌측 중액와선

프랑크
유도

(그림 1)

I
E
C
A
M
H
F

연청색/적색
연청색/황색
연청색/녹색
연청색/갈색
연청색/흑색
연청색/자색

녹색

I
E
C
A
M
H
F

주홍색/적색
주홍색/황색
주홍색/녹색
주홍색/갈색
주홍색/흑색
주홍색/자색

적색

우측 중액와선a

전중선a

전중선 및 좌측 중액와선 사이 45도a

좌측 중액와선a

목 중선a

목 뒤 또는 이마
좌측 발

N 또는 
RF 흑색 RL 녹색 우측 발(중성)

※ 비고: 추가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부록 BB 및 부록 EE를 참조
a알려진 경우라면 심실의 횡단 수준 높이. 그렇지 않으면 제 5 늑간



- 77 -

그림 1. 프랑크 유도에 따른 전극 위치

  7.9.2. 사용설명서
    항목 추가:
    7.9.2.101. 추가 사용설명서
    a) 다음에 대하여 주의를 주어야한다.
     1) 사용 환경을 포함한 심전계의 의도한 사용 목적. 이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사용 목적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심전계가 의도하고 있는 진단 적용(예: 일반 대중에서 심장 이상에 대한 

검사, 급성 심근허혈 탐지, 융통환자 내의 경색 등)
      ii) 심전계가 의도하고 있는 인구(예: 어른, 어린이, 유아, 신생아 등 –  적

절하다면 대상 인구의 나이 제한을 명시)
      iii) 심전계가 의도하는 사용 장소 (예: 병원, 일반의원, 응급차, 자택요양 

등의 병원 외)
         만일 심전계가 다른 속성들과 함께 하나 이상의 의도한 사용 목적을 가

지고 있다면, 모든 의도한 사용 목적 그리고 관련 속성들을 기술하여야 
한다.

     2) 해당된다면, 등전위화도선에 대한 설명서
     3) 중성전극이 포함된 BF형 또는 CF형 장착부의 전극 및 관련 커넥터의 도전

성 부분은 접지가 포함된 다른 도전성 부분에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4) 고주파 파장 및 심장충격기 방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환자 케

이블의 규격 (형식 번호 등)



- 78 -

     5) 환자에 심장충격기를 함께 사용할 때의 주의, 심장충격기의 방전이 ME기
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 심장충격기는 제조자가 명시한 
전극, 리드선 그리고 환자 케이블을 포함한 부속품의 사용을 요구한다는 
주의. 그러한 부속품(8.5.5.1. 참조)의 명세서(또는 형식번호)는 기술되어
야 한다.

     6) 전기수술기와 함께 사용될 때, 심전계에 환자 화상 방지 수단이 포함
된 경우에 기기 조작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와 같은 장치가 포함
되지 않은 경우, 전기수술기의 중성전극의 접속이 불량한 경우에는 화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심전계 전극의 위치에 관한 주의사항이 기술
되어야 한다.

     7) 명시된 환자 케이블 및 리드선의 선택 및 사용, 전극의 선택 및 사용
     8) ME기기의 몇몇 물품을 상호 연결했을 때 누설전류의 합에 대한 조작자

에 대한 주의
     9) 심전계의 심장에 직접 적용에 관한 적절성
     10) 심전계 동작불능 확인 방법 (12.4.101. 참조)
     11) 심전계와 함께 심장박동기 또는 전기자극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위해에 대한 주의
     12) 관련될 경우 ME기기를 전기수술에 의해 초래되는 이상 작동에서 보호

해야 한다는 문구
     13) 내부전원 ME기기: ME기기의 최소 작동시간은 건전지가 새 제품이고 

완전히 충전되었다는 전제하에 기술해야 한다. 만일 충전식 건전지(충전
지)가 사용될 경우, 제조자는 정상사용에서 방전으로부터 90 % 충전까
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술해야 한다. 언제 충전지를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 조언을 해야 한다. 추가로, 충전지 충전 방법 또한 기술해야 
한다.

     14) * 심전계와 액세서리의 시험에 대한 일일점검(임상조작자) 및 정기점검
의 조언

     15) ME기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 임상조작자가 취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을 발견하는 방법

         ※ 비고: 간단한 조작에서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이지 기술적인 오작동
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b) 제조자는 부속문서에 다음을 기술해야 한다.
     1) QRS 내에서 등전위 부분이 Q-, R- 또는 S- 파로부터 포함되었는지 또는 

제외 되었는지의 여부. 부속문서는 등전위 부분(I-파) 전체 QRS-o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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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또는 QRS-오프셋 (K-파) 이후가 해당 근접 파형의 기간 측정에 포
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심전계가 왜곡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특정 필터와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리
고 이러한 필터 설정이 ECG 신호 왜곡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12.4.107.1. 요구에 따라)

  8. ME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8.에 따른다.

  8.3. 장착부의 분류
    a), b) 및 c)의 대치:
    장착부는 CF형 장착부여야 한다.

  8.5. 부분의 분리
  8.5.2.3. 환자 리드
    추가:
    리드선의 그 어떤 분리 가능한 전극 커넥터는, 전극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커넥

터 핀과 평평한 바닥 간 최소 0.5 ㎜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8.5.5.1. * 제세동 보호
    추가 :
    ME기기에 대하여 제세동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심장충격기 시험에 대하여, ME기기는 제조자가 명시한 환자 케이블을 사용
하여 가동한다.

    다음 요구사항들 및 시험들은 공통기준규격[별표1] 8.5.5.1.에서 명시한 요구사
항 및 시험에 대한 추가이다.

    * 동상 모드 시험
    추가:
    제세동 전압에 노출된 후 5초 이내에 ME기기는 조작자 설정 또는 저장된 데

이터에 그 어떤 손실도 없이 이전 가동모드에서 정상작동을 재개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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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에 명시된 의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3.에 따라 확인한다.

    I급 ME기기의 경우, 중성전극을 포함한 함께 연결된 모든 리드선 및 기능성 
접지 간에 시험전압을 적용한다. 이러한 시험을 위해 ME기기에 동력을 공급
한다.

    II급 ME기기 및 내부전원동력원을 가진 ME기기의 경우, 중성전극을 포함한 
함께 연결된 모든 리드선 및 기능성 접지 그리고/또는 외장에 근접한 금속 
포일 간에 시험전압을 적용한다. 이러한 시험을 위해 ME기기에 동력을 공급
한다.

    주전원으로부터 충전 가능한 내부전원동력원을 가진 ECG감시기기는, 만일 ME
기기가 주전원에 연결된 상태에서도 가동 가능하다면, 주전원을 연결한 상태, 
그리고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해야 한다.

    5 ㎷ 신호가 자체 신호의 왜곡(Clipping)없이 최대 디스플레이 편향을 생성할 
수 있게 ME기기의 이득(Gain)을 설정한다. S2를 닫고 S3를 열고, 사인파 발생
기가 10 ㎐, 5 ㎷ peak-to-valley 출력 신호를 발생하도록 조절한다. S2를 열
고 S3를 닫는다.

    A위치에 S1을 연결하고 그리고 커패시터 C를 충전한다. 약 10초 후, S1을 B위
치에 연결한다. B위치에 200 ㎳ ± 50 % 동안 놓아둔다. ME기기로부터 잔여 
전압을 제거하기 위해 S1을 열면서 회복의 시작을 허용한다.

    바로 S2를 닫고 S3를 연다. 5초 이내에 기록된 시험 신호가 시험 전 출력의 
80 % 이하가 아닌 것을 확인한다.

    뒤바꾼 고전압 소스의 양극성과 위의 시험을 반복한다. 양극 및 음극으로 시험
을 5번 반복한다.

    ME기기는 5초 이내에 조작자 설정 도는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이전 작동
모드에서정상작동을 재개해야하고, 부속문서에 명시된 의도한 기능을 지속적
으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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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동 모드 시험
    추가:
    제세동 전압에 노출된 후 5초 이내에 ME기기는 그 어떤 조작자 설정 또는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이전 가동모드에서 정상가동을 재개해야하고 부속
문서에 명시된 의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주전원으로부터 충전 가능한 내부전원동력원을 가진 ECG감시기기는, 만일 ME
기기가 주전원에 연결된 상태에서 가동 가능하다면, 주전원을 연결한 상태, 그
리고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확인한다.
    ME기기를 그림 2.에 따라 시험회로에 연결한다. 모든 리드선들이 접지된 상태

에서 시험전압을 각 리드선에 차례로 적용한다. 처음에는, L(LA) 리드선과 
N(RL) 리드선에 연결된 나머지 모든 리드선들에 시험전압을 적용한다. ME기
기는 이러한 시험을 위해 동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5 ㎷ 신호가 신호에 대한 방해 없이 최대 디스플레이 편향을 생성할 수 있게 
ME기기의 이득을 설정한다. S2을 닫고, S3를 열고, 사인파 발생기가 10 ㎐, 5 
㎷ peak-to-valley 출력 신호를 발생하게끔 조절한다. S2를 연다.

    A위치에 S1을 연결하고 그리고 커패시터 C를 충전한다. 약 10초 후, S1을 B위
치에 연결한다. B위에 200 ㎳ ± 50 % 동안 놓아둔다. ME기기로부터 잔여 전
압을 제거하기 위해 S1을 열면서 회복의 시작을 허용한다.

    바로 S2를 닫는다. 5초 이내에, 기록된 시험 신호가 시험 전 출력의 80 % 이
하가 아닌 것을 확인한다.

    나머지 모든 리드선들을 N(RL) 리드선에 연결한 상태에서 그림 3.에 따라 그 
외 다른 리드선에 대하여 시험을 반복한다. 방전시험은, 하나 이상의 방전이 
표시된 경우들에는, 20초 간격으로 적용되었다.

표 3. 심장충격기의 효과로부터의 보호 (시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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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2 리드 설정
시험 
수

12 
리드선

L (LA) R, F, N, C (RA, LL, RL, V) Ⅰ 1
R (RA) F, L, N, C (LL, LA, RL, V) Ⅲ 1
F (LL) L, R, N, C (LL, RA, RL, V) Ⅲ 1
N (RL) L, R, F, C (LA, RA, LL, V) standby 1

C1 (V1)
L, R, F, N, C2-C6 
(LA, RA, LL, RL, V2-V6)

V1 1

C2 (V2)
L, R, F, N, C1, C3-C6 
(LA, RA, LL, RL, V1, V3-V6)

V2 1

C3 (V3)
L, R, F, N, C1, C2, C4-C6 
(LA, RA, LL, RL, V1, V2 V4-V6)

V3 1

C4 (V4)
L, R, F, N, C1-C3, C5-C6 
(LA, RA, LL, RL, V1-V5, V5-V6)

V4 1

C5 (V5)
L, R, F, N, C1-C4, C6 
(LA, RA, LL, RL, V1-V4, V6)

V5 1

C6 (V6)
L, R, F, N, C1-C5 
(LA, RA, LL, RL, V1-V5)

V6 1

5 
리드선

L (LA) R, F, N, C (RA, LL, RL, V) Ⅰ 1
R (RA) F, L, N, C (LL, LA, RL, V) Ⅱ 1
F (LL) L, R, N, C (LL, RA, RL, V) Ⅲ 1
N (RL) L, R, F, C (LA, RA, LL, V) standby 1
C (V) L, R, F, N (LA, RA, LL, RL) V 1

3 
리드선

L (LA) R, F 또는 N (RA, LL 또는 RL) Ⅰ 2
R (RA) L, F 또는 N (RA, LL 또는  RL) Ⅰ 2
F (LL) 또는 
N (RL)

R, L (RA, LA)
Ⅱ 또는 
standby

2

2 
리드선

L (LA) R (RA) Ⅰ 1

※ 비고
1. 위 표 3.에서 ‘시험의 수’ 항목은 제세동 보호 시험에만 적용된다. 다른 시험의 경

우, 시험의 수는 하나이다.
2. 3 리드선의 경우, 중성전극에 대하여 별도 선과의 구성, 그리고 별도의 선이 없는 

구성이 있다. 이전의 구성에서는, P2에 대하여 N(RL)은 각각의 R(RA), L(LA) 
또는 F(LL)선과 함께 연결되었다.

    그림 10.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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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G 사인파 발생기 20 V 10 ㎐의 peak-to-valley

V1 고전압 소스 5 kV d.c.

S1 스위치; 최대 60 A, 5 kV 부하

S2 신호원에 연결되는 스위치, 5 kV

RL 인덕턴스 L의 d.c. 저항

RV 전류 제한 레지스터

P1, P2 EUT의 연결되는 위치 (환자 케이블 포함)
  제

조자가 권고하는 환자 케이블과 리드선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그림 2. 제세동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차동 모드)(8.5.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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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에 추가:

구성품

G 사인파 발생기 20 V 10 ㎐의 peak-to-valley

V1 고전압 소스 5 kV d.c.

Ⓕ 포일, 클래스 II 기기에 대한 모의 정전용량

S1 스위치, 최대 60 A, 5 kV 부하

S2 신호원에 연결되는 스위치, 5 kV

S3 신호원을 리드선에 적용하는 스위치

RL 인덕턴스 L의 d.c. 저항

RV 전류 제한 레지스터

P1 EUT의 연결되는 위치 (환자 케이블 포함)

P2
접지에 대한 연결 위치 그리고/또는 외장에 접촉하고 있는 금속 
포일

제조자가 권고하는 환자 케이블과 리드선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그림 3. 심장충격기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동상 모드)(8.5.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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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2. 에너지 감소 시험
    그림 11.의 대치:

구성품

① 에너지 시험기기

V1 고전압 소스 5 kV d.c.

S 스위치; 최대 60 A, 5 kV 부하

RL 인덕턴스 L의 d.c. 저항

RV 전류 제한 레지스터

E, F 에너지 시험기기에 대한 연결위치

C, D
EUT의 연결되는 위치 (환자 케이블 포함)
(에너지 시험기기는 제세동기일 수 있다.)

제조자가 권고하는 환자 케이블과 리드선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그림 4. 심장충격기로부터의 에너지 시험에 대한 리드선들 간의 시험전압의 적용

  9.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기계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 9.에 따른다.

  10. 원치 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 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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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 11.에 따른다.

  12.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2.에 따른다.

  12.1. 제어기 및 계측기의 정확도
    항목 추가:
    12.1.101. 필수성능 및 ME기기의 정확도
    12.1.101.1. * ECG 자동 측정
    만일 심전계에 자동측정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그 정확성은 본 항목의 요구사

항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2.1.101.2. * 진폭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
    만일 심전계가 측정을 제공할 경우, 진폭 측정은 표 GG.1.의 교정 및 분석

용 ECG를 사용하여 시험해야 한다.

    시험하는 심전계에 표 GG.1의 교정 및 분석용 ECGS의 10초를 제공한다
(ECGS 입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AA.5. 참조). 제공된 모든 P-, Q-R-ST- 
그리고 T-파형에 대한 리드 I, II, V1, …, V6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이를 
결정한다.

    만일 이러한 ECGS가 아날로그 포맷으로 심전계에 공급될 경우, 이 시험을 다섯 
번 반복한다. 다섯 번 시험에 대한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이를 계산한다.

    진폭측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가진 두개의 값을 제외한다. 남겨진 각 진폭측정
의 차이는 기준 값 ≤ 500 ㎶ 의 경우, ± 25 ㎶ 이상 또는 기준 값 ＞500 ㎶
에 대하여는 5 % 또는 ± 40 ㎶, 둘 중 높은 것,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비고: 만일 ECG 시험이 측정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되기 전에 심전계의 고역
(high pass) 필터를 통하여 처리되었으면, ± 20 ㎶의 시스템적 차이는 
이 기준규격 부록 I의 값들과 CAL20100, CAL20110, CAL20160, 
CAL20200, CAL20210 그리고 CAL20260에서 기록된 ST 그리고 T-파형 
진폭들에 대하여 측정된 값들 간에 수용할 수 있다.

    12.1.101.3. 간격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
    ECG 보고서의 정확성이 제공된다면, 다음과 같이 시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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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01.3.1. 절대 간격 및 파동 폭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
    표 GG.1.의 교정 및 분석용 ECGS의 전체 간격 그리고 파동 폭 측정들은 절

대 간격 및 파동 폭 측정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표 4.
는 전체 폭, 간격 및 Q-, R-와 S-폭 측정들의 평균 차이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허용오차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교정 및 분석 ECGS 상에서 전체 간격 및 Q, R, S 폭에 대한
허용 가능한 평균 차이 값과 표준편차

측정치 허용 평균 차(ms) 허용 표준 편차(ms)
P파의 폭 ± 10 8
PQ 간격 ± 10 8

QRS파의 폭 ± 6 5
QT 간격 ± 12 10
Q파의 폭 ± 6 5
R파의 폭 ± 6 5
S파의 폭 ± 6 5

    심전계에 표 GG.1.의 교정 및 분석용 ECGS를 제공한다. (모든 리드의의 동
시적인 습득을 가정한다.)

    만일 이러한 ECGS가 아날로그 포맷으로 심전계에 공급될 경우, 이 시험을 다섯 
번 반복한다. 측정값과 다섯 번 시험의 기준 값들 간의 차이를 계산한다.

    표 GG.1에 제시된 모든 ECGS에 대하여 리드 I, II, VI, … V6(만일 파형이 
제시된다면)에 대한 각 개별 리드 측정(Q-, R-, S-)의 차이를 계산한다. 각 
측정에 대하여 평균으로부터 가장 큰 편차를 가지는 네 개를 제거한다. 나머지 
차이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4.에서 주어진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1.101.3.2. * 생물학적 ECGS 간격 시험들에 대한 요구사항
    표 GG.2.의 ECGS를 생물학적 ECGS 간격 시험들의 정확성을 평가하는데 사

용한다.

    각 100개의 실제 시험 ECGS(표 GG.2.에 있는 CSE study로부터의 MA1_ 또
는 MO1_ 시리즈)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로 시험대상 심전계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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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석한다(ECGS 입력에 대하여 부록 AA의 가이드라인을 참조). 간격 측
정 및 기준 값 간의 차이를 결정한다.

    그 차이로부터, 각 측정에 대한 평균으로부터 가장 큰 여덟 개의 편차를 제거한
다. 나머지 차이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5.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한다.

표 5. 생물학적 ECGs에 대한 전체 폭과 간격의
허용 가능한 평균 차이 및 표준 편차

전체 측정 허용 평균 차이(ms) 허용 표준 편차(ms)
P파의 폭 ± 10 15
PQ 간격 ± 10 10

QRS파의 폭 ± 10 10
QT 간격 ± 25 30

  12.4.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항목 추가:
    12.4.101. * 가동할 수 없는 심전계의 표시
    심전계는 ME기기가 증폭기의 그 어떠한 부품의 과부하 또는 포화로 인하

여 가동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6의 시험회로를 사용한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한다.

    신호 발생기를 R(RA) 리드선 및 N(RL) 리드선에 연결된 기타 모든 리드선들 
간을 연결한다. 신호 발생기와 직렬로, -5 V에서 +5 V 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직류 전원 공급 장치(Power supply)를 연결한다.

    10 ㎐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신호 발생기를 조절한다. -5 V에서 +5 V의 직류 
가변 전압에 10 ㎐, 1 ㎷ 신호를 중첩인가한다.

    기록을 복원하기 위해 심전계의 기준 리셋 기능을 사용하여, 0에서 시작하여 
직류전압을 1 V 단계 간격으로 0 V에서 5 V 그리고 0 V에서 – 5 V까지 변동시킨
다.

    표시되는 장치는 10 ㎐ 신호가 5 ㎜로 경감되기 전에 활발히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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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은 0.5mV임).

    12.4.102. 유도
    12.4.102.1. 리드 표현, 명명법 및 정의
    직교 좌표계에서, 양극화된 직류 신호를 전극에 연결하였을 때, 시간 증가는 양

(Positive) X-축이고, 양 편향은 양 y-축에 있다. 명명법 및 표 6.의 정의는 
12개의 표준 유도 및 프랑크 유도에 대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측정 및 검사로 확인한다.

표 6. 유도 및 그에 대한 식별 (명명법과 정의)

리드 
명명법a 정의b 유도 명칭

Ⅰ Ⅰ=L-R(LA-RA) 양극 사지 유도
(아인트호벤 사지 유도)Ⅱ Ⅱ=F-R(LL-RA)

Ⅲ Ⅲ=F-L(LL-LA)
aVR aVR=R-(L+F)/2 (RA-(LA+LL)/2) 골든버거 증폭 사지 유도

(골든버거 기준점에 대한 
사지상의 전극 중 하나)

aVL aVL=L-(R+F)/2 (LA-(RA+LL/2)
AVF aVF=F-(L+R)/2 (LL-(LA-RA)/2)
V1 V1=C1-CT(V1-CT)

윌슨의 단극 흉부 유도
(윌슨의 

중심전극(CT=(L+R+F)/3
에 대한 흉부상의 전극 

중 하나)

V2 V2=C2-CT(V2-CT)
V3 V3=C3-CT(V3-CT)
V4 V4=C4-CT(V4-CT)
V5 V5=C5-CT(V5-CT)
V6 V6=C6-CT(V6-CT)
Vx Vx=0.610A+0.171C-0.781I

직렬 벡터 유도
(프랑크 유도. 그림 CC.1 

참조)

Vy Vy=0.655A+0.345M-1.000H

Vz Vz=0.133A+0.736M-0.264I-0.374E-
0.231C

a  기타 유도 및 그에 대한 식별은 부록 CC를 참조
b  이 정의는 전극 식별자는 전위 기준점에 대하여 전극에서 검출되는 

전압을 나타낸다는 가정 아래 다수 방정식으로 주어진다. 전극 식별자의 
정의에 대하여는 표 2. 목록을 참조.

    12.4.102.2. 요구되는 최소 구성
    최소 리드-세트는 I, II, III, aVR 또는 (-aVR), aVL, aVF, V1, V2, V3, V4, 

V5 및 V6이다. ECG 보고서에 대하여 조작자가 이러한 리드들의 조합을 선
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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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12.4.102.3. 리드회로망의 시험
    12.4.102.3.1. 일반사항
    윌슨의 중심 전극과 골드버거, 프랑크 회로망들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및 

정확성에 부여되는 가중치 계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회로망으로 인한 편차는 전압 단위를 기준으로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4.102.3.2. 골드버거 및 윌슨 유도
    골드버거 및 윌슨 회로망에서, 적합성은 해당 심전계에 다음과 같은 시험으로 

검증하여 확인 한다.

    시스템에 CTS 테스트 아틀라스 파형 CAL10000, CAL20000, CAL30000 및 
CAL50000(부록 HH참조)을 공급한다. ECG 보고서의 peak QRS 진폭을 측
정하고 측정된 값들을 부록 HH의 값들과 비교하거가 심전계에 의하여 발생된 
값들을 부록 HH의 값들과 비교한다. 측정된 값들이 공칭 값들로부터 10 % 이
상 편차가 나지 않아야 한다.

    12.4.102.4. 회복시간
    차동 입력으로 300 ㎷ d.c. 신호가 인가될 때, 기저선은 리드 전환 후 2초 이

내에 정상 이득에서의 초기 위치의 3 ㎜ 이내로 회복하여야 한다.

    정상 이득에서 리드 III을 선택하고, R(RA)과 함께 연결되는 중성전극을 포함
하여 그 외 모든 전극 간에 300mV 직류를 인가한다(그림 6). 전압 인가 후 1
분 이상 경과한 다음에 리드 II와 리드 aVR로 차례대로 전환 한다. 기록은 
각 리드 전환이 있으면, 2초 이내에 초기 위치의 3 ㎜ 이내로 회복하여야 한
다.

    12.4.103. * 입력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는 ± 300 ㎷ 직류 오프셋 전압에서 최소 2.5 ㏁여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ECG 이외의 측정에 대한 입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예 : 호흡).

    적합성은 그림 6.의 시험회로를 사용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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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S1을 열고, S 및 S2 스위치를 닫고, S4를 B위치에 설정한다. 사인파 신호 

발생기를 표 4.에서 정의한 N(RL) 리드선과 연결되는(P6) 모든 기타 리드선들

과 함께 모든 시험된 리드(P1 및 P2)에 연결한다. 이득을 10 ㎜/㎷에, 스위프 속도

를 25 ㎜/s로 설정한다. 신호 발생기를 0.67 ㎐의 주파수에서 그 어떤 표시기

에서도 풀 스케일 peak-to-valley 채널 높이의 80 %를 생성하도록 조절한다. 

이 이득을 출력표시진폭에 기록한다. S2를 열고 S4를 A위치에 설정한다. 

+300 ㎷의 직류 오프셋 전압을 인가한다. 측정된 신호 진폭은 출력 표시기의 

20 % 이상으로 줄지 않아야 한다. -300 ㎷ 직류 오프셋 전압으로 시험을 반

복한다. + 300 ㎷ 그리고 -300 ㎷의 직류 오프셋 전압에 대하여, 40 ㎐의 주파

수로 시험을 반복한다.

    표 3.에 정의된 것과 같이 리드선의 모든 조합을 시험할 때 까지, 각 리드선에 
대하여 위 시험을 반복한다.

    대안으로:
    만일 심전계가 통합된 신호 처리로 인하여 정현파 신호를 받아들일 수 없다

면, 시스템에 CTS 시험 아틀라스 ECG CAL30000을 공급한다(부록 HH 참
조). 모든 리드선들에 대해 4.7 nF와 병렬로 620 ㏀을 제공하고 S1 스위치를 
갖추어라. S1을 닫은 상태에서 진폭을 측정한다. S1을 연 상태에서 측정을 반
복한다. 진폭이 20 %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12.4.104. 요구되는 이득
    ECG 보고서에 대하여 최소 10 ㎜/㎷의 이득이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추가 

이득이 제공될 경우, 최소 5 ㎜/㎷ 및/또는 20 ㎜/㎷의 이득이 제공되어야 한
다. 이득은 ECG 보고서에 나타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12.4.105. 원치않는 외부 전압의 영향 감소
    12.4.105.1. * 동상 모드 제거
    200 pF 정전용량을 가진 주 주파수에서의 10 V r.m.s.는, 접지와 모든 리드들

이 함께 연결된 상태에서, 15초 이내에 10 ㎜/㎷의 이득 설정에서 10 ㎜ 
peak-to-valley 이상의 출력신호를 생성해서는 안 된다. 각 전극이 직렬인 상
태에서는 47 nF 커패시터와 병렬상태인 51 ㏀ 저항이여야 한다. 제조자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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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환자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5.의 시험회로 및 0.2 mm 이내로 정확한 자 또는 캘리퍼스를 이용
하여 확인한다. 시험은 50 ㎐ 그리고 60 ㎐의 주파수와 함께 실행하여야 한
다.

     a) 환자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S0 열림), Ct를 B위치에서 10 V 
r.m.s의 주 주파수를 1생성하도록 조절한다. 이때 ME기기에 인가되는 동
상 모드 전압은 10 V r㎳이다. 라인 주파수 노치 필터는(만일 제공되었
다면) 필터를 제어하는 데에 특수 소프트웨어 또는 특별한 방법을 요구
하더라도 꺼져 있어야한다.

     b) Sn을 통해 S0 및 S2 스위치를 닫고, S1은 열고, SDC를 B위치로 설정한다. 
이득을 10 ㎜/㎷로, 스위프 속도를 25 ㎜/s로 설정한다. 이득 설정에서 15
초 이상으로 출력 진폭을 측정한다. 그리고 S2를 열고, 기타 나머지 모든 
스위치들을 닫는다. 모든 리드선들에 대한 측정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한
다.

     c) SDC를 A위치로 설정하고 두 위치 각각에서의 Sp 스위치와의 시험으로, 불균
형 임피던스와 직렬로 +300 ㎷ d.c. 및 -300 ㎷ 직류 오프셋 전압으로 시험
을 반복한다.

    결과 값은 10 ㎜ peak-to-valley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라인 주파수 노치 필
터는(만일 제공되었다면) 필터를 제어하는 데에 특수 소프트웨어 또는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더라도 꺼져 있어야한다.

    그림 5.에서, C1 및 Ct는 환자의 커패시턴스를 접지로 모의한다. 내부 차폐는 원치 
않는 외부로부터의 신호를 포착하는 것을 경감시킨다. 내부 차폐 및 외부 차
폐 간의 커패시턴스 Cx는 커패시턴스 소스 및 동상모드 전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커패시턴스는 트리머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발성기 캐패시터 C1과 동
등한 100 pF로 증가시킨다. 환자 케이블이 시험회로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서, 발생기 출력을 20 Vrms로 증가시킴으로서, 200 pF와 동등한 소스 임피던스와 
함께 동상 모드 B위치에서 10 Vrms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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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1 신호 발생기 20 Vrms 주 주파수
2 환자 케이블
3 직류 오프셋 소스
4 내부 차폐
5 외부 차폐
B 동상 모드 지점
S1-Sn 스위치; C와 R로 구성된 불균형 회로 야기
C 47 nF
R 51 ㏀
Ct 선택 캐패시터
S0 에너지원 스위치
SDC 직류원 스위치

그림 5. 동상 모드 및 잡음레벨에 대한 시험회로

    12.4.105.2. * 과부하 허용오차
    1V Peak-to-valley의 차동 입력회로 전압으로는 심전계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정상 이득에서(모든 전환 가능한 필터의 스위치가 꺼진 상태), 모든 정격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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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에서 10초간 1 V의 peak-to-valley 차동 입력 전압을 인가한다. 심전계
의 기록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손상이 없어야한다. 5분 주기로 이 시험을 3번 실
행한다. 시험 후 심전계는 이 기준규격 12.4.103., 12.4.104. 및 12.4.105.1.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2.4.105.3. *필터(라인 주파수 간섭 필터 포함)
    필터가 활성 되었을 경우, 본 규격에서 정의한 필수성능 이하로 성능이 저하

되는 제어인 조작자의 어떤 조절은 그러한 필터 설정으로 인하여 ECG 보고
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았 것을 ECG 보고서 상에 표시해야한다.

    적합성은 ECG 보고서를 검사하여 확인한다.

    라인 주파수 간섭 억제 필터는 ECG ANE2000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ECG 
보고서에 그 어떤 리드에서도 50 ㎶ peak-to-valley 이상의 신호왜곡이 있어
서는 안 된다.

    라인 주파수 간섭 필터를 활성하지 않은 정상 이득에서 시험 ECG 
ANE20000을 심전계에 공급하고 ECG 보고서를 생성한다. 필터를 활성 시키
고 ANE2000의 ECG 입력과 같은 두 번째 ECG 보고서를 생성한다.

    적합성은 두 개의 ECG 보고서 ST 부분에서 측정된 최대 잡음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이 차이는 50 ㎶ peak-to-valley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2.4.106. 기저선
    12.4.106.1. * 잡음 레벨
    심전계를 휴지 심전도(Resting ECG application)를 위한 최대 대역폭으로 설

정하고, 라인 주파수 노치 필터가 있다면 전원 주파수에 맞추어 설정하며, 기
타 모든 전환 가능한 스위치는 끈 상태에서, 잡은 레벨은 10초 동안 입력에 
대하여 30 ㎶ peak-to-valley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조자가 명시하는 
환자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고, 환자 케이블은 모든 리드 전극과 함께 각 리
드선과는 직렬로 연결된 47 nF 커패시터와 51 ㏀의 저항의 병렬연결을 통해 
공통 집합부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음 시험에 대하여 제조자가 명시한 환자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a) 그림 5.의 시험회로와 같이 47 nF 커패시터와 51 ㏀ 저항의 병렬연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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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케이블의 각 리드선은 직렬로 삽입한다.
       ※ 비고: Sn을 통하여 S1 스위치를 열고, SDC를 B 위치로 설정하고,  20V 

소스 G와 100㎊의 커패시터는 연결되지 않는다(S0 열림).
     b) 심전계는 가장 높은 이득 조건 및 가장 넓은 대역폭 조건으로 설정하며, 

필터들은 앞서 언급한 상태로 설정하고, 각각의 리드 선택 스위치 위치에 
대하여 적어도 10초 이상의 시간 동안 ECG 보고서 상의 잡음이 입력부에 
대해 30 ㎶ peak-to-valley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c) 이 시험을 9회 반복한다. 총 10회의 시험 중 30 ㎶ 한계선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적어도 9회 이상인지 확인한다. 10회의 시험은 모두 30분 이내 또는 
그보다 적은 시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환자 케이
블과 그 커넥터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환자 케이블은 각 회의 시험 사이
에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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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1 신호발생기, 출력 임피던스＜ 1 ㏀, 선형성 ± 1%
2 직류 오프셋 전압 소스 (± 300 ㎷)
S1 스위치, 피부 임피던스로 인한 불균형을 단락
S2 스위치, 신호 발생기를 분리
S3 스위치, 직류 오프셋 전압 소스를 연결/분리
S4 스위치, 직류 오프셋 전압 소스의 극성을 변경
S5 스위치, 전압 분리기를 단락
P1, P2 리드선의 연결 지점
P6 중성 전극의 연결 지점

그림 6. 일반 시험 회로

    12.4.106.2. 채널 혼선
    47 nF 커패시터와 병렬로 연결된 51 ㏀사용되지 않는 모든 입력과 함께 다채

널 심전계의 그 어떤 하나의 리드에 인가된 진폭과 12.4.107.2.에 따른 변화율
에서 제한적인 입력 신호는 그 채널에 신호 인가가 없는 경우, 인가된 신호
(이득에 따라 배가된)의 2%보다 큰 원치 않는 출력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확인한다.
     a) S1 및 S2 스위치를 닫고, S3 스위치를 A위치에 놓고, 환자 전극 연결부인 

F(LL), C1(V1) 및 만일 제공된 경우, 프랑크(E)를 P1에 연결한 상태에서 
다채널 심전계를 그림 6의 시험 회로에 연결한다. 사용되지 않는 모든 환자 
연결부를 P2를 거쳐 51 ㏀ 저항과 47 nF 커패시터의 병렬연결을 통하여 
중성전극에 연결한다.

     b) 신호발생기를 P1, P2 사이에서 2.5 ㎷p-p, 30 ㎐ 삼각파를 생성하도록 조
절한다.

     c) 정상 이득 및 시간 기준에서 장치를 조작하여 리드 I, II 및 III을 표시하도
록 출력을 기록한다. 리드의 출력은 0.5 ㎜ 미만이어야 한다.

     d) F(LL)을 P1에서 P2로 연결하고 R(RA)를 P2에서 P1으로 연결한 후, 리
드 I, II 및 III을 표시하도록 출력을 기록한다. 리드의 출력은 0.5 ㎜ 미만이
어야 한다.

     e) R(RA)를 P1에서 P2로 그리고 L(LA)를 P2에서 P1으로 연결한 후, 출력
을 기록한다. 리드 II의 출력은 0.5 ㎜ 미만이어야 한다.

     f) C1(V1)만 P1에 연결하고 그 외 다른 환자 전극연결부를, P2를 거쳐, 51 
㏀과 47 nF의 병렬 조합을 통해 기준 리드에 연결한다. V1을 표시하는 채
널 이외의 모든 채널들의 출력은 0.5 ㎜ 미만이어야 한다.

     g) C2(V2)를 C6(V6)을 통하여 순서대로 P1에 연결하고 그 외 다른 환자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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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를 위와 같이 P2에 연결하여 (f)를 반복한다. 각각의 경우, P1에 연
결된 리드를 표시하는 채널 이외의 모든 채널들의 출력은 0.5 ㎜ 미만이
어야 한다.

     h) 프랑크 유도의 경우, X 및 Y 출력을 표시하는 채널은 0.5 ㎜ 미만의 출력
을 가져야 한다.

    12.4.107. 왜곡
    12.4.107.1. * 주파수 응답
    심전계는 정상 이득에서 12.4.107.1.1. 또는 12.4.107.1.2.의 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주파수 응답을 보여야 한다.

    적합성은 12.4.107.1.1. 또는 12.4.107.1.2.로 확인한다.

    12.4.107.1.1. 정현파 및 임펄스 신호 시험
    12.4.107.1.1.1. 고주파 응답 
    심전계는 정상 이득에서 표 7.의 사양에 적합한 고주파 응답을 보여야한다.

    심전계는 표 7.의 방법 A 및 E 또는 대안으로 방법 A, B, C 및 D의 요구사
항을 만족해야 한다.

표 7. 주파수응답

시
험

공칭 입력 
진폭(mVp-v)

입력 주파수 및 파형
ECG 보고서상의 

상대적인 출력 진폭 응답
A 1.0 0.67 Hz –  40 Hz, 정현파 ± 10 % a

B 0.5 40 Hz –  100 Hz, 정현파 + 10 % / - 30 % a

C 0.25 100 Hz –  150 Hz, 정현파 + 10 % / - 30 % a

D 0.5 150 Hz –  500 Hz, 정현파 + 10 % / - 100 % a

E 1.5
≤1 Hz, 20 ms 기저폭의 

삼각파
+ 10 % / - 10 % b

a  10 Hz 정현파 입력 신호에 대한 상대적인 출력 진폭
b  200 ms 기저폭을 가진 삼각파 입력 신호에 대한 상대적인 출력 진폭

(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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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표 7.의 E시험에 대한 삼각파

    12.4.107.1.1.2. 저주파(임펄스) 응답
    0.3 ㎷ × s (100 ㎳에 대하여 3 ㎷) 임펄스 입력은 임펄스의 외부 영역에서 0.1 

㎷ 이상의 전위를 생성하여서는 안 된다.
    0.3 ㎷ × s (100 ㎳에 대하여 3 ㎷) 임펄스 입력의 경우, 임펄스의 종료 후 

0.30 ㎷/s 이상의 응답의 경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 8. 참조. 인공 심장 박
동기 임펄스에 의해 교류결합이 바뀌는 ME기기는 이 시험을 위하여 심박 
조율 탐지를 불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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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입력 임펄스 신호 및 심전계 응답

    12.4.107.1.2. 교정 ECG 시험
    또 다른 방법으로서, 정상 이득에서 기록된 교정 ECGS에 대한 R파 및 S파

의 출력 피크 진폭은 원래 값으로부터 5% 이상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ST진폭은 교정 ECG신호의 기준 진폭으로부터 ±25 ㎶ 이상으로 편향되지 않
아야 한다.

    교정 ECG CAL20000, CAL20002, CAL20100, CAL20110, CAL20160, 
CAL20200, CAL20500 신호를 시험대상 심전계에 정상 이득에서 입력한다. 
ECG 보고서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a) R파 및 S파의 진폭은 CAL 신호의 기준 진폭으로부터 5 % 이상으로 편향
되지 않는다.

     b) QRS-오프셋 이후 20 ㎳와 80 ㎳ 사이에 측정된 ST 진폭 측정치는 25 
㎶ 이상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주된 편향(QS, R, RS)의 전후에 나
타나는 링잉(Ringing) 잡음은 피크 값으로 25 ㎶ 미만 이어야 한다. ST부
분의 경사는 0.05 ㎷/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4.107.2. 선형성 및 다이내믹 레인지
    심전계는 ±5 ㎷ 입력신호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어떤 리드에 이상

(biphasic) 극성이 인가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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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기록 폭의 중심에서 10 ㎷의 peak-to-valley 편향을 나타내는 입력 신호
의 생성과 함께 기록되는 신호가 유효 기록 폭의 전체 범위에 걸쳐서 이동될 
경우, 기록되는 진폭은 5 %(± 500 ㎶) 이상으로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 300 ㎷의 차동 및 동상 DC 오프셋 전압이 존재하는 상태에
서 충족되어야 한다. 이 오프셋 전압은 동시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두 가지 시험방법 중 하나로 확인한다.
     a) 40 ㎐ 주파수(최소 이득, 채널 중심에서 10 ㎷의 peak-to valley 편향)

의 정현파 신호를 입력신호로 하고, 입력 신호에 약 2 ㎐의 가변 진폭의 
구형파를 중첩시켜 이를 유효 기록 폭의 전체 범위에 걸쳐서 이동시킨다
(그림 9.는 각각의 시험회로를 보여준다). 그림 10.에 표시한 대로 측정하
여, ECG 보고서 상에 다양한 위치에 걸쳐서 나타나는 편향의 폭은 ± 
500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b) 또 다른 방법으로서, 40 ㎐ 정현파 신호 대신에 R에서 S 진폭 차가 1 ㎷, 
4 ㎷ 및 10 ㎷인 CAL05000, CAL20000 및 CAL50000 신호를 적용한다. 

    12.4.103.1에서 명시하는 대로 차동 및 동상 직류 오프셋 전압이 존재하는 상태
에서 시험을 반복한다.

발생기 U1 및 U2는 분리된 출력을 가져야 한다. 검사 외장은 접지되었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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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R1 = 100 ㏀ R5 = 100 Ω
R2 = 4.7 ㏀ 1 PATIENT CABLE
R3 = 100 Ω

그림 9. 선형성 시험에 대한 회로

Key

A     40 ㎐ 정현파             B     10 ㎜ ± 0.5 ㎜
C     유효 기록 폭              D     사각파 신호의 진폭
D는 U2의 진폭을 변경하여 가변된다(그림 9. 참조).

그림 10. 선형성 시험의 결과

    12.4.107.3. 데이터 수집 동안의 표본화 및 진폭 양자화
    ECG 신호의 균일한 표본화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수집 시 적어도 채널당 500 

표본/s 수집하여야 한다. 각도를 정하는데 사용하는 채널 간의 경사 왜곡은 
100 ㎲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 진폭 양자화는 입력을 기준으로 하여 ≤ 5 ㎶
/LSB여야 한다.

    만일 동등한 성능임을 입증할 수 있고, QRS 복합체 내에서 표본화 비율이 채
널당 적어도 500 표본/s라면, 불-균일 표본화 비율(non-uniform sampling 
rate)이 허용된다.

    적합성은 부속분서를 검사하여 확인한다.

    12.4.108. 인쇄, 전자식 저장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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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G 보고서의 인쇄, 전자식 저장 및/또는 전송 기능이 있는 심전계는 
12.4.108.1과 12.4.108.2.에 기술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비고: 응급상황의 환자 식별은 즉시 사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식별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기록의 날짜와 시간이다.

    12.4.108.1. 기록 식별
    각 기록은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 정보는 ECG 보고서에 인

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처리 및 전송에 대한 ECG 데이터도 저장되
어 있어야 한다. 식별 정보에는 최소한 기록 시간에 관한 정보인 연도, 월, 
일, 시간, 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표시되는 정보의 검사로 확인한다.

    12.4.108.2. 환자 식별
    심전계는 환자식별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식별 정보의 검사로 확인한다.

    12.4.108.3. 용지상의 ECG 보고서
    12.4.108.3.1. 시간 및 이벤트 마커
    ECG 보고서상의 시간 및/또는 이벤트 마커는 어떤 이득, 어떤 채널에서이든

지 간에 0.5 ㎜ 이상의 원치 않는 편향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시간 마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속된 시간 마커 간의 간격의 2 %이내로 정확하여야 하
고, 이는 기록 속도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시험 조건은 12.4.107.3에 명시되었다.

    12.4.108.3.2. 기록 속도
    기록용 심전계에서는 최소한 25 ㎜/s와 50 ㎜/s인 두 개의 기록 속도를 제공

하여야 한다. 이들 기록 속도에 대한 정확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 1]의 5.3. 및 
이 기준규격의 5.3.에서 기술한 최악의 조건을 조합한 상태에서 ± 5 %보다 
나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두 시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확인한다.
     a) 기록 속도 선택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육안 검사 및 ME기기의 기록 

속도 선택 방법을 동작시켜 확인한다. 기록 속도 정확성은 심전계의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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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드에 신호발생기를 접속하고, 입력 삼각파 신호 진폭을 조절하여 25 ㎐ 
± 1 %의 ECG 보고서 상에서 5mm peak-to-valley 조절하여 확인한다. 
기록 속도는 25 ㎜/s로 하고, 1초 이상 진행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각 10사
이클의 연속적인 시퀀스를 4회 시험한다. 10사이클 단위의 각 시퀀스는 
용지 괘선을 측정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직접 접촉할 때 10 ± 0.5 ㎜만큼
을 점유하여야 한다. 40사이클이 ECG 보고서 상에 점유하는 거리는 40 ± 
2 ㎜이어야 한다. 위의 시험을 50 ㎜/s의 속도로 반복 시험하고 모든 측정
거리들은 그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한다. 오차는 ± 5 %를 초과하지 않아
야 한다.

     b) 대체 방법으로(예를 들면, 신호 처리 문제 때문에 정현파 시험 신호를 처리
할 수없는 심전계 등에서), 기록 속도의 정확성은 삼각파 시험 신호(1 ㎷
/50 ㎳의 삼각파 펄스, 반복 주파수는 120 회/min = 500 ㎳ ± 1 %)를 사용
하거나 또는 교정 ECG CAL20002 신호를 심전계에 입력하여 시험할 수 
있다. 기록 속도는 25 ㎜/s로 하고, 적어도 6초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 8
개의 연속적인 펄스 또는 사이클 간격을 거친 후 ECG 보고서를 확인하
여야 한다. 9회의 연속적인 펄스/파형군 중의 8개의 간격은 용지 괘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직접 측정할 때 100 ± 5 ㎜를 점유하여야 한다. 50 
㎜/s의 기록 속도로 시험을 반복하고, 모든 측정 거리를 그에 따라서 재계산
하여야 한다. 오차는 ±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4.108.3.3. 시간 및 진폭 괘선
    정상 괘선의 간격은 1 ㎜, 큰 간격은 5 ㎜, 허용오차는 2 %이다.
    적합성은 측정으로 확인한다.

    12.4.109. 심장박동기와의 사용
    심전계는 2 ㎷와 250 ㎷ 사이의 진폭, 0.1 ㎳와 2.0 ㎳ 사이의 기간, 0.1 ㎳ 이하

의 상승시간, 그리고 100 펄스/분의 심장박동기 펄스에서도 ECG신호를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0.5 ㎳와 2.0 ㎳의 기간을 가지는 심장박동기 펄스의 경우, 
ECG 보고서에서 심장박동기 펄스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식
별은 최소 0.2 ㎷의 진폭을 포함하여 디스플레이에 육안으로 표시되어야 한
다.

    적합성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한다.
     a) 각각의 적절한 리드 선택에 표 8의 연결부를 사용하여 심전계를 그림 11.

의 시험회로에 연결한다. 심전계를 표준 기록 상태 (정상 감도 10 ㎜/V, 시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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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5 ㎜/s) 및 표준 주파수 응답 (또는 심장박동기 펄스 디스플레이에 대
해 제조자가 권고한 경우, 높은 것으로)으로 설정한다.

구성품
1 신호 발생기, 출력 임피던스 ＜ 1 ㏀, 선형성 ± 1 %: 1 V 진폭, 40 ㎐
2 심장박동기 펄스 발생기, 펄스 진폭 2.5 V, 펄스 지속시간 2 ㎳, 1.7 ㎐의 주파수
※ 비고: 펄스 진폭과 지속시간을 e) 단계에 따라 조정한다.

그림 11. 심장박동기 과부하 시험 회로
표 8. 심장박동기 펄스 디스플레이 시험에 대한 환자 전극 연결부

측정 리드 P1에 대한 환자 전극 연결부 P2에 대한 환자 전극 연결부

Ⅰ L(LA) 기타 모든 것

Ⅱ R(RA) 기타 모든 것

Ⅲ F(LL) 기타 모든 것

V C(V) 기타 모든 것

Vi C(Vi)(i= 1 to 6) 기타 모든 것

     b) 심전계의 출력에서 40 ㎐, 10 ㎜ peak-to-valley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사인파 발생기를 조절한다. 이 진폭을 측정한다.

     c) 환자 전극 연결부에 250 ㎷ ± 10 ㎷, 2 ㎳ ± 0.2 ㎳ 펄스를 추가하기 위해 
펄스 발생기를 조절한다. 이러한 펄스들이 100 펄스/min의 주파수 및 
100 us 이하의 상승 시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d) 각 심장박동기 펄스 후 3 ㎜ 또는 120 ㎳, 사인파 신호의 꼭대기의 위치를 
측정한다. 이 위치는 펄스 시작 전 측정된 2 ㎜로부터 1 ㎜ 이상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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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야 한다. 사인파 신호의 peak-to-valley 진폭은 b)에서 측정한 원
래의 값으로부터 ± 10 %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e) 사인파 발생기를 분리한다(또는 출력을 0.0 V로 줄인다). 100 ㎳ ± 10 ㎳
의 펄스폭을 생성하도록 펄스 발생기를 조절하고, 심전계 입력부에 2 ㎷
가 입력되도록 출력 레벨을 20 ㎜으로 조절한다. 펄스폭을 0.5 ㎳ ± 0.0.5 
㎳로 줄인다.

     f) 최소 2 ㎜의 진폭에서 펄스가 명확히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고, 10초 동안 
기저선 이동이 ± 10 ㎜ 미만인 것을 확인한다.

     g) 각각의 적절한 리드 선택에 대하여 a)에서 f)까지 반복한다. 

    적합성은 측정하여 확인한다.

  13. 특정 위해상황 및 고장 상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3.에 따른다.

  14. 프로그램가능 ME시스템 (PEMS)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4.에 따른다.

  15. ME기기의 구조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5.에 따른다.

  16. ME시스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6.에 따른다.

  17.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3.2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7.에 

따른다.

3.2.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전자파 안전은「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치 또는 추가시킨다.

  5.2.2.2. 차폐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지정된 것 이외의 ME기기 및 ME시스템
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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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계 기기 및 그 부속품들은 생명유지 ME기기로 간주해선 안된다.

  6.1. 방사
  6.1.1.2. 시험
  a) 환자 케이블
    대치:
    모든 신호입력부/신호출력부(SIP/SOP) 케이블이 ME기기에 연결한 상태에서 

제조자가 명시한 환자 케이블을 사용하여 ME기기를 시험 한다(그림 12. 참조); 
오픈엔드와 바닥(접지면) 간의 SIP/SOP 케이블 거리가 ≥ 40 cm인 것을 확인한
다.

구성품
1        전원 케이블
2        SIP/SOP 케이블
3        절연 재료로 만들어진 테이블
4        시험대상 ME기기
5        환자 케이블
6        환자를 모의하는 하중 (47 nF와 병렬연결인 51 ㏀)
7        금속판
CP       220 pF
RP       510 Ω

CP는 RP와의 직렬로 환자의 신체에 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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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네트워크(CP, RP), 환자를 모의하는 하중(6), 그리고 금속판(7)은 방사 시험 동안
에 쓰이지 않는다.

그림 12. 방사 및 전도 방사 시험에 대한 설정

  6.2. 내성
  6.2.1.10. * 적합성 판정기준
    추가:
    ME기기는 표 GG.1.의 CAL20110 신호가 적용될 때 이 기준규격의 12.1.101.2.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각각의 진폭 측정은 기준 값 ≤ 500 ㎶의 경우 ± 
50 ㎶ 이상 또는 기준 값 ＞ 500 ㎶의 경우에는 5 % 이상 또는 ± 100 ㎶(두 
조건 중 높은 값)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6.2.2. 정전기방전 (ESD)
  6.2.2.1. 요구사항
    추가:
    ME기기는 방전 도중 일시적인 열화를 보일 수 있다. ME 기기는 10초 이내

에조작자 설정값 또는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이전 작동모드에서 정상작동
을 재개해야 하며, 의도된 기능의 수행 및 필수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6.2.1.10 
참조).

  6.2.3. 방사성 RF 전자기장
  6.2.3.1. 요구사항
    a)에 대한 추가:
    3 V/m의 내성시험수준이 적용된다.

  6.2.3.2. 시험
    추가:
    aa) 모든 신호 SIP/SOP 및 전원공급선은 일반적으로 그림 13과 같이 배열된다. 

SIP/SOP 케이블과 바닥 간의 거리는 ≥ 40 cm로 유지한다.
    bb) 6.2.1.10.에 명시된 것과 같이 모의된 입력신호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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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1        주 테이블
2        신호케이블
3        절연 재료로 만들어진 테이블
4        시험대상 ME기기
5        환자 케이블
6        환자를 모의하는 하중 (47 nF와 병렬연결인 51 ㏀)
7        ECG 모의기 (차폐된 상태이고 필요 하다면, RF간섭에 민감한 경우 저역

(Low pass) 필터 처리)

 그림 13. 방사성 내성 시험 설정

  6.2.4.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및 버스트
  6.2.4.1. 요구사항
    추가:
    전원공급선을 통해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과 버스트에 노출되었을 때 ME기기

는 본 개별규격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도한 기능의 수행이 유지되어야 한다.

    길이 3 m 이상이 되도록 명시된 환자 케이블 및 중간(interconnecting) 케이
블은 빠른 과도현상과 버스트의 노출 동안 일시적인 성능저하를 보일 수 있다. 
부속문서에 설명되었듯이, 10초 이내에 ME기기는 조작자 설정 또는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이전 작동모드에서의 정상작동을 재개해야 한다. 표 GG.1.의 
CAL20110 신호가 적용되었을 때 ME기기는 12.1.101.2.의 요구사항들 적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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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2. 시험
    추가:
    aa) ME기기는 바닥으로부터 0.8 m ± 0.08 m 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bb) ME기기와 함께 제공된 전원선을 사용하여 ME기기를 EFT/B 생성기의 출

력에 연결하여야 한다.
    cc) 표 GG.1.의 CAL20110 신호가 적용되었을 때, ME기기는 12.1.101.2.의 요구

사항들의 모의된 출력신호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6.2.6. RF 전기장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도성 장해
  6.2.6.1. 요구사항
    추가:
    aa) 전원공급선을 통해 유도된 무선주파수 전압에 노출되었을 때 ME기기는 부

속문서에 기술된 것과 같이 의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표 
GG.1.의 CAL20110 신호가 적용되었을 때, ME기기는  12.1.101.2.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각의 진폭 측정은 기준 값 ≤ 500 ㎶의 경우 ± 
50 ㎶이상, 또는 기준 값 ＞ 500 ㎶의 경우에는 5 % 또는 ± 100 ㎶(두 
조건 중 높은 값)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bb) 환자 케이블은 이 요구사항에서 제외한다.

  6.2.6.2. 시험
    추가:
    aa)「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별표2] 6.2.6.2.의 c) 및 

e)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목 추가:
    6.2.101. 전기수술 간섭
    만일 ME기기가 전기 수술 환경에서 사용될 목적이라면, 전기 수술로 인한 오

작동에 대응하는 보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ME기기가 전기수술기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ME기기는 전기수술기가 생성
한 전기장에 노출된 후 10초 이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이전 작동모
드에서의 정상작동을 재개해야 한다.

    적합성은 그림 14. 및 그림 15.에 따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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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기준규격」 [별표2] 31. 전기수술기에 적합하고 300 W 용량의 최
소 전원 절개 모드, 100 W 용량의 최소 전원 응고 모드 및 400 k㎐ ± 10 %
의 가동 주파수를 가진 전기수술기를 사용한다.

     a) 절개 모드에서의 시험:
     전기수술기의 출력을 300 W로 설정한다.

     활성 전극으로 시험 설정(그림 14 및 15 참조)의 금속판에 접촉하고 아크(arc)
를 얻기 위해 전극을 천천히 제거한다.

     10초 이내에 기록된/표시된 ECG 기저선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지와 ME기
기가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이전 작동모드로 복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다섯 번 반복한다.

      b) 응고 모드에서의 시험:
      a)의 시험을 100 W의 출력으로 반복한다.

      살포(spray) 응고 모드의 시험은 제외한다.

구성요소
1        전기수술기
2        금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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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수술기의 활성 전극
4        금속판/전기수술기의 중성전극(N)
5        전원결합 네트워크
6        환자 케이블
RP       500 Ω, 200 W (저-유도성, 환자 임피던스를 모의한다)
Cg       47 nF (전기수술기의 다른 형식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Rb       500 Ω (트랜스듀서 다리를 모의한다)
Rs       51 ㏀ Rs//Cs (피부 임피던스를 모의한다)
Cs       47 nF
R, L, F, C, N 표 3에 따른 리드선
※ 비고: 시험 보고서에는 사용된 전기수술기를 기록해야 한다.

그림 14. 전기수술 측정에 대한 시험 회로

구성요소
1        전기수술기
2        금속판
3        전기수술기의 활성 전극
4        금속판/기수술기의 중성전극(N)
5        전원결합 네트워크 - 그림 14에서 5에 따른 시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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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 케이블
7        시험대상 ME기기
8        주전원
9        절연소재로 만든 테이블
10       접지 컨덕터에 대한 연결부

그림 15. 전기수술 보호 수단에 대한 시험 설정

4.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라 기
재하여야 한다.



- 113 -

부록

공통기준규격[별표 1]의 부록들이 적용된다.

부록 AA
(참고)

개별 가이던스 및 근거

AA.1. 일반 고려사항
심전계 기술은 검류계에 의한 전류 측정 설계로부터 디지털 설계로 비약적으로 
변화하였다. 새로운 설계는 디지털 필터를 사용하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 필터의 혼
합은 아직 존재한다. 여러 요구사항들에 대한 대안적인 시험 방법들이 제공된다. 
본 기준규격의 저자들은 이러한 두 시험 방법들이 동등하다고 의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심전계는 둘이 아닌 단 하나의 시험 세트 통과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험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는 하나를 통과하고 다른 교체 시험에 대해 작은 차
이로 불합격된다. 따라서 제조자들은 시험 기관들이 하나의 시험을 실행할 수 있게 
어떤 시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어떤 요구사항들은 부속문서에 성능 정보에 대한 고지를 요구할 것이다. 이 는 이 
정보를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사용설명서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조자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그 어떤 문서에든 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임상인의 지침서, 기술문서, 사용설명서 등)

AA.2. 개별 항목들에 대한 지침서 및 근거
1. 적용범위
본 기준규격의 범위는 환자로부터 심전도를 획득하기 위해 가장 흔히 쓰이는 심전
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의 출력물인 심전도는 진단하는데 활용하고, 즉 주로 
환자의 심장 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면 심전도 신호의 형태학적 특징과 함께 
율동적 특징들도 검토된다.

범위는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들이 설립이 요구되는 특별한 형식의 심전
계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ME기기들의 범주에 대한 기준규격의 부재에
서도, 본 규격은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의 적절한 요구사항에 대한 가이드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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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쓰일 것이다.

5.3. 주위 온도, 습도, 대기압
심전계가 의료용 공간 밖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습기에 대한 넓은 범위가 요
구된다. 명시된 요구사항들은 실용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환경에서의 사용을 
다루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5.8. 시험 순서
누설 전류 및 내전압 성능 저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누설 전류 및 내전압 시험을 
알아내기 전에 심장충격기 보호 시험을 먼저 해야 한다.

7.4.101. 환자 케이블 및 ME기기 연결부에 대한 환자 케이블
본 기준규격은 각 전극 확인에 대해 둘의 색상 코드를 허용한다. 이것은 하나의 
색상 코드가 미국에서 수용되고 있고 다른 색상 코드는 유럽 및 기타 국가들에서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에서는, “V"의 사용은 (주로 미국) 전극 확인 그리고 리드 이름에 대하여 혼
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관행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개의 
뜻에 대한 평이한 해결책이 없다.

7.9.2.101 a) 14). 추가 사용설명서
이 요구사항은 기계적인 손상과 케이블 손상을 검출하기 위한 임상조작자에 의해 
수행되는 비교적 잦은 검사뿐만 아니라 매일하는 검사와 보다 더 포괄적인 기술
적인 검사 모두를 다루고 있다.

8.5.5.1. 제세동 보호
심전계는 보통 단순한 진단 절차에 사용되므로 심장충격기와 동시에 사용할 가능
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심전도는 초기 진단 수단이기 때문에 심전계를 사용한 진
단이 반드시 그 환자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두 기기가(진단 심전계와 심장충격기)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심전계와 리
드 및 전극이 심장충격기 전압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환자에게 
충격을 가한 뒤, 충격의 효과를 파악하여 두 번째 이후의 충격을 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심전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장 충격을 처음 가
했을 때보다 두 번째 이후의 경우가 이 두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 115 -

그러므로 규격 실무자 그룹에서는 위의 결과로서 이 기기는 심장충격기 방전으
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단시간 내에 신호를 추적하여 의사 또는 조작
자가 심장 충격 동작의 결과를 알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신했다. 
8.5.5.1.에서 요구하는 것은 심장충격기가 작동한 뒤 5초 이내에 파형이 복구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패들로 환자의 흉곽에 심실 세동 제거용 전압을 가할 
때 패들 주변 및 패들 사이에서의 환자의 조직은 분압 시스템이 된다.

전압 분포는 3차원 장(field) 이론을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계측할 수 있으나 균일
하지 않은 국소 조직의 전도도 때문에 바뀐다.

심장 충격이 패들의 둘레 내에서 환자의 흉곽 또는 몸통에 ME기기의 전극을 사용
하는 경우, 전극에 전달되는 전압은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장충격기의 최대 전
압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심장충격기 패들 주위를 포함하여 해당 전극을 어디에 배치할 때 얼
마나 작은 전압이 걸릴 것인가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
해, 그러한 전극 및 기기는 최대 심장충격기 전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한 쪽 
심장충격기 패들이 환자 몸에 제대로 부착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무부하 전압까지
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극이 심장충격기 패들 사이의 중간에 정확하게 놓여 있거나(식도 전극), 비록 
서로 떨어진 지점이지만 패들 사이에 전기적으로, 유효한 위치에 놓이는(심전계 또
는 비뇨기 전극 등) 특수한 경우에만 안전 측면에서 전극에 가해지는 전압이 심
장충격기 전압보다 작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기기와 전극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으로서 무부하 심장충격기 전압의 약 반 이상을 견디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는 전극이 심장충격기 패들 범위 바깥의 팔이나 
어깨 등에 연결되는 경우이다. 가장 안전한 경우를 가정하면, 분극 전압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팔이나 어깨가 가까운 심장충격기 패들에 연결되어 개방 회로의 
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전극과 기기는 가장 강한 심장충격기 무부하 전압을 
견디어야 한다.

이 논의에서 규격의 요구 사항에서와 같이 심장충격기 패들의 한 쪽이 접지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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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있다고 가정한다.

표 AA.1. 전극 위치 및 전기 강도 요구사항

전극 위치 전기 강도 요구사항

흉곽 위의 결정되지 않은 정확한 지점 최대 무부하 심장 충격기 전압: 5 ㎸

흉곽 위나 좀 떨어진 지점으로 심장 충격기 
패들 사이의 전기적인 중간점

1/2 무부하 심장 충격기 전압: 3 ㎸

흉곽에서 떨어졌고, 전기적인 심장 충격기 
패들 사이의 전기적인 중간점이 아님

최대 무부하 심장 충격기 전압: 5 ㎸

심전계의 안전에 대한 본 기준규격의 경우에, 위 조건들의 첫째 및 셋째가 적용되
는데 이는 흉부와 팔, 다리 전극 모두가 진단 시 리드 위치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기의 시험전압은 5 ㎸가 된다.

환자에 대한 제세동 제거의 성공 및 실패를 빨리 알아내기 위하여 펄스에 의해 
생성된 증폭기 하중으로부터 빠른 회복시간이 필요하다.

그림 2 및 3의 시험 회로들은 50 Ω 전류 제한 레지스터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하
나의 심장충격기 패들과 심전계 전극 간의 신체조직의 저항을 대표하는데 두 개의 
심장충격기 전극들이 직접적으로 심전계의 전극들에 연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
다.

그림 2 및 3의 시험 회로들에서 인덕턴스 L의 값은 적용된 보호 수단을 시험하기
에 보통 상승 시간보다 빠르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200 ㎳ ± 50 %의 스위칭 기간은 중요하지 않는데 이는 “매우 잠시”로써 거의 적절
한 교체가 될 수 있으나 시간을 인용하는 것은 스케일 표시에 영향을 준다.

몇몇의 리드 조합이 가능하고 그 어떤 것도 제세동 제거 당시에 환자에 사용될 
수 있고 그 어떤 리드도 심장 충격이 전압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리드 조합들은 
표 3.에 주어진 것으로 시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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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합들은 모든 전극이 시험되는 것을 확인하고 P1에 연결되는 전극들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을 리드를 포함하고 있다.

장래의 심전계 성능 규격은 제조자로 하여금 특정 리드 그룹 선택을 제공을 요구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시험기관은 그에 맞추어 표 3을 수정해야 할 것이
다.

모든 채널들이 5초 이내에 회복하는 것은 요구사항이다. 다채널 ECG에서 오직 
하나의 채널만 회복되는 것은 수용될 수 없다. 모든 리드들이 환자에게 연결되어
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다.

12.1.101.1. ECG 자동 측정
12.1.101.1.에서는 ECG 측정의 새로운 문제인 측정 정확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취급
한다. 규정된 요구사항은 정량적인 심전도 표준화 분야에서 수행되어 온 지난 10
년 이상의 국제적인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들은 대학 및 세계 시장의 상당 
부문을 점유하며 아직도 활동적인 굴지의 기업들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부터 얻
어진 성능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심전계의 정확성의 평가에 대한 ECGS는 어쩌면 심전계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식, 또는 입력 일수도 있고 또는 측정 알고리즘의 성능은 오프라인에서의, 같은 
ECG를 사용하여, 충분한 성능 요구사항들이 적용되어 심전계의 나머지들이 습득, 
필터링, 그리고 진단 품질 ECG를 출력한다는 전제하에, 시험으로 평가될 수 있
다.

12.1.101.2. 진폭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
CAL ECG 신호들(표 GG.1.)은 모든 파형(P, Q, R, S, T)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정
된 진폭을 갖는다. 그러나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파형의 개
시 및 종료를 기술하는데 이러한 CAL ECG들을 사용할 때에는 프로그램들이 진
폭 측정에 사용하는 기저 값이 서로 약간 다를 수 있다. 또한 CAL ECG 신호의 
비생학적 특성(급한 경사, 날카로운 전이, 공간적 변동의 부재 등)은 주로 실제 환
자의 ECGs를 사용하여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들로 인해 생성되는 측정에 대한 
변동의 기타 다른 원인이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CTS 아틀라스에 주어진 
기준 전압에 대한 측정 진폭 값에는 상대적인 편차가 있을 수가 있다. 그에 대한 
허용 가능 한계(상대 백분율 및 마이크로볼트 절대값 한계)는 그러한 편차를 고려
하여 만들어진 한계이다. 그와 같은 이유로, 편향되는 신호 크기가 큰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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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GS(CAL30000, CAL40000, CAL50000)에 대해서는 절대값 ㎶의 한계치를 더 
높게 제안하고 있다.

12.1.101.3.1. 절대 간격 및 파동 폭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
CTS 아틀라스의 CAL ECGS에 대한 성분 파형들(P, Q, R, S, T)의 기준점의 위
치를 정할 때, 컴퓨터 알고리즘에서는 종종 파형의 실제 변이점의 앞뒤로 표본점
들을 이동시킬 경우도 있다(진폭 측정에 대한 표구사항, 12.1.101.2에 대한 근거 
참조). 이로 말미암아 CTS 아틀라스에 주어진 기준값과 측정된 파형 폭 및 간격 
사이에는 편차가 유발될 수 있다. 표 4의 허용 한계(평균 및 표준편차)는 그러한 
편차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한계이다.

12.1.101.3.2. 생물학적 ECGS 간격 시험들에 대한 요구사항
시간 간격 측정 정확성에 쓰이는 기준 값들은 CSE 측정 연구에서 사용한 11개의 
서로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중앙값들이고, 5명의 심장병 전문의 심판관들이 
결정한 기준점의 중앙값들이다(25개의 ECG데이터 판독). 비록 이들 중앙값이 
CSE 연구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개별적인 심장병 전문의들과 컴퓨터 프로그램들
이 측정한 시간 간격과는 큰 차이들 나타내었다. 이는 특히 P-파의 기시점 및 종
료점에 대해서 그리고 T-파의 종료점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 QRS 기시
점 및 종료점인 경우에도 편차가 있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표 5.의 허용한
계(평균 및 표준편차)는 CSE 연구에서 평가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심장병 전문
의 사이에서 관찰된 변동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한계이다.

12.4.101. 가동할 수 없는 심전계의 표시
가동할 수 없음에 대한 표시는 ECG 보고서에 명확하게 보여야하거나 또는 보여 
지는 추적의 부재로 요구사항은 만족될 수 있다.
12.4.103. 입력 임피던스
이 시험은 최소 2.5 ㏁의 입력 임피던스를 보장한다. 이것은 높은 피부 임피던스
로 인한 신호 진폭의 과도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12.4.105.1. 동상 모드 제거
47 ㎋과 병렬연결된 51 ㏀의 저항은 전극-피부 임피던스의 불평형 상태를 효과적
으로 모의하고, 시험 회로에서는 효과적으로 동작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형의 보상 회로의 사용을 허용한다.

12.4.105.2. 과부하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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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G기기는 큰 입력 신호가 우연히 인가되어도 그로 인한 영구 손상이 없어야 한
다.

12.4.105.3. 필터(라인 주파수 간섭 필터 포함)
필터를 사용하면 ECG 신호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진단적으로 중요한 특징(예를 
들면, ST 세그먼트 등)들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 ECG 신호를 정확하
게 해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필터의 효과는 신호 재현의 충실도가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전원 주파수 노치 필터의 사용에 대해서는 
성능 한계가 존재한다. 이 필터의 링잉 현상은 진단적으로 최소의 유의미한 전압 
레벨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의 필터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질적
인 제한을 가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 사용 중 필터가 사용되고 있
음을 명백히 알린다거나, 필터를 활성화시켰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시험용 
ECG에 대한 출력을 통해 필터 효과를 예시한다든가하는 식으로 사용자에게 필터
를 사용하면 유해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예: 본 기준규격
의 요구사항들에 적합하지 않음).

일부 최신 심전계에는 영구적인 필터, 즉 전환이 불가능한 필터(예를 들면, 기능
을 항시 활성화시켜 두는 필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4.106.1.
의 시험은, 설혹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 소프트웨어나 특수 하드웨어가 필요할
지라도, 모든 전원 필터를 불능 상태로 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2.4.106.2. 및 
12.4.107.2.의 요구사항에서는 전환 불가능한 필터들을 온 상태로 하여 시험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기 회로의 동상 모드 제거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원 주파수 노치 필터를 
불능상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험을 통해서는 대부분 노치 필터의
(차동 모드) 제거 기능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전원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에서 
양호한 동상 모드 제거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4.106.1. 잡음 레벨
최대 30 ㎶의 잡음 레벨을 제안하는 이유는 정상 감도에서 ECG 보고서상에 나타
나는 0.3 ㎜ 편향과 등가이기 때문이여, 이 값은 ECG의 라인 두께와도 그 두께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12.4.107.1. 주파수 응답
ECG를 정확히 재현하려면 충분한 대역폭이 요구된다. 특히 Q파 그리고 R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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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내의 세부 변화를 재현하려면 좋은 고주파 응답이 요구되고, 여러 가지 진단에 
영향을 미치는 ST세그먼트(레벨과 경사 모두)를 정확히 재생하려면 좋은 저주파 
응답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양호한 고주파 응답은 중주파에서 고주파 정현파 신
호에 대한 심전계의 응답을 규정함으로써 확립할 수 있었고, 양호한 저주파 응답
은 낮은 차단 주파수, 예를 들면 ‘진단 대역폭’으로서는 0.05 ㎐의 낮은 주파수를 
규정함으로써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양호한 저주파 응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임펄스 응답을 
규정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으며, 고주파 응답 특성을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정현
파 신호에 삼각파 신호를 첨가하게 되었다.

낮은 주파수 응답은 예전에는 0.05 ㎐의 낮은 차단 주파수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규정되지 않은 위상 응답을 가지는 1차 필터에 대해서도 정확한 ST 세그먼트 재
생을 달성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한층 정교한 필터들이 일반적으로 비
록 필터가 더 높은 차단 주파수를 가져서 더 빠른 기준 값 회복을 가지더라도 
똑같이 정확한 ST 세그먼트 재생을 달성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므로 현재 낮은 주
파수 응답은 임펄스 응답 요구사항의 용어로 표현된다. 12.4.107.1.1.2.에 규정된 요
구사항은 적절한 ST 세그먼트 재생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12.4.107.1.2.의 교정 
ECG 요구사항과 동등하다. 정현 곡선과 반대로 고주파 응답 시험에 사용된 삼각
파 형태는 QRS 복합파형을 더 가깝게 표현한다. 시험 파형의 20 ㎳ 기본 폭은 
태아에 대한 가장 나쁜 경우의 R파에 해당한다. 변화율은 320 ㎷/s 이하이다. 적
용된 삼각파의 최대 진폭에서 허용 가능한 12 %의 감소는 150 ㎐의 대역폭을 
가지는 선형 시스템의 성능에 부합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 이론적으로 계산되고 
시험되었다. 따라서 주파수 응답에 관한 12.4.107.1.은 정현파 신호, 삼각파 신호 및 
임펄스에 대한 응답을 규정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나 신호 품질 점검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전처리 절차에서 순수한 정현파를 입
력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 디지털 심전계가 일부 존재한다. 주파수 응답을 규정하
는 목적이 ECG 파형을 정확히 재현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
부분의 직접 시험법에서는 ‘CTS 테스트 아틀라스’에 편집된, 정확하게 알려진 시
험용 ECG에 대한 심전계의 응답을 측정한다.

그 결과, 제조자는 적절한 대역폭과 주파수 응답을 입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2.4.107.1.1.에 주어진 세부 사항을 따르는 전통적 방
법과 12.4.107.1.2.에 주어진 세부 사항을 따르는 교정 ECG 방법이 그것이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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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완전히 다른 방법들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어떤 심전계는 12.4.107.1.1. 명세서를 가까스로 만족하는데, 
12.4.107.1.2. 요구사항에는 아깝게 부적합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드문 경우이다. 12.4.107.1.1. 또는 12.4.107.1.2.는 세부 규정 중 
어느 한 쪽도 ECG를 충분히 정확하게 재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부족함
이 없다.

6.2.1.10. 적합성 판정기준
시험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ECG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진폭, 특히 ST 세그먼
트 편차를 시험한다. 6.2.4.1. 및 
6.2.6.1.에 대하여 비슷한 시험들이 적용된다.

6.2.101. 전기수술 간섭
시험실에서 전기수술 간섭을 발생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시험 방법은 없으나 그림
14 및 15에서 주어진 방법들은 수술환경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재생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보여준다. 시험은 전기수술기의 정상 작업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약 
500.Ω 부하). 아킹(장시간 이벤트)이 아닌 스파킹(단시간 이벤트)은 일관성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피해야 한다.

전기수술기로 인한 장애는 정상사용으로 고려되면 환자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회복 시간 후 ME기기는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없
이 정작 작동을 재개해야 한다. 일시적인 심박수 또는 표시된 ECG 파형은 저장
된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시험은 그림 14에서 보여주는 동상 모드 고주파 전압의 적용이다. 고
주파의 용량결합의 접지는 중앙처리시설을 간섭하여 ME기기가 명시된 시간에 회
복을 못하거나 아예 회복을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차동 모드 고주파 전
압과 함께 이 시험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

AA.3. 데이터를 심전계에 입력할 때의 지침
※ 비고: 이 지침은 본 기준규격의 12.1.101. 및 12.4.102.의 일부분에서 12.4.109.까

지 적용된다.

직접적인 디지털 데이터를 넣어 처리되지 않는 심전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지침인 
규정된 ECG 입력이 요구되는 성능기능 시험에 대한 심전계의 디지털 ECGs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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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CTS 교정과 분석 ECGs, 생리학적 ECGs, 진단 
ECG, 데이터베이스의 ECG와 율동 ECG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디지털 파형 데이터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할 수 있고, 심전계의 포착 모듈
(처음-끝)의 아날로그 신호로 적용할 수 있다. 변환의 표준순서는 이 기준규격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규격에 적합한 심전계의 개별적인 시험은 다음에 나타
낸 특징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 순환적인 완충에서 10초간 ECG를 저장하고 그것들을 D/A 변환기를 통해 연속

적으로 신호로 동작시킨다.
* 만약 부분적인 P-QRS-T 파형이 기록의 시작과 끝에 존재하면, 순환적인 완충

을 통해 심전계를 입력하는 동안에는 그것들을 무시한다.
* 만약 ECG의 처음과 마지막 샘플의 전압 레벨이 명확하게 다르다면, 같은 레벨

로 신호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보간법을 적용한다. 이것은 분석의 잠재적인인 에
러 결과와 순환적인 완충에 감긴 불연속성은 제거할 것이다.

저장된 ECG 파형으로부터 인체 표면 전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극 중 오른팔과 
오른발의 전극을 접지에 연결한다. Lead I을 왼쪽팔의 전극에(여기서 I= L(LA) - 
R(RA) 그리고 R(RA) = 0, L(LA) = 1), Lead II는 왼쪽발의 전극에 대입한다. 
Ci(Vi) 전극에선 Ci = Vi + ( I + II ) / 3 [여기서 Vi = Ci(Vi) - ( L(LA) + 
R(RA)+ F(LL) / 3, Ci(Vi) = Vi + ( L(LA) + R(RA) +F(LL) )/ 3 그리고 L(LA) 
= I 와 F(LL)= II 그리고 R(RA) =0, Ci(Vi) = Vi + ( I + II ) / 3]을 대입한다. 
아마 초기 값보다(예를 들어, 1㎷ 대신 1V)100에서 1000배의 전압을 발생시키고, 
아날로그 신호를 적당히 줄여 나가기 위해 D/A 변환기를 조정하는 것이 손쉬울 
수 있다. 이것은 심전계로 명확한 입력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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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B
(참조)

전극, 전극의 위치, 식별 및 색상 코드

표 BB.1. 전극, 전극의 위치, 식별 및 색상 코드
(7.4.101., 표 6.에서 설명한 것 외)

시스템
전극 

식별자
색상 코드 체표면 위치

윌슨 흉부 
유도

C7 백색/주홍색 C4의 수평선에서 좌측 후 액와선
C8 백색/청색 C4의 수평선에서 좌측 후 견갑선
C3r 백색/분홍색 C1과 C4r 사이의 제5늑골
C4r 백색/회색 우측 쇄골 중선상의 제5늑간 강

네브 흉부 
유도

Nst 제2늑골 우측의 흉골 부착부
Nap 심첨 박동점
Nax 심첨 박동점 수준의 좌측 후 액와선

이러한 약자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극 위치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다른 전극 위치가 사용될 수 있다.

표 BB.2. 본 기준규격에서 다루지 않는 - 기타 전극 - 위치, 식별 그리고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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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시스템
전극 

식별자
색상 
코드

체표면 위치

기타 
유도 
전극 
위치

B 등
Oe 식도
G 위

Fr
전두가 기준이 됨

(CT 대신에 운동 부하 ECGf를 위한)
Ec 심장 외
lc 심장 내

Fm1 (녹색) 태아 전극
Fm2 (황색) 태아 전극, 간접 태아 전극
M1 (적색) 모태(그림 BB.1)
M3 (백색) 모태
N (흑색) 중성
Fel (적색) 태아 두피 전극, 직접 태아 전극
Fe2 (황색) 모태의 질(그림 BB.2)
N (흑색) 중성

- 심장 내 전극에서 하나 이상의 심장 내 전극을 사용할 때에는 lc1, lc2, 
lc3 등으로 식별하고, 예를 들어 다극 또는 이극과 같은 접속 방법은 
부속문서에 설명하도록 한다.

- 이러한 약자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극 위치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 다른 전극 위치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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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B.1a. 태아 ECG의 리드 및 색상
(표 BB.2. 참조)

그림 BB1.b. 태아 ECG를 위한 태아 부착 전극 위치
(표 BB.2 참조)

그림 BB.2. 태아 두피 ECG의 리드 위치 및 색상
(표 BB.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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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C
(참조)

리드, 식별 그리고 색상 코드
(12.4.102.에서 명시한 것 외)

CC.1. 단극 윌슨 흉부 리드
윌슨의 중심 전극(CT)에 대한 흉부 전극

V7 = C7 - (L + R + F) / 3 ( V7 - (LA + RA + LL)
V8 = C8 - (L + R + F) / 3 ( V8 - (LA + RA + LL)
V3r = C3r - (L + R + F) / 3 ( V3r - (LA + RA + LL)
V4r = C4r - (L + R + F) / 3 ( V4r - (LA + RA + LL)

CC.2. 이극 흉부 리드
공통 기준 전극에 대한 흉부 전극 (예를 들어, Fr: 전두에 대한 흉부 전극)

C1Fr = C1 (V1) - Fr
C2Fr = C2 (V2) - Fr
C3Fr = C3 (V3) - Fr
C4Fr = C4 (V4) - Fr
C5Fr = C5 (V5) - Fr
C6Fr = C6 (V6) - Fr
C7Fr = C7 (V7) - Fr
C8Fr = C8 (V8) - Fr
C3rFr = C3r (V3r) - Fr
C4rFr = C4r (V4r) - Fr

CC.3. 단극 사지 리드
윌슨 중심 전극(CT)에 대한 사지 전극

VR = R - (L + R + F) / 3 ( RA - (LA + RA + LL) / 3)
VL = L - (L + R + F) / 3 ( LA - (LA + RA + LL) / 3)
VF = F - (L + R + F) / 3 ( LL - (LA + RA + LL) /3 )

CC.4. 네브 흉부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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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 D = Nax - Nst
A(앞) A = Nap - Nst
J(아래) J = Nap - N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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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D
(참조)

환자 리드 극성
(12.4.102.에서 명시한 것 외)

12.4.102.에 규정된 것 이외의 환자 리드에 대한 극성은 표 DD.1.에 표시한 것과 같아
야 한다.

표 DD.1. 전극 극성

리드 양극 음극

C..Fr C..(V..) Fr

VR R (RA) R(RA), L(LA), F(LL)

VL L (LA) R(RA), L(LA), F(LL)

VF F (LL) C(V), L(LA), F(LL)

D Nax Nst

A Nap Nst

J Nap N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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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E
(참조)

전극에 대한 추가적인 표시

EE.1. 조합사용 전극
별개의 케이블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리드 전극 위치에 대하여, 예를 들
어 프랑크 리드이면, 다음과 같이 리드 전극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C1(V1) 및 I C4(V4) 및 A
C2(V2) 및 E C5(V5) 및 M
C3(V3) 및 C C6(V6) 및 H

색상코드로 표시된 환자 케이블인 경우, 윌슨 흉부 전극 C1(V1) ～ C6(V6)에 사
용자에게 이미 알려진 색상 순서는 우측 중액와선의 전극 I에서부터 후 중선의 
전극 M까지의 프랑크 흉부 전극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EE.2. 조합표준 및 프랑크 전극
표준 리드와 프랑크 전극을 위하여 14개 와이어에 조합 환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표 EE.1.의 식별 및 색상코드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표 EE.1. 14선 환자 케이블을 위한 식별 및 색상 권고 코드

코드 1 코드 2
R 적색 RA 백색
L 황색 LA 흑색
F 녹색 LL 적색
C1 백색/적색 V1 갈색/적색
C2 백색/황색 V2 갈색/황색
C3 백색/녹색 V3 갈색/녹색

C4/C 백색/갈색 V4/C 갈색/청색
C5 백색/흑색 V5 갈색/주홍색

C6/A 백색/자색 V6/A 갈색/자색
I 연청색/적색 I 주홍색/적색
E 연청색/황색 E 주홍색/황색
M 연청색/흑색 M 주홍색/흑색
H 연청색/자색 H 주홍색/자색
N 흑색 RL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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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F
(참조)

심전도의 측정에 대한 정의 및 규칙

FF.1. 심전도
심전도는 심장 내의 심방 및 심실의 탈분극과 재분극에 의한 일련의 전기 현상을 
도표로 표시한 그림이다.
심전도의 창시자인 아인트호벤이 명명한 이후로, 이러한 현상들을 지칭하는데 P파 
또는 P 복합파, QRS, ST-T 파형군과 이들을 조합한 용어인 P-QRS-T파형군 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왔다.

그림 FF.1. 통상적인 심전도

FF.2. 전 시간 간격의 결정
글로벌, 즉 모든 리드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의미의 전체 또는 총 시간 폭인 P-파
와 QRS-T파는 생리학적인 근거가 있으며, 이는 한 리드에서의 가장 이른 가시점
(onset)으로부터 다른 리드에서의 가장 늦은 종료점(offset)까지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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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FF.2. 전 시간 간격의 결정(예)

FF.3. 파형 폭, 등전 세그먼트
전 기시점 및 종료점에 대한 생리학적 정의 때문에 등전 세그먼트는 당일 리드 
내에서도 QRS파형군의 시점에도 나타날 수 있고 종점에도 나타날 수 있다. “정
량 심전도 권고 측정 표준”에서 CSE 연구 그룹은 QRS파형군의 기시점 및 종료
점에서 등전 세그먼트는 만일 그것들이 6 ㎜를 초과한다면 인접 파동의 폭에 이
들 세그먼트의 폭을 포함시키는 대신에 별도로 명명하고 취급하여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그림 FF.3에 일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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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FF.3. 파형, 폭, 등전위 세그먼트

FF.4. 기저선(진폭 측정 기준)
기저선은, 예를 들면 P-파의 기시점 또는 QRS 파형군의 기시점에서 결정되는 기
준 전위이다. 컴퓨터 측정에서 이 값은 일반적으로 탐색 결과 그리고/또는 산술 
연산의 결과가 된다. 기저 레벨은 ECG 파형의 진폭 결정을 위한 기준이다.

심방 활동의 경우, P-파형 온셋 뒤를 바로 뒤 따르는 한 주기(예를 들면 50 ㎐인 
경우에는 20 ㎳, 60 ㎐인 경우에는 16 ㎳)에 걸쳐서 수집한 표본들의 산술 평균으
로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P-파형-온셋에서 이 기시점 결정에 대한 다름 방법
들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AHA 그리고 CSE 권고에서는 P-온셋 또는 QRS-온셋에서의 기저선 레벨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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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파와 전체 QRS 간격에 대한 각각의 기준 진폭으로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CSE 출판물에서는 ‘기저선 보정’을 한 것으로 가정한다.

때로는 이은 P-온셋과 P-오프셋 사이들 또는 QRS-온셋과 T-오프셋 사이를 선
형 보간하여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명확하고도 현실적으로 유용한 
규칙은 없다.

※ 비고: 표준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폭 측정은 일반적으로 점 
추정이다. 어떤 진폭 값에 대한 신뢰 구간은 기저선 레벨(기준값)의 신
뢰구간과 함께 진폭 측정점에서 선택하는 값에 따라 달라진다. 기저선 
레벨의 “안정화” 수단을 사용하면, 진폭측정의 신뢰 구간이 현격하게 줄
어들 수 있다.

FF.5. 파형의 정의, 최소 파동의 측정
기저 레벨을 기준으로 한 단순한 편향(상승 또는 함몰)과 비교하여, 하나의 파동
은 두 가지 상반된 경사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변곡점, 즉 정-방향 파동이라면 
볼록한 부분 또는 부-방향 파동이라면 오목한 부분을 가진다.

작은 파동의 인식은 명백하게 인접 신호에 포함된 잡음에 따른다. CSE 연구에서
는 6 ㎳보다 짧은 그리고 20 ㎶보다 작은 진폭의 파형은 기록 내용을 확대하여 
보더라도 전문가도 잘 인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표본화 비율과 측정 
정확성을 조사한 다른 연구들은 표본 간경 약 6배보다 짧은 것에 대한 피크 진폭
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허용할 수 없는 오차를 보여준다. QRS 라벨링(Q-파의 앞
에서 조그만 정방향 파동을 탐지할 경우, Q-파는 S-파로 변할 수 있다)을 변화시
키는 QRS 파형군 내의 작은 파형들의 신뢰할 수 없는 탐지는 연쇄 비교 및 역학 
연구, 즉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광범위한 시험에 비추어, 최소 파의 수용에 대한 권고되는 규칙은
a)에서 c)를 다음 주석과 함께 교체한다:
 a) 고려중인 신호 분에 반대되는 두 개의 경사부와 함께 그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

의 변곡점이 명백히 보인다.
 b) 고려중인 신호부분은 적어도 6 ㎜ 이상의 폭 동안 기준 레벨로부터 적어도 30 

㎶ 이상만큼 편향된다(그림 FF.5. 및 FF.6. 참조)
 c) 결과적으로 최소 파동에 대한 판정 가능한 폭은 약 12 ㎳이고, 진폭은 30 ㎶ 이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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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향후 연구에서는 최소 파동 수용이 주로 표준화된 잡음 측정 절차 및 
표준화된 유의성 시험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QRS 파형군의 기시점 및 종료점 간에, 신호 부분이 6 ㎳보다 큰 
폭을 갖지만 적어도 3개의 표본에서 신호의 크기가 20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등전 세그먼트로 정의한다.

글로벌-온셋 이전에는 I 그리고 글로벌-오프셋 이후에는 K. 만일 그러한 신호 부분
들이 QRS 파형군 내의 Q-, R-, S- 파동 간에 발생한다면, 인접(반대방향) 파형의 
폭은 영 레벨(또는 기준 레벨) 교차로 결정하여야 한다.

FF.6. 최소 파형의 수용
QRS 파형의 라벨링은 정의에 따라(아이트호벤 이래로) 검출한 첫 번째 파동에 따라 
부여한다. QRS 개시부에서의 아주 작은 정방향 파형은 r 또는 R 이라고 불리며 그
리고 Q-파형에 따른 사실을 가릴 수 있다. 따라서 최초 파형에 대한 수용 판정 기
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하고 표준화하여야 한다.

그림 FF.4. 작은 R-파동이 수용된 QRS 파형군
(그림 FF.5. 및 그림 FF.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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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이상의 진폭을 가지는 펄스 지속 시간이 6 ㎳ 이상이기 때문에 수용된다.
그림 FF.5. 수용된 작은 R-파의 정보

30 ㎶ 이상의 진폭을 가지는 펄스 지속 시간이 6 ㎳ 이하이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는다.

그림 FF.6. 거부된 작은 R-파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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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G
(참고)

교정 및 시험 데이터 집합

다음 표는 시험용 교정 ECGS 및 분석 ECGS의 권고 목록이다. 이 ECGS들은 
1000 samples/s, 500 samples/s 그리고 진폭 분해능은 1 ㎶/LSB의 전자적 형태로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ECG는 Quantitative Electrocardiography (CSE)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 공통 기준이다. 명칭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DOS 호환데이터 (PC에서 관리하기 위함)
 b) 아라비아 숫자 1과 2는 피크 QRS 전압(㎷);
 c) 아라비아 숫자 3은 형태 (0=RS, 1=R, 2=QS, 5=작은 RS(대개, 소아 ECG)
 d) 아라비아 숫자 4는 ST (0=0 ㎶, 1=-200 ㎶, 6=+200 ㎶)
 e) 아라비아 숫자 5는 심박수 (0=60/분, 1=40/분, 2=120/분, 3=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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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1. 교정 및 분석 ECG

표 GG.1. 교정 및 분석 ECGS

QRS 유형/전압 HR 명칭 관련 항

교정 ECGS
±0.5 mV ST = 0 60 CAL05000 12.1.101.2, 12.1.101.3.1, 12.4.107.2

±1.0 mV ST = 0 60 CAL10000 12.1.101.2, 12.1.101.3.1, 12.4.102.3.1,
12.4.102.3.2

±1.5 mV ST = 0 60 CAL15000 12.1.101.2, 12.1.101.3.1, 12.4.102.3.2

±2.0 mV ST = 0 60 CAL20000 12.1.101.2, 12.1.101.3.1, 12.4.1023.1,
12.4.102.3.2, 12.4.107.1.2, 12.4.107.2

±2.0 mV ST = 0 120 CAL20002 12.1.101.2, 12.1.101.3.1
+2.0 mV ST = 0 60 CAL20100 12.1.101.2, 12.1.101.3.1, 12.4.107.1.2

+2.0 mV ST = −200 60 CAL20110 12.1.101.2, 12.1.101.3.1, 12.4.107.1.2,
6.2.1.10, 6.2.4.1, 6.2.6.1

+2.0 mV ST = +200 60 CAL20160 12.1.101.2, 12.1.101.3.1, 12.4.107.1.2

-2.0 mV ST = 0 60 CAL20200 12.1.101.2, 12.1.101.3.1, 12.4.107.1.2

-2.0 mV ST = 200 60 CAL20210 12.1.101.2, 12.1.101.3.1

-2.0 mV ST = +200 60 CAL20260 12.1.101.2, 12.1.101.3.1
±2.0 mV ST = 0 60 CAL20500 12.1.101.2, 12.1.101.3.1, 12.4.107.1.2

±3.0 mV ST = 0 60 CAL30000 12.1.101.2, 12.1.101.3.1, 12.4.102.3.1,
12.4.102.3.2, 12.4.103

±5.0 mV ST = 0 60 CAL50000
분석 ECGS

QRS 정상 40 ANE20001 12.1.101.2, 12.1.101.3.1
QRS 정상 60 ANE20000 12.1.101.2, 12.1.101.3.1, 12.4.105.3
QRS 정상 120 ANE20002 12.1.101.2, 12.1.101.3.1

이 

자료는 CTS ECG 시험 아틀라스에 있는 EC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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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GG.2. 생체 데이터의 측정 정확성 및 파동 인식 정확성 시험을 위한 데이터 
집합 - CSE 연구에 사용된 100개의 ECG - 12.1.101.3.2에 사용된다.

CSE 측정 데이터베이스 MA1_ 또는 MO1 시리즈의 ECG 명칭
001 026 047 074 098
002 027 048 075 099
003 028 049 076 101
004 029 051 077 102
005 030 053 078 103
007 031 055 079 104
008 032 058 080 105
009 033 059 081 106
011 034 060 082 107
012 035 061 083 108
013 036 062 084 110
014 037 063 085 112
015 038 064 086 113
016 039 065 087 114
017 040 066 088 115
019 041 068 090 116
021 042 069 091 118
022 043 071 095 123
024 044 072 096 124
025 046 073 09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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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H
(참고)

CTS 시험 아틀라스

HH.1. 서론
통합 디지털 신호 처리를 가진 시스템은 선형 시스템 같이 행동하지 않으므로 사인
곡선 및 계단 기능 시험 신호들은 그러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시험 신호의 집합에 대한 개발로 이어졌다. 이러
한 신호들은 ECG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ECGS만 기록하는 옛 아날
로그 심전계에 사용될 수도 있고 통합 신호 처리를 가진 그리고 측정 및 해석을 
제공하는 새로운 심전계에 사용될 수도 있다. 

CTS 기준 신호들(주로 CAL-ECGS)은 CTS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단일 사이클 
인공 파형으로 저장된다. 이러한 신호들은 어떤 선호되는 폭의 지속적인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특정 프로그램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의 전환 후, 이러한 신호들은 일반적 ECG에 축소되어 진다. CTS 기준 신호들은 
또한 독립된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인공 ECG 보고서를 생
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아틀라스의 저자들은 이러한 신호들을 심전계에 대한 최신의 IEC 성능 요구사
항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아틀라스 시험 신호들은 제조자를 위
해 시스템 시험을 쉽게 개선하였다. 그것들은 종종 ECG 신호의 정확한 재생 및 
측정을 간접적으로만 제공하는 사인곡선 및 계단 기능 신호들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HH.2. 시험 데이터베이스
HH.2.1. 이론적 근거
오늘날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심전계들 중에는 심전도를 인쇄만 하든지, 아니면 
비디오 스크린에 표시만 할 수 있게 설계된 심전계와 통합 신호 처리 기능이 내장
되어 측정 수치 및 해석까지도 도출할 수 있는 심전계가 있다. 그동안 사용되었던 
아날로그 증폭기들이 디지털 전자 회로로 교체됨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를 분리하여 고려한다는 것의 의미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최신 심전계의 전
단부에 신호 처리 기능을 통합하며 종종 비선형 과정이 개입된다. 이로 말미암아 
선형계 이론을 기본으로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주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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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파 신호와 계단 함수와 같은 표준 시험 신호들은 이제 더 이상 성능 표준을 
검증하는데 적용할 수가 없다. 전원 주파수 간섭 감소용 특수 필터 알고리즘, 기
저선 요동 억압 및 극파 제거 기능 등이 전통적인 시험 신호들의 전송 및 재생을 
막는다. 따라서 시험 명세 표준 (시험 회로, 시험 신호, 시험절차 등)에 따라서 종
전 방식으로 심전계의 하드웨어를 시험하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상당수의 심전계들은 심전도에 대한 해석 및 측정까지도 제공한다. 그런데 
측정과 진단 정확성을 가지고 성능을 시험하는 요구사항이나 명세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의 CTS-ECG 프로젝트 동안,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이 인식
되었다. 그 중 한 부분이 구형 아날로그 심전계와 함께 신형 디지털 심전계에도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시험 신호의 설계였다. 즉, 용지위에서 신호 재생을 검증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신호, 심전도의 측정 및 해석을 위하여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드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다.

결과적으로, 진폭-시간 특성이 잘 정의된 ECG 신호와 유사한 신호 집합을 만들
게 되었다. 신호는 디지털 형식으로 생성하며 아래 두 가지를 분석할 수 있다.
 - 증폭기 직선성, 이득 계수, 리드 회로를 위한 가중 계수, 저주파 및 고주파 응

답, 용지 기록계 상의 신호 재생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시스템의 
하드웨어 특성

 - 파형 검출, 기준점 인식, ECG 변수 측정 등으로 표현 가능한 소프트웨어 성능 
그 어떤 폭의 시험 신호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의 20개 파형 집합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신호들은 CTS-ECG 시험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이며 몇 차례의 시범적
인 시험을 거쳐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HH.2.2.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설정
시험 신호들은 다음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 모든 신호는 수학적 함수로 정의된다. 각 표본에 대하여 진폭도 정의되며, 특성 

파형 사이의 간격과 함께 파형의 폭도 적확하게 규정된다.
 - 모든 신호가 ECG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이 신호들은 ECG를 기록하기만 

하는 시스템에는 물론이고 ECG 신호를 인식하고 잡음을 제거하는 등의 특수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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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교정, 증폭기 선형성, 리드 가중 회로
망, 이득 계수, 전통적으로 고주파 및 저주파 응답으로 표현되는 신호 재생 등
의 주요 하드웨어 기능을 시험할 수 있다.

 - 이들 신호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시험도 가능한데 이는 ECG와 유사하게 처
리할 수 있으며, 진폭 및 간격 측정 정확성도 출력 목록을 사용하여 직접 검증
할 수 있다(제공될 경우).

 - CG의 구조에 따라서 시험 신호 각각은 한 사이클로만 구성된다. 이 한 사이클
은 시험에서 무한대로 반복할 수 있다. 반복률은 시험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
다.

 - 모든 신호는 표본 속도 1000표본/초와 500표본/초, 진폭 분해능 1㎶인 디지털 
형태(부록 GG 참조)로 사용 가능하다. 신호들은 리드 I, II, VI, V2, V3, V4, 
V5, V6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다음 두 종류의 시험신호가 개발되었다.
 - "교정용 ECGS"
 - "분석용 ECGS“

"교정용 ECGS"은 주로 심전계의 하드웨어 특성을 시험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신호 형식은 모든 채널 (I, II, V1, … V6)에 대하여 동일하다.

“분석용 ECGS"는 ECG 분석 알고리즘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시험하기 위하여 개
발되었다. 이 신호들은 모든 리드에서 발생 가능한 서로 다름 파형 형태의 정상적
인 ECG와 근접한 신호 형태를 갖는다.

HH.2.3. 교정용 ECGS
교정용 ECG는 특히 ± 5 ㎷ 진폭 범위에 걸친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설계
되었다. 따라서 ±500 ㎶에서 시작하여 500 ㎶ 또는 1000 ㎶ 단계의 피크 전폭이 
제공된다.

진폭 재생 외에도, 시스템에서 신호의 고주파 및 저주파 성분을 재생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따라서 일부 교정 ECGS에는 매우 짧은 “QRS" 파형군(36 ㎳)이 있으
며, 일부 교정 ECGS에는 상승된 또는 함몰된 ”ST" 세그먼트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HH.3.은 교정 ECGS의 주 형태를 나타낸다. 이들 신호에는 진폭과 시간 폭에 
관해서 P, Q, R, S, T 파와 유사한 파형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신호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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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ECG 용어들 사용한다.
※ 비고: P파와 QRS 기시점 사이의 간격을 영국에서는 PR간격, 독일에서는 PQ

간격 이라고 한다.

교정 ECGS의 구체적인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 동일한 리드: 각 교정 ECG에 대하여 8개의 리드 I, II, V1, V2, V3, V4, V5 및 

V6는 동일하다. 이는 각 채널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게 한다.
 - 평탄 최대 진폭: 상대적으로 짧은 QRS 파형의 최대 진폭을 신뢰성 있게 검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극단 값의 폭은 4 ㎳에서부터 8 ㎳까지이다.
 - QRS 폭 : 대부분의 교정 ECG가 100 ㎳의 “긴” QRS 폭을 가지는데, 이는 어른 

ECG의 일반적인 QRS 폭과 근접한 값이다. 이들 ECG는 QR 또는 RS 형상의 
이상성 QRS 파형군을 가진다. 또 다른 군의 ECG들은 Q 또는 R파만의 단상성 
QRS 형상(56 ㎳)을 갖는다. 두 개의 교정 ECGS는 신생아 ECGS를 모의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짧은 QRS 폭을 가진다(이러한 유형의 ECG를 정확히 재
생하면 시스템의 고주파 응답을 검증한다).

 - 완전한 수학적 기술 : 신호들은 수학 함수로 사용하여 구성하였다(1, 2차 다향
식과 정현파 함수). 파형에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기시점과 종료점을 얻기 위
하여, 함수 세그먼트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도함수는 유계로 한정하였다. 
파형의 간격 및 폭은 실제 ECG를 모의할 수 있도록 선택하였다. 서로 다른 
심박수를 모의하는 경우에는 PR과 QT 간격도 조절한다.

 - 명칭 : 서로 다른 신호들에 이름을 부여함에 있어 예비적인 제안이 이루어졌
다. MS-DOS 호환성을 위해 각 명칭은 “CAL"로 시작하는 8자리의 문자로 구
성한다. 나머지 5자리 문자는 신호 특성을 기술하는 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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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HH.1. 교정 ECGS의 명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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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HH.1. 신호의 명칭(교정 ECG)

위치 내용 설명

1～3 CAL 교정 신호 식별자

4～5 숫자 QRS 파형군 진폭(진폭 단위 mV/10)

6 숫자

QRS 파형군 구성
0 = RS
1 = R
2 = Q
3 = QR
4 = QRS
5 = 짧은 RS

7 숫자

ST 진폭
0 = 0 ㎶
1 = -200 ㎶
2 = +200 ㎶

8 숫자

심박수
0 = 60 bpm
1 = 40 bpm
3 = 120 bpm
4 = 150 bpm

현재 16개의 교정 ECGS가 정의되어 있다(3개는 두 번 사용된다).

 a) 이득 계수 및 선형성 시험을 위한 7개의 ECGS: CAL05000, CAL10000, CAL15000, 
CAL20000, CAL30000, CAL40000 및 CAL50000

    이들 신호들은 서로 유사한데 R, S 그리고 T 진폭 값만 다르다. R 및 S 진
폭에 대해서는 ± 0.5에서 ± 5.0까지의 범위, T 진폭에 대해서는 0.1 ～1.0 ㎷까
지가 이 신호에 포함된다. 이로 말미암아 심전계로 처리할 수 있는 전체 진
폭 범위의 시험이 가능하다.

 b) 다양한 심박수에서 시스템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4개의 ECGS:  CAL20000, 
CAL20002, CAL20500 그리고 CAL20502

    두 개의 ECGS는 각각 두 개의 심박수, 60 bpm과 120 bpm에서 사용된다. 두 
ECGS 모두 양 심박수에 대하여 QRS 파형군은 동일하고, PR과 QT 간격이 
조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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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고주파 신호 성분과 함께 저주파 응답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2개의 ECGS(신
생아 ECGS) : CAL20500, CAL20502

    이 두 개의 ECGS는 총 시간 폭이 36 ㎳인 매우 짧은 QRS 파형군으로 신생
아 ECGS를 모의할 수 있다.

 d) 저주파 신호 성분과 함께 저주파 응답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6개의 
ECGS(ST 상승/함몰) : CAL20100, CAL20110, CAL20160, CAL20200, 
CAL20210, CAL20260

    두 개 ECGS 중 하나는 R파만 있고 다른 하나는 Q파만 있으며, 이들이 서로 
다른 ST 세그먼트 레벨(0 ㎶, -200 ㎶, +200 ㎶)로 설계되었다.

시험 수행 내용: CTS-ECG 프로젝트 내에서 이들 교정 ECGS를 가지고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한 모든 시스템들이 교정 신호를 ECGS 신호로 인식하였고,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그리고 측정값을 제공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즉각 오동작도 확
인되었다(증폭기의 오버 플로우, 절환 가능한 필터에 의한 왜곡, 이득 정확성 및 
기타 효과 등). 대부분의 경우, 오차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
품의 문제로 파악되었다.

HH.2.4. 분석용 ECGS
ECG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 ECGS와 유사
한 파형을 갖는 분석용 ECGS를 설계하였다. 그림 HH.2는 분석용 ECG의 리드 I과 
리드 V2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용 ECGS는 유사한 P, QRS 그리고 T 파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조정 PR 및 QT 간격들을 가진 다른 심박수에 대한 설계이다.

이러한 ECG는 어떤 ECG 프로그램이 다양한 파형을 정확하게 검출해내는지를 분석
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시간 간격 측정치를 시험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진폭 측정에 대하여, 표본화 과정 중 잠재적인 위상변위 효과의 제거를 
위하여 반복된 시험들이 필요하다.
※ 비고: 진폭 재생은 원칙적으로 교정 ECSG를 사용해 시험한다.

분석용 ECGS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생물학적 형태 . 신호 형태가 생물학적 신호 형태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에 QRS 

형태학적인 면에 있어서 실제 정상적인 ECG와 유사하다.
 - 서로 다른 리드. 각각의 리드는 실제 ECG에서와 같이 파동의 진폭, 파동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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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폭, 파동의 기시점 및 종료점 등이 다른 리드들과 서로 다르다.
 - 서로 다른 심박수. 4개의 심박수를 가진 ECGS가 제공된다(40 bpm, 60 bpm, 

120 bpm, 150 bpm). P-파(단상 및 이상)와 QRS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동일하
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심박수에서의 ECGS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의 특성을 즉
각 비교할 수 있다.

 - 완전한 수학적 기술. 모든 진폭과 시간 폭은 표본별로 규정하였다. 모든 파형
을 설계하는 동안 파형 그리고 파형 간의 연접부가 부드럽고 현실적이도록 각
별히 주의를 기울였다(모서리가 없고, 연속적인 “시간 도함수”가 되도록). 피크 
진폭, 파동 시간 폭 및 간격 등은 분석용 심전계로부터 얻어진 결과와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여 이들 신호는 생체 신호를 “참”인 
상태를 알고 있는 시험 신호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심전계의 “절
대적” 정확성을 시험할 수 있다. 특히, 시험된 시스템의 체계적인 측정 오차
를 탐지할 수 있다.

 - 명칭. MS-DOS 호환성을 위해 각 경칭은 “ANE"로 시작하는 8자리 문자로 구성
한다. 신호명칭은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표 HH.2. 신호의 명칭(분석용 ECGs)

명칭 내용

ANE20000 60 bpm 심박수의 ECG

ANE20001 40 bpm 심박수의 ECG

ANE20002 120 bpm 심박수의 ECG

ANE20003 150 bpm 심박수의 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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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HH.2. 분석 ECGS의 명명법

HH.3. 신호 특성
교정 및 분석 ECGS의 특징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각각의 전통적인 12 리드인 I, II, III, aVR, aVL, aVF, V1, V2, V3, V4, V5, V6 
신호를 한 사이클만 표현한다. 개별 리드에 대한 모든 파형의 크기 및 시간 폭의 
참조 값에 대한 세부 표도 실었다. 리드 III, aVR, aVL 및 aVF에 대한 값들은 표
본 그 자체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 비고: 분석용 ECGS에서 이들 리드에 대한 피크 진폭을 아인트호벤 방정식으
로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리드 I과 리드 II에서 최대 진폭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단순한 진폭 역치(amplitude threshold) 검출 기준이 적용되는 파동 시간 폭 
측정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진폭 양자화(1 ㎶/LSB – 5 ㎶/LSB) 및 표본화 속도
(500 표본/초, 1000 표본/초)로 말미암아 “P-파의 시간 폭”, “PR의 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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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의 시간 간격”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1000 S/s 그리고 500S/s에서
의 1 ㎶/LSB, 2.5 ㎶/LSB 및 5 ㎶/LSB의 진폭 양자화 값에 대하여 파동 기시점
과 종료점, 파동 시간 폭/간격을 포함한 4개의 추가적인 표를 제공한다. 이 표들
은 ANE20002를 위한 상세 기준 값 표를 따른다.

분석용 ECGS에서 리드 III, aVR 그리고 aVF에서의 R과 s의 진폭은 1000표본/초와 500 
표본/초 사이에서 2㎶ 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는 피크 전폭 값들이 서로 다른 표
본에 있기 때문이다.
ST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폭(J, ST20, ST40, ST60, ST80)이 주어진다. 
J점은 QRS 종단점, 예를 들어 “ST20 진폭”이라 함은 J점 이후 20 ㎳ 지점에 있
는 진폭, 이라는 의미이다.

HH.4. ECGS 목록
HH.4.1. 교정용 ECGs

CAL05000 교정 진폭, ± 0.5 ㎷ CAL20200 Q파, ST = 0 ㎷

CAL10000 교정 진폭, ± 1.0 ㎷ CAL20210 Q파, ST 상승

CAL15000 교정 진폭, ± 1.5 ㎷ CAL20260 Q파, ST 함몰

CAL20000 교정 진폭, ± 2.0 ㎷, 60 bpm CAL20500 소아, 짧은 RS, 60 bpm

CAL20002 교정 진폭, ± 2.0 ㎷, 120 bpm CAL20502 소아, 짧은 RS, 120 bpm

CAL20100 R파, ST = 0 ㎷ CAL30000 교정 진폭, ± 3.0 ㎷

CAL20110 R파 ST 상승 CAL40000 교정 진폭, ± 4.0 ㎷

CAL20160 R파, ST 함몰 CAL50000 교정 진폭, ± 5.0 ㎷

HH.4.2. 분석용 ECGs

ANE20000 "정상“ ECG 파형, 60 bpm ANE20002 "정상“ ECG 파형, 120 bpm

ANE20001 "정상: ECG 파형, 40 b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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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ECG - CAL0500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100 Q-T 간격 394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50 0 0
Q진폭 0 0 0 -500 0 0
R폭 50 50 0 50 50 50
R진폭 500 500 0 500 250 250
S폭 50 50 0 0 50 50
S진폭 -500 -500 0 0 -250 -250
QRS폭 100 100 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100 100 0 -100 50 5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50 50 50 50 50 50
R진폭 500 500 500 500 500 500
S폭 50 50 50 50 50 50
S진폭 -500 -500 -500 -500 -500 -500
QRS폭 100 100 10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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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ECG - CAL1000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100 Q-T 간격 396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50 0 0
Q진폭 0 0 0 -1000 0 0
R폭 50 50 0 50 50 50
R진폭 1000 1000 0 1000 500 500
S폭 50 50 0 0 50 50
S진폭 -1000 -1000 0 0 -500 -500
QRS폭 100 100 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200 200 0 -200 100 10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50 50 50 50 50 50
R진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폭 50 50 50 50 50 50
S진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QRS폭 100 100 10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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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ECG - CAL1500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100 Q-T 간격 398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50 0 0
Q진폭 0 0 0 -1500 0 0
R폭 50 50 0 50 50 50
R진폭 1500 1500 0 1500 750 750
S폭 50 50 0 0 50 50
S진폭 -1500 -1500 0 0 -750 -750
QRS폭 100 100 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300 300 0 -300 150 15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50 50 50 50 50 50
R진폭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S폭 50 50 50 50 50 50
S진폭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QRS폭 100 100 10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300 300 300 300 300 300



- 152 -

교정 ECG - CAL2000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100 Q-T 간격 398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50 0 0
Q진폭 0 0 0 -2000 0 0
R폭 50 50 0 50 50 50
R진폭 2000 2000 0 2000 1000 1000
S폭 50 50 0 0 50 50
S진폭 -2000 -2000 0 0 -1000 -1000
QRS폭 100 100 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400 400 0 -400 200 20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50 50 50 50 50 50
R진폭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S폭 50 50 50 50 50 50
S진폭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QRS폭 100 100 10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400 400 400 400 400 400



- 153 -

교정 ECG - CAL20002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76 P-R 간격 128
QRS폭 100 Q-T 간격 328
심박수 12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76 76 0 76 76 76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50 0 0
Q진폭 0 0 0 -2000 0 0
R폭 50 50 0 50 50 50
R진폭 2000 2000 0 2000 1000 1000
S폭 50 50 0 0 50 50
S진폭 -2000 -2000 0 0 -1000 -1000
QRS폭 100 100 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399 399 0 -399 199 199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76 76 76 76 76 7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50 50 50 50 50 50
R진폭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S폭 50 50 50 50 50 50
S진폭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QRS폭 100 100 10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399 399 399 399 399 399



- 154 -

교정 ECG - CAL2010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56 Q-T 간격 354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56 0 0
Q진폭 0 0 0 -2000 0 0
R폭 56 56 0 56 56 56
R진폭 200 2000 0 0 1000 1000
S폭 0 0 0 0 0 0
S진폭 0 0 0 0 0 0
QRS폭 56 56 0 56 56 5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400 400 0 -400 200 20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56 56 56 56 56 56
R진폭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S폭 0 0 0 0 0 0
S진폭 0 0 0 0 0 0
QRS폭 56 56 56 56 56 5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400 400 400 400 400 400



- 155 -

교정 ECG - CAL2011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56 Q-T 간격 354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56 0 0
Q진폭 0 0 0 -2000 0 0
R폭 56 56 0 56 56 56
R진폭 200 2000 0 0 1000 1000
S폭 0 0 0 0 0 0
S진폭 0 0 0 0 0 0
QRS폭 56 56 0 56 56 5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2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4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6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8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T진폭 400 400 0 -400 200 20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56 56 56 56 56 56
R진폭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S폭 0 0 0 0 0 0
S진폭 0 0 0 0 0 0
QRS폭 56 56 56 56 56 5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2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4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6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8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T진폭 400 400 400 400 400 400



- 156 -

교정 ECG - CAL2016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56 Q-T 간격 354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56 0 0
Q진폭 0 0 0 -2000 0 0
R폭 56 56 0 56 56 56
R진폭 200 2000 0 0 1000 1000
S폭 0 0 0 0 0 0
S진폭 0 0 0 0 0 0
QRS폭 56 56 0 56 56 5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2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4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6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8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T진폭 400 400 0 -400 200 20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56 56 56 56 56 56
R진폭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S폭 0 0 0 0 0 0
S진폭 0 0 0 0 0 0
QRS폭 56 56 56 56 56 5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2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4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6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8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T진폭 400 400 400 400 400 400



- 157 -

교정 ECG - CAL2020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56 Q-T 간격 354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56 56 0 0 56 56
Q진폭 -2000 -2000 0 0 -1000 -1000
R폭 0 0 0 56 0 0
R진폭 0 0 0 2000 0 0
S폭 0 0 0 0 0 0
S진폭 0 0 0 0 0 0
QRS폭 56 56 0 56 56 5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400 400 0 -400 200 20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56 56 56 56 56 56
Q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R폭 0 0 0 0 0 0
R진폭 0 0 0 0 0 0
S폭 0 0 0 0 0 0
S진폭 0 0 0 0 0 0
QRS폭 56 56 56 56 56 5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400 400 400 400 400 400



- 158 -

교정 ECG - CAL2021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56 Q-T 간격 354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56 56 0 0 56 56
Q진폭 -2000 -2000 0 0 -1000 -1000
R폭 0 0 0 56 0 0
R진폭 0 0 0 2000 0 0
S폭 0 0 0 0 0 0
S진폭 0 0 0 0 0 0
QRS폭 56 56 0 56 56 5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2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4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6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8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T진폭 400 400 0 -400 200 20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56 56 56 56 56 56
Q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R폭 0 0 0 0 0 0
R진폭 0 0 0 0 0 0
S폭 0 0 0 0 0 0
S진폭 0 0 0 0 0 0
QRS폭 56 56 56 56 56 5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2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4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6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8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T진폭 400 400 400 400 400 400



- 159 -

교정 ECG - CAL2026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56 Q-T 간격 354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56 56 0 0 56 56
Q진폭 -2000 -2000 0 0 -1000 -1000
R폭 0 0 0 56 0 0
R진폭 0 0 0 2000 0 0
S폭 0 0 0 0 0 0
S진폭 0 0 0 0 0 0
QRS폭 56 56 0 56 56 5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2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4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6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ST 80 진폭 200 200 0 -200 100 100
T진폭 400 400 0 -400 200 20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56 56 56 56 56 56
Q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R폭 0 0 0 0 0 0
R진폭 0 0 0 0 0 0
S폭 0 0 0 0 0 0
S진폭 0 0 0 0 0 0
QRS폭 56 56 56 56 56 5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2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4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6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ST 80 진폭 200 200 200 200 200 200
T진폭 400 400 400 400 400 400



- 160 -

교정 ECG - CAL2050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36 Q-T 간격 334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18 0 0
Q진폭 0 0 0 -2000 0 0
R폭 18 18 0 18 18 18
R진폭 2000 2000 0 2000 1000 1000
S폭 18 18 0 0 18 18
S진폭 -2000 -2000 0 0 1000 1000
QRS폭 36 36 0 36 36 3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400 400 0 -400 200 20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18 18 18 18 18 18
R진폭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S폭 18 18 18 18 18 18
S진폭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QRS폭 36 36 36 36 36 3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400 400 400 400 400 400



- 161 -

교정 ECG - CAL20502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76 P-R 간격 128
QRS폭 36 Q-T 간격 264
심박수 12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76 76 0 76 76 76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18 0 0
Q진폭 0 0 0 -2000 0 0
R폭 18 18 0 18 18 18
R진폭 2000 2000 0 2000 1000 1000
S폭 18 18 0 0 18 18
S진폭 -2000 -2000 0 0 -1000 -1000
QRS폭 36 36 0 36 36 3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399 399 0 -399 199 199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76 76 76 76 76 7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18 18 18 18 18 18
R진폭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S폭 18 18 18 18 18 18
S진폭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QRS폭 36 36 36 36 36 36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399 399 399 399 399 399



- 162 -

교정 ECG - CAL3000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100 Q-T 간격 398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50 0 0
Q진폭 0 0 0 -3000 0 0
R폭 50 50 0 50 50 50
R진폭 3000 3000 0 3000 1500 1500
S폭 50 50 0 0 50 50
S진폭 -3000 -3000 0 0 -1500 -1500
QRS폭 100 100 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600 600 0 -600 300 30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50 50 50 50 50 50
R진폭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S폭 50 50 50 50 50 50
S진폭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QRS폭 100 100 10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600 600 600 600 6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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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ECG - CAL4000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100 Q-T 간격 398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50 0 0
Q진폭 0 0 0 -4000 0 0
R폭 50 50 0 50 50 50
R진폭 4000 4000 0 4000 2000 2000
S폭 50 50 0 0 50 50
S진폭 -4000 -4000 0 0 -2000 -2000
QRS폭 100 100 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800 800 0 -800 400 40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50 50 50 50 50 50
R진폭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S폭 50 50 50 50 50 50
S진폭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QRS폭 100 100 10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800 800 800 800 8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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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ECG - CAL5000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16 P-R 간격 178
QRS폭 100 Q-T 간격 398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16 116 0 116 112 112
P1 진폭 150 150 0 -150 75 75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0 0 0 50 0 0
Q진폭 0 0 0 -5000 0 0
R폭 50 50 0 50 50 50
R진폭 5000 5000 0 5000 2500 2500
S폭 50 50 0 0 50 50
S진폭 -5000 -5000 0 0 -2500 -2500
QRS폭 100 100 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1000 1000 0 -1000 500 500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116 116 116 116 116 116
P1진폭 150 150 150 150 150 150
P2폭 0 0 0 0 0 0
P2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0 0 0
Q진폭 0 0 0 0 0 0
R폭 50 50 50 50 50 50
R진폭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S폭 50 50 50 50 50 50
S진폭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QRS폭 100 100 100 100 100 100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0 0 0 0 0 0
ST 40 진폭 0 0 0 0 0 0
ST 60 진폭 0 0 0 0 0 0
ST 80 진폭 0 0 0 0 0 0
T진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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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용 ECG - ANE20000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26 P-R 간격 180
QRS폭 94 Q-T 간격 416
심박수 60 표본화 비율 500 또는 10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24 124 124 124 124 124
P1 진폭 77 120 43 -98 17 17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12 12 12 50 12 12
Q진폭 -77 -92 -15 0 -31 -54
R폭 48 52 62 32 38 54
R진폭 831 1180 *397 *204 252 *775
S폭 34 30 20 50 44 28
S진폭 -197 -215 -39 *-1003 -98 *-122
QRS폭 94 94 82 94 94 94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2 3 1 -2 1 2
ST 40 진폭 7 11 4 -9 2 8
ST 60 진폭 13 19 6 -16 4 13
ST 80 진폭 18 27 9 -22 5 18
T진폭 311 382 70 -346 120 227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64 64 124 124 124 124
P1진폭 64 74 74 70 64 59
P2폭 52 32 0 0 0 0
P2진폭 -46 -35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16 16 16
Q진폭 0 0 0 -86 -94 -95
R폭 28 36 44 48 52 52
R진폭 316 717 1004 1781 1821 1506
S폭 62 52 40 30 26 26
S진폭 -1204 -1929 1201 -639 -333 -186
QRS폭 90 88 84 94 94 94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102 88 46 0 0
ST 20 진폭 7 126 115 60 4 3
ST 40 진폭 19 155 149 81 14 11
ST 60 진폭 34 188 190 110 26 19
ST 80 진폭 45 226 238 145 36 27
T진폭 184 819 807 675 518 159

(*표본화 비율 500샘플/s, 값은 2 ㎶까지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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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용 ECG - ANE20001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42 P-R 간격 226
QRS폭 94 Q-T 간격 540
심박수 40 표본화 비율 500 또는 10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40 140 140 140 140 140
P1 진폭 77 120 43 -98 17 82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12 12 12 0 12 12
Q진폭 -77 -92 -15 0 -31 -54
R폭 48 52 62 32 38 54
R진폭 831 1180 *397 *204 252 *775
S폭 34 30 20 50 44 28
S진폭 -197 -215 -39 *-1003 -98 *-122
QRS폭 94 94 82 94 94 94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1 2 1 -1 0 2
ST 40 진폭 4 6 2 -5 1 4
ST 60 진폭 8 11 3 -9 3 7
ST 80 진폭 12 18 6 -15 3 12
T진폭 311 382 71 -346 120 227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70 72 140 140 136 136
P1진폭 64 74 74 70 64 59
P2폭 58 36 0 0 0 0
P2진폭 -46 -35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16 16 16
Q진폭 0 0 0 -86 -94 -95
R폭 28 36 44 48 52 52
R진폭 316 717 1004 1781 1821 1506
S폭 62 52 40 30 26 26
S진폭 -1204 -1929 1201 -639 -333 -186
QRS폭 90 88 84 94 94 94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102 87 46 0 0
ST 20 진폭 4 123 109 58 2 2
ST 40 진폭 11 145 134 72 8 6
ST 60 진폭 20 167 161 89 15 11
ST 80 진폭 31 191 189 709 24 18
T진폭 184 819 807 675 518 159

(*표본화 비율 500샘플/s, 값은 2 ㎶까지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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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용 ECG - ANE20002 - 기준 값

전 시간 간격
P폭 102 P-R 간격 134
QRS폭 94 Q-T 간격 340
심박수 40 표본화 비율 500 또는 1000
폭 IN MS 진폭 IN ㎶ (2.5 ㎶ 양자화)

리드 I II III aVR aVL aVF
P 측정
P1 폭 100 100 100 100 100 100
P1 진폭 77 120 43 -98 17 82
P2 폭 0 0 0 0 0 0
P2 진폭 0 0 0 0 0 0
QRS 측정/CONF. RS RS - QR RS RS
Q폭 12 12 12 0 12 12
Q진폭 -77 -92 -15 0 -31 -54
R폭 48 52 62 32 38 54
R진폭 831 1180 *397 *204 252 *775
S폭 34 30 20 50 44 28
S진폭 -197 -215 -39 *-1003 -98 *-122
QRS폭 94 94 82 94 94 94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0 0 0 0 0 0
ST 20 진폭 4 5 1 -4 2 3
ST 40 진폭 11 16 5 -13 3 11
ST 60 진폭 18 26 8 -22 5 17
ST 80 진폭 20 31 11 -25 5 21
T진폭 311 382 71 -346 120 227

리드 V1 V2 V3 V4 V5 V6
P 측정
P1폭 52 52 100 10 100 100
P1진폭 64 74 74 70 64 59
P2폭 42 26 0 0 0 0
P2진폭 -46 -35 0 0 0 0
QRS 측정/COF. RS RS RS RS RS RS
Q폭 0 0 0 16 16 16
Q진폭 0 0 0 -86 -94 -95
R폭 28 36 44 48 52 52
R진폭 316 717 1004 1781 1821 1506
S폭 62 52 40 30 26 26
S진폭 -1204 -1929 1201 -639 -333 -186
QRS폭 90 88 84 94 94 94
ST-T 측정, J-Point = QRS-END
J진폭 1 103 89 46 0 0
ST 20 진폭 11 132 124 64 7 5
ST 40 진폭 30 172 174 95 22 16
ST 60 진폭 45 224 239 140 35 26
ST 80 진폭 51 289 322 199 41 30
T진폭 184 819 807 675 518 159

(*표본화 비율 500샘플/s, 값은 2 ㎶까지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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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5. 다른 진폭양자화에 대해 적합한 파형 폭 표
HH.5.1. CALECG 파형 기시점/종료점, 표본화 비율 = 1000 표본/s

명칭 P 시작 P 종료 QRS 시작 QRS 종료 T 종료
1 ㎶ 2.5 ㎶ 5 ㎶ 1 ㎶ 2.5 ㎶ 5 ㎶ 1 ㎶ 2.5 ㎶ 5 ㎶ 1 ㎶ 2.5 ㎶ 5 ㎶ 1 ㎶ 2.5 ㎶ 5 ㎶

CAL05000 3 4 5 117 116 115 181 181 181 279 279 279 574 571 569
CAL10000 3 4 5 117 116 115 180 181 181 280 279 279 576 574 573
CAL15000 3 4 5 117 116 115 180 180 181 280 280 279 577 575 574
CAL20000 3 4 5 117 116 115 180 180 180 280 280 280 577 576 575
CAL30000 3 4 5 117 116 115 180 180 180 280 280 280 578 577 576
CAL40000 3 4 5 117 116 115 180 180 180 280 280 280 578 577 577
CAL50000 3 4 5 117 116 115 180 180 180 280 280 280 578 578 577

CAL20100 3 4 5 117 116 115 180 180 180 236 236 236 533 532 531
CAL20110 3 4 5 117 116 115 180 180 180 236 236 236 533 532 531
CAL20160 3 4 5 117 116 115 180 180 180 236 236 236 533 532 531
CAL20200 3 4 5 117 116 115 180 180 180 236 236 236 533 532 531
CAL20210 3 4 5 117 116 115 180 180 180 236 236 236 533 532 531
CAL20260 3 4 5 117 116 115 180 180 180 236 236 236 533 532 531

CAL20500 3 4 5 117 116 115 180 180 180 216 216 216 513 512 511
CAL20502 2 2 3 78 78 77 130 130 130 166 166 166 394 393 392

CAL20002 2 2 3 78 78 77 130 130 130 230 230 230 458 457 456

※ 비고 : 표본 번호는 CTS CAL ECGs(1000 표본/s)에 저장된 표본과 연관된다. 가장 처음 저장된 파일이 표본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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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5.2. CALECG 간격 폭, 표본화 비율 = 1000 표본/s

명칭 P PR QRS QT
1 ㎶ 2.5 ㎶ 5 ㎶ 1 ㎶ 2.5 ㎶ 5 ㎶ 1 ㎶ 2.5 ㎶ 5 ㎶ 1 ㎶ 2.5 ㎶ 5 ㎶

CAL05000 114 112 110 178 177 176 98 98 98 393 390 388
CAL10000 114 112 110 177 177 176 100 98 98 396 393 392
CAL15000 114 112 110 177 176 176 100 100 98 397 395 393
CAL20000 114 112 110 177 176 175 100 100 100 397 396 395
CAL30000 114 112 110 177 176 175 100 100 100 398 397 396
CAL40000 114 112 110 177 176 175 100 100 100 398 397 397
CAL50000 114 112 110 177 176 175 100 100 100 398 398 397

CAL20100 114 112 110 177 176 175 56 56 56 353 352 351
CAL20110 114 112 110 177 176 175 56 56 56 353 352 351
CAL20160 114 112 110 177 176 175 56 56 56 353 352 351
CAL20200 114 112 110 177 176 175 56 56 56 353 352 351
CAL20210 114 112 110 177 176 175 56 56 56 353 352 351
CAL20260 114 112 110 177 176 175 56 56 56 353 352 351

CAL20500 114 112 110 177 176 175 36 36 36 333 352 33
CAL20502 76 76 74 128 128 127 36 36 36 264 263 262

CAL20002 76 76 74 128 128 127 100 100 100 328 327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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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5.3. CALECG 파형 기시점/종료점, 표본화 비율 =  500 표본/s

명칭 P 시작 P 종료 QRS 시작 QRS 종료 T 종료
1 ㎶ 2.5 ㎶ 5 ㎶ 1 ㎶ 2.5 ㎶ 5 ㎶ 1 ㎶ 2.5 ㎶ 5 ㎶ 1 ㎶ 2.5 ㎶ 5 ㎶ 1 ㎶ 2.5 ㎶ 5 ㎶

CAL0500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80 280 280 574 572 570
CAL1000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80 280 280 576 574 574
CAL1500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80 280 280 578 576 574
CAL2000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80 280 280 578 576 576
CAL3000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80 280 280 578 578 576
CAL4000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80 280 280 578 578 578
CAL5000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80 280 280 578 578 578

CAL2010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36 236 236 534 532 532
CAL2011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36 236 236 534 532 532
CAL2016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36 236 236 534 532 532
CAL2020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36 236 236 534 532 532
CAL2021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36 236 236 534 532 532
CAL2026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36 236 236 534 532 532

CAL20500 2 4 4 118 116 116 180 180 180 216 216 216 514 512 512
CAL20502 2 2 2 78 78 78 130 130 130 166 166 166 394 394 392

CAL20002 2 2 2 78 78 78 130 130 130 230 230 230 458 458 458

※ 비고 : 표본 번호는 CTS CAL ECGs(1000 표본/s)에 저장된 표본과 연관된다. 가장 처음 저장된 파일이 표본 1이 된다. 500 
표본/s로 표본화 비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매 초 표본이 2표본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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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4. CALECG 간격 폭, 표본화 비율 =  500 표본/s

명칭 P PR QRS QT
1 ㎶ 2.5 ㎶ 5 ㎶ 1 ㎶ 2.5 ㎶ 5 ㎶ 1 ㎶ 2.5 ㎶ 5 ㎶ 1 ㎶ 2.5 ㎶ 5 ㎶

CAL05000 116 112 112 178 176 176 100 100 100 394 392 390
CAL10000 116 112 112 178 176 176 100 100 100 396 394 394
CAL15000 116 112 112 178 176 176 100 100 100 398 396 394
CAL20000 116 112 112 178 176 176 100 100 100 398 396 396
CAL30000 116 112 112 178 176 176 100 100 100 398 398 396
CAL40000 116 112 112 178 176 176 100 100 100 398 398 398
CAL50000 116 112 112 178 176 176 100 100 100 398 398 398

CAL20100 116 112 112 178 176 176 56 56 56 354 352 352
CAL20110 116 112 112 178 176 176 56 56 56 354 352 352
CAL20160 116 112 112 178 176 176 56 56 56 354 352 352
CAL20200 116 112 112 178 176 176 56 56 56 354 352 352
CAL20210 116 112 112 178 176 176 56 56 56 354 352 352
CAL20260 116 112 112 178 176 176 56 56 56 354 352 352

CAL20500 116 112 112 178 176 176 36 36 36 334 332 332
CAL20502 76 76 76 128 128 128 36 36 36 264 264 262

CAL20002 76 76 76 128 128 128 100 100 100 328 328 326



- 172 -

11. 치과용진료장치
(관련규격: IEC 80601-2-60:2012)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A03040.06 치과용조명기, A55030.04 전동식치과용핸드피스, A55030.05 
공기압축식치과용핸드피스, A55030.06 치과외과용핸드피스, A68010.01 치과용
진료장치및의자, A68020.01 치과용진료장치, A68030.01 치과용진료의자, 
A69010.01 치과용시술용엔진, A69010.02 치과임플란트시술용엔진, A69010.03 
치과임플란트시술용핸드피스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2.2.에서 정의하는 치과
용 진료장치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 요구사항에 적용된다.

치과용아말감혼합기, 멸균기 및 치과용엑스선장치는 제외된다.

2. 정의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
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 이라 한다),「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31. 전기수술기 및 ISO 1942에 따른다. 

2.1. 치과용 전기모터 (DENTAL ELECTRICAL MOTOR)
치과용 진료장치로부터 전기 동력을 받는 것 치과용 핸드피스의 수지형 부분

2.2. 치과용 의료기기 (DENTAL EQUIPMENT)
치과용핸드피스, 치과용진료장치, 치과용엔진, 치과용진료의자, 치과용조명기 
등이 조합 되어있는 ME기기

2.3. 치과용핸드피스 (DENTAL HANDPIECE)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쓰이고 치과용 진료장치에 연결된 손으로 들고 사용
하는 기구 

2.4. 치과용조명기 (DENTAL OPERATING LIGHT)
조명기구와 하나 이상의 램프로 구성된, 사용자가 구강을 밝히는데 사용하도
록 설계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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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치과용진료의자 (DENTAL PATIENT CHAIR)
치료를 위해 환자를 지지하고 고정할 수 있게끔 설계된 장치로서 다양한 
움직임을 제공하는 것 

2.6. 치과용진료장치 (DENTAL UNIT)
전기적 동력의 공급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양한 유체 또는 기체를 다수의 
치과용 핸드피스와 장치들에 공급하는 장치

2.7. 조작자 측 치과용 핸드피스 (OPERATOR SIDE OF DENTAL HANDPIECE)
정상사용에서 조작자가 들게끔 설계된 치과핸드피스 부분

2.8. 환자 측 치과용 핸드피스 (PATIENT SIDE OF DENTAL HANDPIECE)
구강에 삽입하도록 설계된 치과핸드피스 부분으로써 핸드피스의 80mm 내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장착부로 고려해야 한다.

3. 시험규격

3.1. 전기 •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기 • 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치 또는 추가시킨다(다음의 각 번호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번호에 해당한다).

  4. 일반 요구사항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4.에 따른다.
  4.3. 필수성능
    추가:
    치과용 의료기기는 필수성능이 없다.

  5. ME기기 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5.에 따른다.
  5.3. 주위 온도, 습도, 대기압
    a)의 개정:
    시험을 위하여 정상 사용에 대한 준비가 끝난 ME기기는, 기술설명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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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한 환경 조건 내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나 최소한 하나의 온도는 
+10°C ～ 35°C 범위의 주위 온도에서 하여야 한다.

  6. ME기기 및 ME시스템의 분류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6.에 따른다.
  6.2.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대치:
    외부 전기전원에 의해 동력이 공급되는 ME기기는 1급 ME기기 또는 2급 

ME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1] 7.2.6. 참조). 기타 ME
기기는 내부전원(을 이용하는) ME기기로 분류한다.

    내부전원 ME기기로써 주 전원 연결에 대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연결되었을 때는 1급 ME기기 또는 2급 ME기기의 요구사항들에 따라야
하며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내부전원 ME기기로서의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물 공급선을 통해 연결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의 장착부는 B형 장착부로 
간주한다.

  7. ME기기의 표식, 표시 및 문서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에 따른다.
  7.2.10. 장착부
    추가: 
    치과용 의료기기가 전기적 충격에 대하여 하나의 장착부만 가지거나 모

두 같은 보호 등급의 장착부를 가지는 경우,  치과용 의료기기의 외측에 
적절한 심벌을 하나만 부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7.2.11. *가동모드
    추가:
    치과용 전기모터는 표시가 필요 없다.

    위험사정에서 위험이 수용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치과용 핸드피스는 
표시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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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를 포함하거나 레이저에 연결이 되는 치과용 핸드피스는「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24. 레이저 진료기의 관련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7.9. 부속문서
  7.9.2. 사용설명서
    항목 추가:
    7.9.2.101.  *추가 사용설명서
    치과용 전기모터의 경우 듀티사이클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다.

    위험사정에서 위험이 수용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치과용 핸드피스는 
듀티사이클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다.

    레이저를 포함하거나 레이저에 연결이 되는 치과용 핸드피스는「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24. 레이저 진료기의 관련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8. ME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8.에 따른다.

  8.5.2. 환자접속부의 분리
    항목 추가:
    8.5.2.101. 하나의 장착부를 구성하는 장착부들
    치과용 의료기기에서는, 치과용 핸드피스가 하나의 장착부의 다기능 또

는 하나의 장착부의 환자연결부로 고려될 수 있다.

    여러 개의 장착부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장착부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 
장착부를 동시에 적용할 때 위해요인이 없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8.7. 누설전류 및 환자측정전류
  8.7.1  일반 요구사항
    추가:
    aa) 장착부 또는 병렬연결부 내에서의 물기둥들은 그것들의 기하학적 관점 

및 물의 저항에 따라 전기저항으로 고려된다. 만일 이러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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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경우, 제조자는 사용설명서와 기술설명서(예: 설치 지침)에 
최대 유체 전도율을 기술하여야 한다.

  8.8.3. *내전압
    추가:
    8.9.1.12.에 따른 2차회로의 회로들은 고체절연 시험을 위하여 표1.에 

명시된 시험전압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 8.9.1.12.에 따른 2차회로의 고체절연 시험을 위한 시험전압

피크동작전압
( U )

1개의 환자보호수단
U in RMS

2개의 환자보호수단
U in RMS

≤ 71 500 500

    더 높은 동작전압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을 적용한다.

  8.9.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8.9.를 변경 없이 적용하거나 

또는 다음의 변경과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대안으로 이 기준규격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8.9.에 따른다.

  8.9.1. 허용값
  8.9.1.2. IEC 60950-1에 적합한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공통기준규격[별표1]은 적용되지 않는다.

  8.9.1.3. 유리, 운모, 세라믹 및 유사 재료의 연면거리
  2차회로의 경우, 공통기준규격[별표1]은 적용되지 않는다.

  8.9.1.4. 최소 연면거리
  2차회로의 경우, 공통기준규격[별표1]은 적용되지 않는다.

  8.9.1.5. 높은 고도에 대한 정격의 ME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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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2차회로의 경우 IEC 60664-12:2007의 표 A.2.를 적용한다.
 
  8.9.1.6. 보간법 
  2차회로의 경우, 공통기준규격[별표1]은 적용되지 않는다.

  8.9.1.7. 재료그룹 분류
  2차회로의 경우, 공통기준규격[별표1]은 적용되지 않는다.

  8.9.1.8. 오염등급 분류
  2차회로의 경우, IEC 60664-1:2007의 4.6.2.를 적용한다.

  8.9.1.9. 과도전압 범주 분류
  2차회로의 경우, 공통기준규격[별표1]은 적용되지 않는다.

  8.9.1.10. 전원부를 위한 공간거리
    대치: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표 13. 및 14.를 적용한다.

    300 V까지의 정격 전원전압에 사용되는 주 부분들의 경우, 표 13.의 
r.m.s 또는 d.c 정격 주전원전압에 대해 요구되는 공간거리의 값은 

    ⦁150 V < 공칭전원전압 ≤ 300 V (2,500 V 전원과도전압) 또는
    ⦁300 V < 공칭전원전압 ≤ 600 V (4,000 V 전원과도전압)
    추가로, 다음 피크 동작전압에 대한 추가 공간거리는
    ⦁150 V r.m.s. 또는 210 V dc < 공칭전원전압 ≤ 300 V r.m.s 또는 420 V d.c.

  8.9.1.11. 공급전원의 과도전압
    대치:
    이 기준규격은 IEC 60664-1:2007에 따라 과도전압 범주 II에 관련된다.

  8.9.1.12. 2차 회로
    대치:
    정격전원과 2차회로 간의 분리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표 12.에 따라 2

개의 환자보호수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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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전원과 장착부 간의 분리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표 12.에 따라 
2개의 환자보호수단이 적용되어야 한다.

    2차회로 내에서는,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에 대한 치과용 의료기기의 
장착부들 내부 및 사이의 분리는 다음을 적용한다.

     a) 30 kHz까지의 정격 주파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와 조건을 가지고 
IEC 60664-1:2007을 적용한다.

     치과용 진료장치 및 치과용 조명기 등은 전원공급회로에서 4 kV 임펄스 
내전압을 견뎌낼 수 있어야한다. 

     IEC 60664-1:2007의 표 F.2 - 순간 과도전압을 견뎌낼 수 있는 거리
    ⦁ 조건 A 불균일한 전기장, 오염도 2, 최대임펄스내전압 1 kV까지 

견뎌야 함
    ⦁ 더 높은 전압의 경우, 공통기준규격[별표1]을 적용해야한다(공통기준

규격[별표1] 표 12.)

     최대 1 kV의 순간 충격 전압은 다음과 같은 시험으로 확인 한다.
     주 회로에 1.2/50 ㎲ 파형의 4 kV의 시험전압을 적용한다. 2차 회로에 

1 kV의 한계를 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파형은 IEC 61180-1에 따라야 한다.  
발전기는 IEC 61180-2(2 Ω의 내부저항)에 적합해야 한다.

 
   IEC 60664-1:2007의 표 F.7.a - 정상상태 전압, 일시적인 전압 또는 

반복되는 피크 전압을 견뎌낼 수 있는 거리
    ⦁ 조건 A 불균일한 전기장, 최대 2 kV의 전압(피크 전압)
    ⦁ 더 높은 전압의 경우, 공통기준규격[별표1]을 적용해야한다(공통기준

규격[별표1] 표 12.)

     일시적인 전압은 2차 회로에 고려하지 않아야한다.

    IEC 60664-1:2007의 표 F.4 - 트레킹에 따른 실패를 피하기 위한 연면거리
    ⦁ 오염도 2, 2 kV까지의 전압(rms 값)
    ⦁ 더 높은 전압의 경우, 공통기준규격[별표1]을 적용해야한다(공통기준

규격[별표1]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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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0664-1:2007의 표 F.4의 프린트 배선판 재료의 값들은 적용되지 않
는다.

     b) 30 kHz에서부터 10 MHz까지의 정격 주파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와 
조건을 가지고 IEC 60664-4:2005를 적용한다.

     IEC 60664-4:2005의 표 1. : IEC 60664-4:2005의 4.4.3. 불균일한 전기장 
거리의 크기와 8. 비정현 전압과 관련된 불균일한 전기장에 대한 기압에
서의 최소공간거리

     IEC 60664-4:2005의 표 2. : IEC 60664-4:2005의 5.2. 연면거리의 크기
와 8. 비정현 전압과 관련된 다른 주파수대에 대한 최소연면거리

     냉각팬이 포함할 경우, 만일 높은 오염도가 예상될 경우에는 오염도 3을 
적용해야한다.

     ※ 비고: 적절한 공기 필터는 오염도 2까지 낮출 수 있다.

     모든 경우에서, IEC 60664-1:2007의 표 F.2, F.7.a, F.4 및 IEC 
60664-4:2005의 표 1, 표 2의 높은 값이 선택되어야 한다.

     30 kHz에서 10 MHz의 정격 주파수의 경우, IEC 60664-1:2007의 표 F.2, 
F.4, F.7.a 및 IEC 60664-4:2005의 표 1, 표 2의 높은 값이 선택되어야 
한다.

     기초절연의 최소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는 0.2 mm이다.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는 최소의 값들이기 때문에 제조 및 구성품의 허용
오차를 고려해야 한다.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IEC 60664 시리즈 규격의 규칙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한다. 표들에 주어진 값들은 기초절연 또는 보강절연이다.

    환자보호수단은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에 대한 하나의 기초절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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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보호수단은 다음과 같다.
    ⦁이중절연, 즉 연면거리에 대한 기초절연 및 보강절연의 합
    ⦁강화절연, 즉 연면거리에 대한 두 배의 기본절연
    ⦁이중절연, 즉 공간거리에 대한 기초절연 및 보강절연의 합
    ⦁강화절연, IEC 60664-1의 표 F.1 또는 F.7.a에 명시된 치수로서 기초절

연과 보강절연이 개별적으로 시험할 수 없는 이중절연을 위한 공간거리
를 위한 기초절연을 위한 견뎌낼 수 있는 전압의 160%를 견뎌낼 수 있
는 값. IEC 60664-1의 표 F.1 또는 F.7.a의 더 큰 값이 적용된다.

    c) 50 V AC까지의 전압의 분리를 위한 릴레이의 적용을 위한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

     1) 오염도 2: 50 V AC 공간거리까지의 전압 분리 릴레이의 스위칭 소자는 0.2 mm 
/0.4 mm(기초절연/이중절연)이다.  연면거리는 IEC 60664-1:2007의 
표 F.4를 적용한다.

        오픈 접점 (contact)에 대한 시험 전압은 500 V이다.
     2) 오염도 3: 50 V AC 공간거리까지의 전압 분리 릴레이의 스위칭 

소자는 0.8 mm/1.6 mm(기초절연/이중절연)이다. 대안으로, 밀폐형 
릴레이는 IEC 61810-1 카테고리 RT III에 따라 공간거리 0.2 mm/0.4 mm
(기초절연/이중절연)를 사용한다. 연면거리는 IEC 60664-1:2007의 표 
F.4를 적용한다.

        오픈 접점 (contact)에 대한 시험 전압은 500 V이다.

  8.9.1.13. 1400 Vpeak/d.c.를 초과하는 피크동작전압
  공통기준규격[별표1]은 적용하지 않는다.

  8.9.1.14. 2개의 조작자보호수단의 최소 연면거리
  공통기준규격[별표1]은 2차 회로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

  8.9.1.15. 내제세동형 장착부에 대한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따른다.

  8.9.2. 적용
    추가:
    b) 오염도 3에 대해서는 IEC 60664-1:2007의 6.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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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연면거리와 공간거리의 측정
    추가:
    오염도 3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IEC 60664-1:2007의 항목 6.2.에 따른다.

  8.10.4. 코드부착 수지형 부분 및 코드부착 발판 제어기
    8.10.4.101. 발판 스위치
    치과용 의료기기에 포함된 모든 전기수술기는 다음의 경우「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31. 전기수술기의 8.10.4.101.4.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전기수술기의 정격출력파워가 50 W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도구함에 있는 동안 전기수술기의 활성전극 (ACTIVE ELECTRODE)이 

충전되는 것을 방지할 경우
     - 사용설명서에서 전기수술기의 수술실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경우
    ※ 비고: 발판 스위치에 대하여「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31. 전기수

술기의 8.10.4.101.4.는 최소 10N의 동작압력을 명시하고 있다.

  8.11. 전원부, 부품 및 배치
  8.11.5. *전원퓨즈 및 과전류차단기
    추가:
    활동선(Phase line) 및 중성선(Neutral line)에 있는 퓨즈를 가진 장치는 

치과용 진료장치에 통합될 수 있다(서브장치, 내장형 장치). 이 장치들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치과용 의료기기의 주전원 퓨즈 뒤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통합된 장치의 전원전압은 공구의 사용 없이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9.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기계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9.에 따른다.
  9.8.2. 인장 안전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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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장 안전율의 결정

환경
최소 텐시블 
안전 요인a

No. 시스템 부품 연신율

1 마모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 
지지 시스템 부분

파단 시의 연신율이 5 % 
이상인 금속재료 

2.5

2 마모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 
지지 시스템 부분

파단 시의 연신율이 5 % 
미만인 금속재료 

4

3
마모에 의해 손상되고  
기계적 보호장치가 없는 

지지 시스템 부분

파단 시의 연신율이 5 % 
이상인 금속재료 

5

4
마모에 의해 손상되고  
기계적 보호장치가 없는 

지지 시스템 부분

파단 시의 연신율이 5 % 
미만인 금속재료 

8

5

마모에 의해 손상되고 기
계적 보호장치(또는 다중 
지지시스템의 주요 시스템)를 
지닌 지지시스템의 부분

파단 시의 연신율이 5 % 
이상인 금속재료 

2.5

6

마모에 의해 손상되고 기
계적 보호장치(또는 다중 
지지시스템의 주요 시스템)를 
지닌 지지시스템의 부분

파단 시의 연신율이 5 % 
미만인 금속재료 

4

7
기계적 보호장치(혹은 다
중 지지 시스템의 예비 

시스템)
2.5

 인장 안전율의 목적은 공통기준규격 [별표1] 15.3.7.(즉, 환경 영향, 마모의 
손상 영향, 부식, 소재 피로 혹은 노화)에 규정된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비금속 재료에 대해서는, 기준규격이 적절한 인장 안전율을 규정할 수 
있다(공통기준규격 [별표1] 부록 A, 세부항 9.8에 있는 이론적 근거 참조).

 마모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간주된 부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체인, 케이블(와이어로프), 벨트, 잭 나사 너트, 용수철, 공압 혹은 수압 

호스, 개스킷 혹은 공압이나 수압 피스톤의 고리.

  

만일 재료의 인장 강도가 정량화되고 정확히 알려져 있다면, 표 2가 
적용된다.

  9.8.3.2. 사람에 기인한 정하중
    추가:
    치과용 진료의자에 대해서는 표 3.의 질량분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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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질량 분포

치과용 진료의자의 부품 질량 분포(kg)

머리와 목 부분 10

상반신 및 상완 45

하반신, 팔 하부 및 손, 허벅지 55

다리와 발 25

합계 135

    135 kg 이상의 질량은 표 3.의 값들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한다.

    제조자의 정보에 따라 치과용 진료의자를 가장 불리한 위치에 배치한다.

  10. 원치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0.에 따른다.

  10.4.  레이저 및 발광 다이오드(LED)
    대치:
    레이저에 대해서는 IEC 60825-1 또는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24. 레

이저 진료기의 관련 요구사항을 따른다.

    발광 다이오드(LED)에 대해서는 의료용광선조사기IEC 60601-2-57의 혹
은 IEC 62471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른다.

    IEC 60825-1, IEC 62471,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24. 레이저 진료
기 및 의료용광선조사기IEC 60601-2-57의 관련 절차에 따라 준수 여부
가 확인된다.

  11.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1.에 따른다.

  11.1.1. *정상사용동안 최대온도
    개정:
    치과용 핸드피스에 대한 허용 가능 최대 온도에 대해 공통기준규격[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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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은 표 4로 대체한다.

표 4. 치과용 핸드피스에 대한 허용 가능 최대 온도

부품 허용 가능 최대 온도 °C 조건

금속 및 
액체

유리, 자기, 
유리상의 

재료

몰딩된 
재료, 

플라스틱, 
고무, 나무

조작자 측 치과용 핸드피스 56 66 71 NC

조작자 측 치과용 핸드피스 56 66 71 SFC

조작자 측 치과용 핸드피스 65 80 80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

 조작자의 반응 시간을 기반으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표 23.의 열 2가 
선택되었다.  

    환경적 온도에 대하여는 5.3. 참조.

    정상 상태 및 단일 고장 상태에서 조작자 측 치과용 핸드피스에서 온도 
상승의 최대 비율이 5 °C/초를 초과하면 안 된다.

  11.1.2.2.  환자에게 열을 가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은 장착부
    대치:
    정상 및 단일 고장 상태에서 환자 측 치과용 핸드피스에 대해서는 공통

기준규격[별표1] 표 24.의 한계가 적용된다. 장착부의 표면 온도가 43 °C를 
초과하면, 최대 온도는 사용설명서에서 공개되어야 하며 인체 표면, 
환자의 성숙도, 먹고 있는 약 혹은 표면 압력과 같은 특성에 관한 임상 
영향이 결정되고 위험관리 파일에서 문서화되어야 한다. 43 °C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화가 필요 없다.

    항목 추가:
    11.1.2.2.101. 다기능 공기 및 물 치과용 핸드피스
    다기능 공기 및 물 치과용 핸드피스에 대해서는 물 및/혹은 공기의 온도가 

환자 및 조작자에게 위해요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위험관리 파일을 검사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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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  측정
    추가:
    aa) 치과용 전기 모터
     1) 다음 조건 하에서의 측정
     추가적인 외부 공기 냉각 없이, 치과용 전기 모터를 정상 위치에 고정한다.
     전원: 치과용 전기 모터는 제조자의 모터 제어회로에 의해 전력이 공급

되어야 한다.
     ※ 비고: 전원 및 모터 제어회로는 간혹 치과용 전기 모터에 특화된다.

     다음 사항에 의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측정(공주(idle running))
     작동 조건:
     •  냉각 공기로(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  공기를 분사하지 않고
     •  물을 분사하지 않고
     •  해당하는 경우, 조명기를 켜고.

     치과용 핸드피스 없이, 그리고 하중 없이 최대 정격 회전 속도에서 3분 
동안 치과용 전기 모터를 작동한다. 최고온도 부분에서 측정된 온도가 
정상 상태에서 표 4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 비고: 이 측정은 ISO 11498에서 설명한 측정과 같다.

     –  측정(하중과 함께 가동)
     작동 조건:
     •  냉각 공기로(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  공기를 분사하지 않고
     •  물을 분사하지 않고
     •  해당하는 경우, 조명기를 켜고.
     •  ISO 7785-2에 따라 직선 치과용 핸드피스, 투과비 1:1, 자루 지름 

2.35mm로.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핸드피스에 윤활유를 칠한다. 전체 시험 
설정이 주변 온도까지 냉각될 수 있기 전에 과다한 윤활을 제거하기 
위해 하중 없이 핸드피스를 5분 동안 작동한다. 치과용 핸드피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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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손실 전력이 P = 1.8 W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30초의 듀티 사이클 동안 치과용 전기 모터의 최대 정격 회전 속도의 
75 %에서 7.5 W의 추가 하중으로 치과용 전기 모터를 4 사이클 동안 
작동한 후 9분 동안 정지한다. 전체 시험 중에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한다. 최고 온도 부분에서 최대 온도가 정상 상태에서 표 4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 비고: 하중은 크기가 적절한 부하 팬일 수 있다. 모터가 냉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과용 전기 모터로부터 공기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부하 팬과 치과용 전기 모터 사이에 완충기가 
탑재되어야 한다.

     2)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 조건 하에서의 측정
     추가적인 외부 공기 냉각 없이, 치과용 전기 모터를 정상 위치에 고정한다.

     전원: 치과용 전기 모터는 제조자의 모터 제어회로에 의해 전력이 공급
되어야 한다.

     ※ 비고: 전원 및 모터 제어회로는 간혹 치과용 전기 모터에 특화된다.

     다음 사항에 의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냉각 공기로(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  공기를 분사하지 않고
     •  물을 분사하지 않고
     •  해당하는 경우, 조명기를 켜고.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대로 핸드피스에 윤활유를 칠한다. 전체 시험 
설정이 주변 온도까지 냉각될 수 있기 전에 과다한 윤활을 제거하기 
위해 하중 없이 치과용 핸드피스를 5분 동안 작동한다. 치과용 핸드
피스의 완전한 손실 전력이 P = 1.8 W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한다. 30분 동안 치과용 전기 모터의 최대 정격 회전 속도의 75 %에서 
7.5 W의 추가 하중으로 치과용 전기 모터를 작동한다. 30분이 끝나면 
최고 온도 부분에서 온도를 측정한다. 온도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에 대해 표 4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 비고: 하중은 적절한 팬일 수 있다. 치과용 전기 모터가 냉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팬과 치과용 전기 모터 사이에 칸막이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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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한다.

     3) 냉각 공기 없이, 공기와 물을 분사하지 않고 온도 상승의 최대 비율 측정
     추가적인 외부 공기 냉각 없이, 치과용 전기 모터를 정상 위치에 고정한다.

     전원: 치과용 전기 모터는 제조자의 모터 제어회로에 의해 전력이 공급
되어야 한다.

     ※ 비고: 전원 및 모터 제어회로는 간혹 치과용 전기 모터에 특화된다.

     다음 사항에 의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냉각 공기 없이
     •  공기를 분사하지 않고
     •  물을 분사하지 않고
     •  해당하는 경우, 조명기를 켜고.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대로 치과용 핸드피스에 윤활유를 칠한다. 전체 
시험 설정이 주변 온도까지 냉각될 수 있기 전에 과다한 윤활을 제거
하기 위해 하중 없이 핸드피스를 5분 동안 작동한다. 치과용 핸드피스의 
완전한 손실 전력이 P = 1.8 W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치과용 전기 모터의 최대 정격 회전 속도의 75 %에서 냉각 공기 없이 
16 W의 하중으로 치과용 전기 모터를 작동한다. 그래프가 최대 온도 
상승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e-함수로 바뀌는 한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한다. 온도 상승의 비율이 11.1.1.에 기재된 값 이하라는 것을 확인한다. 

     4) 모터를 포함한 치과용 핸드피스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동등한 시험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bb) 전동식 치과용 핸드피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을 적용한다.
    ※ 비고: 치과용 비디오카메라, 경화용 등, 초음파 치석제거기가 예다.

     1) 정상 사용 조건 하에서의 측정
     추가적인 외부 공기 냉각 없이, 치과용 핸드피스를 정상 위치에 고정한다.

     전원: 치과용 핸드피스는 제조자의 전원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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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전원은 간혹 치과용 핸드피스에 특화된다.

     다음 사항에 의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대로, 그리고 가장 불리한 작동 모드로 치과용 

핸드피스를 작동한다. 최고 온도 부분에서 측정된 온도가 정상 상태
에서 표 4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2)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 조건 하에서의 측정: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위험 관리 과정은 온도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을 다루어야 한다. 최고 온도 부분에서 예상 온도가 
표 4의 한계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해당하면, 다음 사항에 의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적인 외부 공기 냉각 없이, 치과용 핸드피스를 정상 위치에 고정한다.

     전원: 치과용 핸드피스는 제조자의 전원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 비고: 전원은 간혹 치과용 핸드피스에 특화된다.

     위험 사정의 결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수행한다. 온도 부분에서 
예상 온도가 표 4의 한계를 초과하면 안 된다.

     3) 온도 상승의 최대 비율 측정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위험 관리 과정은 온도 상승의 최대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온도 상승 비율이 11.1.1.에 기재된 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해당하면, 다음 사항에 의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적인 외부 공기 냉각 없이, 치과용 핸드피스를 정상 위치에 고정한다.

     전원: 치과용 핸드피스는 제조자의 전원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 비고: 전원은 간혹 치과용 핸드피스에 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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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사정의 결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수행한다. 전체 시험 내내 
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온도 상승의 비율이 11.1.1.에 기재된 값 
이하라는 것을 확인한다.

  12.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 12.에 따른다.

  13. 위해상황 및 고장상태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3.에 따른다.
  13.1. 특정 위해상황
  13.1.1. 일반
    추가:
    치과용 핸드피스에 대해서는 추가 단일 고장 상태는 적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4.7.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 평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고려하는 항목은 온도, 회전 속도, 스트로크 속도, 토크, 복사, 잡음, 진동
일 수 있다.

  13.1.2. 방출, 외장의 변형 또는 최대온도의 초과
    3번째 대시(-)의 개정:
    - 11.1.3.에 기술된 바와 같이 측정했을 때 표 4에서 확인된 허용된 값을 

초과하는 치과용 핸드피스의 온도.

  13.2. 단일고장상태
  13.2.7  위해요인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냉각의 고장
    추가:
    치과용 전기모터에 대하여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3.2.7.을 적용하지 않

는다.

  13.2.10. 모터로 가동되는 ME기기에 관한 추가시험 기준
    a)에 대한 추가:
    다음에 대하서는 5초 동안 가동한다.
    - 치과용 전기모터

  13.2.13.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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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3.3. 모터를 가지는 ME기기
    본 항목은 치과용 전기모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14. 프로그램가능 의료용전기시스템(PEMS)
  공통기준규격[별표1] 14.에 따른다.

  15. ME기기의 구조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5.에 따른다.
  15.4.7. 코드 접속 수지형 및 발 조작형 제어장치
    추가:
    요구사항은 무선 발 조절식 조절장치에도 적용된다.

  16. ME시스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6.에 따른다.

  17.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7.에 따른다.

  항목 추가:
  101. 무선 수지형 및 발 조절식 제어장치
  안전과 관련된다면, 무선 수지형 및 발 조절식 제어장치들은 분명하게 치

과용 의료기기의 해당 부분에 할당되어야 한다.

  관련 문서화 및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험을 검사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
한다.

3.2.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전자파 안전은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
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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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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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용경
(관련규격: IEC60601-2-18:2009)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내시경 및 이와의 조합 조건, 인터페이스 조건 시 기본 안전 
및 필수성능에 적용된다. 

2. 정의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
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추가:

2.1. *용량 결합 고주파 전류 (CAPACITIVELY COUPLED HF CURRENT)
고주파 수술 기기의 장착부인 동력 내시경 장치에서 내시경으로의 용량 결합 
때문에 흐르는 불가피한 고주파 전류 

2.2. *내시경 응용을 위한 구성 (CONFIGURATION FOR ENDOSCOPIC 
APPLICATION)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 조건 그리고/또는 조합 조건 수단들을 가진 
내시경 장비의 조합
- 동력 내시경 장치
- 전자의료기기
- 무전원 의료기기
- 전자의료기기 시스템

  ※ 비고: 내시경 사용을 위한 구성도에 있는 모든 품목들이 이 기준규격의 범
위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도식적 설명은 부록 AA의 그림 AA.101 
참조

2.3. 내시경 (END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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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기능을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은 관찰 수단을 가지며 자연적 또는 수술로 
발생한 체강에 삽입하여 검사, 진단 또는 치료하는 의료기기
[ISO 8600-1, 정의 3.1]

※ 비고
1. 내시경은 경성, 연성 또는 캡슐형일 수 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영상을 포

착하는 시스템(예: 렌즈 또는 전기적/초음파 센서)과 다른 영상전송시스템
(예: 광학적(렌즈 또는 광섬유 다발) 또는 전기적/전자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 ‘캡슐’ 내시경을 포함하기 위해 비고 1)의 정의는 ISO 8600-1, 3.1 용어정
의와 다르다.

2.4. 내시경 기기 (ENDOSCOPIC EQUIPMENT)
사용목적을 위하여 전원 공급 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는 동력 내시경

2.5. 내시경 치료 장치 (ENDOTHERAPY DEVICE)
검사,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내시경 수술 중, 내시경의 동일한 또는 다른 
구멍을 통하여, 자연적 또는 수술로 발생시킨 체강에 삽입할 목적의 의료장치

※ 비고: 내시경 치료 장치들은 내시경 또는 내시경 치료 장치들을 삽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가이드 튜브, 투관침 튜브 또는 슬라이딩 튜브 등과 
같은 기구들을 포함한다. 내시경 관점에서 의도된 사용에 대한 장
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시경 치료 장치들은 내시경을 
위한 구멍 이외의 구멍을 통해 삽입되는 장치를 포함한다.

[ISO 8600-1, 정의 3.2]

2.6. *동력 내시경 (ENERGIZED ENDOSCOPE)
예를 들어 조명과 신호처리 같은 내부 시야 또는 영상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자의료기기의 장착부에 해당하는 내시경

2.7.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 (ENERGIZED ENDOTHERAPY DEVICE)
전자의료기기의 장착부인 내시경 치료 장치는 내시경 기기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시경 치료 장치는 내시경과 동일한 체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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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삽입되거나 별도의 체강을 통해 삽입될 수도 있다. 사용목적을 위해 
고주파 전류, 초음파, 레이저 등과 같은 에너지원을 이용한다. 

2.8. 고주파 (HIGH FREQUENCY), HF
일반적으로 200 kHz 이상의 주파수

2.9. 전기수술기 (HF SURGICAL EQUIPMENT)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생체조직을 절개나 응고하는 것과 같은 외과적 
수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전자의료기기 

2.10. 조합 조건 (INTERCONNECTION CONDITIONS)
하나 이상의 동력 내시경을 하나 이상의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때 기본 안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 

2.11. 인터페이스 조건 (INTERFACE CONDITIONS)
내시경 구성에 있어 전자의료기기 또는 무전원 의료기기와 내시경 기기 사이
의 기능적 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 

2.12. 광 배출 부 (LIGHT EMISSION PART)
광이 조사되는 창을 둘러싸고 있는 동력내시경의 삽입부의 일부분이며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삽입부의 표면적은 최대 직경의 3배 이내이어야 한다. 정방향을 관찰하는 동력
내시경은 말단부의 커버가 제거된 끝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측면을 관찰하는 
동력내시경은 광 배출부 창의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광 배출부 창의 중앙에서 세로(종)의 양쪽 방향으로 측정했을 때에 최소 10 
㎜에서 최대 25 ㎜ 이어야 한다. 그림 201.101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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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101 –  광 배출부의 식별

2.13. 중성 전극 (NEUTRAL ELECTRODE), NE
신체조직에서 원치 않는 화상 등과 같은 생리학적 효과를 피하기 위해 낮은 
전류 밀도의 고주파 전류가 돌아오는 경로를 제공하는 전극으로 환자의 
신체에 연결하기 위한 비교적 넓은 면적의 전극

※ 비고: 중성 전극은 플레이트, 플레이트 전극, 간접전극, 회귀 또는 분산 
전극으로도 알려져 있다.

2.14. 정격 부속품 전압 (RATED ACCESSORY VOLTAGE)
환자에게 연결된 중성전극(NE)과 관련되어 단극(monopolar) 고주파 수술기 
부분품에 인가되는 최대 고주파 출력 전압
양극(bipolar) 고주파 수술기 부분품의 경우에는 양 극 사이에 인가되는 최대 
피크 고주파 출력 전압

2.15. *전원 공급 장치 (SUPPLY UNIT)
내시경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전자의료기기의 부분으로서 동력 내시경을 구
성하기 위하여 필요 기능들을 제공한다. 

2.16. 초음파 진단장치 (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초음파 의료검사를 위한 전자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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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규격

3.1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전기 • 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치하거나 또는 추가 삽입한다(다음의 각 번호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번호에 해당한다).

  4. 일반 요구사항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4.에 따른다.

  4.1. ME기기 또는 ME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위한 조건
    항목 추가: 
    4.1.101.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
    내시경 치료 장치에 대한 개별기준규격의 요구사항과 조합 조건으로 

연결된 기기에 대한 개별규격의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이 기준규격
의 요구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4.1.102. 초음파진단기기
    내시경 기기의 초음파 부분이 초음파 진단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초

음파 진단장치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기 기준규격 20. (초음파영상진단장
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외 다른 부분은 이 기준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1.103. *전원 공급 장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전원공급장치에 서로 다른 개별기준규격이 적

용된다면 해당 부분들은 관련 개별기준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필수성능
    추가:
    4.3.101. *추가 필수성능 요구사항
    추가 필수성능 요구사항은 표 201.101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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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101 –  필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항목

조작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의 영상이 보여질 때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어야 한다.

제조자가 정의한
적용 가능성 및

조건

정확한 진단 또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 
또는 특정 스펙트럼의 출력의 제공이 부족하거나 
심각한 오차가 있음이 숙련된 조작자에 의해서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어야 한다.

12.4.4

조작자가 내시경 시술 도중에 녹화된 영상이 아닌 실제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어야 한다.
13.1.101

  4.6. *환자와 접촉하는 ME기기 또는 ME시스템의 부분품
    추가: 
    위험관리파일에서 특정 구성을 달리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규격의 

목적에 따라 광 가이드 케이블은 ME시스템의 부분으로 취급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4.7. ME기기의 단일고장상태
    추가:
    단일고장상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조자가 정의한 조합 조건 및 

인터페이스조건은 위험관리절차의 일부로 고려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5. ME기기 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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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형식시험
    추가:
    동력 내시경은 정의상 필연적으로 내시경을 포함하고 있다. 내시경이 광 

에너지만을 이용하여 동작한다면 전원공급장치에서 제공되는 F-형태 
장착부 절연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환자 또는 조작자에게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다. 
따라서, 제8절에서 규정되어 있는 전기적 안전성을 위한 형식시험들은 
필요하지 않다. 

  5.7. *습도 전처리 
    추가:
    위험관리 절차에서 내시경 기기의 개폐 커버가 열린 상태에서 높은 

습도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면 개폐커버는 폐쇄하거나 
부착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때 내시경 기기의 개폐커버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방될 수는 
있으며, 개방 시 기기가 비활성화(예, 인터록에 의해) 되어야 한다. 

    사용목적 또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 전 소독 그리고/또는 멸균 프로
세스의 대상이 되는 동력 내시경 그리고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들은 본 
항목에 따른 습도 전처리의 전제조건에서 제외된다. 

    다른 관련 시험항목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통기준규격[별표1] 
11.6.6. 그리고/또는 11.6.7.을 따라야 한다. 

  6. ME기기 및 ME시스템의 분류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6.에 따른다.

  6.2.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마지막 단락은 다음으로 대치:
    내시경 기기의 장착부는 BF형 또는 CF형 장착부로 분류되어야 한다(공통

기준규격[별표1] 8.3 참조). 이러한 장착부는 제세동에 견딜 수 있는 장착
부로 분류 될 수도 있다.

  7. ME기기의 표식, 표시 및 문서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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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ME기기 또는 ME기기 부분의 외측표시
  7.2.1. ME기기 및 교체가능 부분의 표시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대치:
    만일 ME기기, ME기기 부분 또는 부속품, 또는 외장의 크기로 인하여 

공통기준규격[별표1] 7.2.2.에서 7.2.20.까지에서 명시한 표시를 모두 부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7.2.2., 7.2.5., 7.2.6.(영
구적으로 설치되는 ME기기는 제외), 7.2.10. 그리고 7.2.13.(해당될 경우)
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고 나머지 표시들 전체는 사용설명서에 기록되
어야 한다. ME기기 또는 부속품에 대한 표시가 실현가능하지 않을 경
우, 개별 포장에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원재료, 부분품, 액세서리 또는 ME기기가 일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포장에 “재사용 금지”와 함께 ISO 7000-1051 (2004-01)기호가 표
시되어야 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1] 표 D.1 기호 28 참조).

  7.2.9. *IP 분류
    추가:
    동력 내시경 및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가 재처리 방법 및 조건들을 

상세히 제공한다면 본 요구사항은 제외한다. 이 기준규격에 따른 재처
리 절차를 나타내는 기호는 요구되지 않는다.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7.9.2.12. 항목을 참조한다. 

  7.2.10. 장착부
    추가:
    장착부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포장에 할 수 있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항목 추가:
    7.2.101. 표시 대체 수단
    내시경 기기의 출력장치(예, 화면)에 있는 정보를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에 

볼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7.2.3., 7.2.5., 
7.2.11. 그리고 7.2.13.에서 요구하는 표시와 동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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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결과의 검사 그리고/또는 
사용설명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7.2.102. *조명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교체형 조명등이 있는 공급 장치

에는, 공급 장치 내부나 외부에, 모델 혹은 형식 기준을 제공하며 램프 
근처에 영구적으로 부착되고 명확히 읽을 수 있는 표시가 제공되어야 
한다(표 201.D.101의 기호 111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내시경의 말단부 안에 내장된 교체형 조명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서 
모델 혹은 형식 기준이 부속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서비스 인력이 도구를 이용해서만 조명등의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모델 혹은 형식 기준이 부속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7.4. 제어기 및 계기의 표시
  7.4.3. 측정 단위
    추가:
    내시경 및 내시경치료 기기에 대해서는, 특정 원형 혹은 비원형 단면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된 측정 'French' 혹은 
'Charrière', 기호 F이 사용될 수 있다.

    F = 3 u/π
    여기서 u 는 mm로 표현되는 단면의 둘레이다.

    ※ 비고: ISO 8600-1의 정의를 인용한 것이다.

  7.6. 심벌
  7.6.2. 부록 D의 심벌
    추가:
    제조자 임의로, 내시경 기기의 특정 기능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가 사용될 

수 있지만, 만일 사용된다면, 사용설명서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기호가 
사용되면, 부록 D는 이렇게 선호된 기호를 수록하며, 이는 기술된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7.9. 부속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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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사용설명서
  7.9.2.2. *경고 및 안전통지
    추가:
    내시경 기기의 사용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 및 안전통지가 적절한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 

    내시경 기기에 관한 경고 및 안전통지: 
    a) 장착부 표면 온도가 41 ℃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고 통지

(11.1.2.2. 참조)
    b) 내시경의 광 방출부에서 높은 에너지 복사광이 전달될 수 있고 방출

부의 전면에 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통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

    c) 내시경 기기가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방지
    d) 조명등의 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과 눈 손상 같은 위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해 상황을 방지
    e) 다수의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또는 광 가이드 케이블과 함께 사용될 

목적을 가진 동력 내시경의 F형 장착부는, (예를 들어)전기절연된 광 
가이드 출력 콘센트를 가진 전원 공급 장치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경고

    f)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거친 표면, 날카로운 끝 혹은 
돌출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환자 안에 삽입될 예정인 
통전형 내시경 부분의 외부 표면을 매번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는 내용.

    g) 매번 사용하기 전이나 또는 관찰 모드/환경설정을 변경한 후, 조작자는 
내시경을 통해 본 것이 실제영상(저장된 것보다는)이며 영상 방향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조합 조건(INTERCONNECTIONS CONDITIONS)과 관련된 경고 및 안전통지:
    h) 내시경 사용에 대한 구성 내에서 사용되는 다른 ME기기의 장착부의 

조합 조건은 BF형 장착부 또는 CF형 장착부를 요구한다는 경고
    i) 공기의 과다 흡입, 고주파 수술 전의 불활성 기체 또는 레이저로 인한 

가스 등이 원인이 되는 가스 색전증으로 인한 위험과 관련된 경고
    j) 동력 내시경이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와 함께 사용된다면 환자누설전류 

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경고. 만일 CF형 장착부를 가진 내시경이 사용된
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 총 환자누설전류를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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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CF형 장착부인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k) 고주파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를 사용하는 위치에 폭발성 있는 가스가 

모이는 경우의 위험 방지
    l) 동력 내시경 그리고/또는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들이 레이저기기와 

함께 사용될 경우, 조작자에 대한 눈 손상 가능성의 방지, 예를 들어 
적합한 보호 필터링 안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동력 내시경의 접안렌즈 
안에 적합한 필터를 끼우는 등을 포함한 안전한 사용방법에 관한 충고

    m) 어떤 부속품 및(또는)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와 내시경 기기의 호환
성은 매번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에 정의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살펴야한다.

    n) 환자에게 삽입될 용도의 동력 내시경의 외곽 표면 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거친 표면, 예리한 모서리 또는 돌출부가 없음을 매번 사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인터페이스조건 관련 경고 및 안전통지:
    o) 내시경 사용을 위한 구성도 내에 있는 부속품, ME기기 및(또는) ME

시스템 등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권고사항(공통기준규격[별표1] 16.2. 및 이 기준규격 15.4.1참조)

    적합성은 사용설명서를 검사하여 확인한다.

  7.9.2.12. 청소, 소독 및 멸균
    추가:
    부속 문서에 조작자 혹은 책임조직이 매번 사용하기 전에 재사용 적합

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육안 및/혹은 기타 검사에 대한 지시
사항이 제공되면, 내시경 장비 부품 혹은 부속품이 견딜 수 있는 사이클의 
수는 제공될 필요가 없다. 

  7.9.2.14. 부속품, 보조 기기, 사용된 재료
    추가: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가 전기수술기와 함께 사용될 경우, 의료기기 기

준규격(전기수술기)(IEC 60601-2-2:2009)의 관련요구사항에 따라 사용설
명서에 안전사용에 관한 권고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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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ME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8.에 따른다.

  8.3. 장착부의 분류
    c)의 대치:
    c) 내시경 기기의 장착부는 BF형 장착부 또는 CF형 장착부여야 한다. 

조합 조건에서는 내시경 적용형 구성 내에서 사용된 다른 ME기기의 
장착부가 BF형 장착부 혹은 CF형 장착부라야 한다.

    d)의 대치:
    d) 공통기준규격[별표1] 4.6.에 따라 식별된 내시경 기기 또는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의 일부는 장착부의 요구사항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요구사항 c)를 적용한다.

  8.5. 부분의 분리
  8.5.2. 환자접속부의 분리
  8.5.2.2. B형 장착부
    대치:
    본 항목은 동력 내시경 및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5.2.3. *환자 리드선
    추가:
    만일 위험관리 프로세스에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면 위 요구사항들은 동력 내시경 및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비고: 전기수술기의 환자 리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의료기기 기준규격
(전기수술기)(IEC 60601-2-2:2009) 중 8.5.2.3. 절을 참조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8.8. 절연
  8.8.3. *내전압
    추가:
    본 항목은 고주파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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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이 기준규격의 항목 
11.101.2.에서 주어졌다.

  8.9.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8.9.1. 허용값
  8.9.1.1. *일반사항
    추가: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의해 적절한 안전성이 입증되면 소형 치수 부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착부 내에서 연면거리 및 공간 이격거리가 
감소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두 가지 조작자 보호 수단, 오염도 1에 
대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8.5.1.3.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부록 J 참조).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9. ME기기 및 ME시스템 기계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9.에 따른다.

  9.2. 가동부에 관련된 위해요인
    추가:
    본 항목은 동력 내시경과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3. 표면, 모서리 및 가장자리와 관련한 위해요인
    추가:
    동력 내시경의 경우, 위험관리프로세스의 일부로서 표면, 모서리 및 가장

자리와 관련된 ISO 8600-1의 요구사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평가
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9.4. 불안정 위해요인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항목 9.4.는 동력 내시경 및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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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 불안정 –  균형상실
  9.4.2.4. 캐스터 및 바퀴
  9.4.2.4.3. *문턱을 넘는 이동
    추가:
    총질량이 45 kg을 초과하는 워크스테이션(‘스택')에 탑재된 내시경 적용형 

구성 내에서 사용될 이동식 ME시스템은 허용불가 위험 없이 15㎜ 문턱
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확인한다:
    이동식 ME시스템은 부속 문서에 표시된 바와 같은 안전사용하중이 시

행되는 운반 위치에서 구성된다. 이동식 ME시스템은 부속 문서에 있는 
지시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따라 이동되며, 그런 지시사항이 제공되지 않
으면, 정상 사용에서처럼 단면이 직사각형이며, 높이는 15 mm고 최소한 
폭이 20 mm이며 바닥에 평평하게 고정되는 단단한 수직면 장애물 위로
(상하로) 순방향으로 10회 이동된다. 장애물의 상부 코너반지름은 최대 
2 mm까지 적용될 수 있다. 모든 휠과 바퀴는 수동식인 이동식 ME시스
템에 대해서는 0.3 m/s ± 0.1 m/s의 속도로, 혹은 모터 구동형 이동식 
ME시스템에 대해서는 유지될 수 있는 최대 속도로 장애물에 충격을 가
해야 한다.

    이동식 ME시스템이 장해물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예
를 들어, 작은 바퀴 때문에). 불균형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은 불합격
으로 여겨진다. 

    이동식 ME시스템, 그 부품 그리고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9.5. 비산물의 위해요인
    추가:
    본 항목은 동력 내시경 및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7. 공기압 및 수압을 받는 압력용기 및 부분
  9.7.5. 압력 용기
    추가:
    본 항목은 동력 내시경 및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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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압력제어 장치
    대치:
    공통기준규격[별표1] 항목 9.7.7.에서 요구하는 압력완화장치를 가진 내

시경 기기에서 압력조절의 책임을 가지는 압력제어장치는 정격 하중 하
에서 제조자가 규정한 적절한 횟수의 작동을 할 수 있어야하고 정상사
용의 그 어떤 조건하에서도 압력이 압력완화장치의 설정의 90 % 이상을 
넘어서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구성부품에 대한 제조자의 데이터 검사, ME기기 검사, 위험 관리 파일 
검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 시험에 의해 적합성 여부가 확인된다.

  9.7.7. 압력 완화 장치
   요구사항 h)의 대치:
   h) 작동 사이클의 최소 횟수는 환경적 조건 그리고 압력완화밸브가 예상

만큼 작동되지 않았을 때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압력완화장치의 예상
수명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버스팅 디스크와 같은 일회용 장치는 환경적 
조건 그리고 압력완화밸브가 예상만큼 작동되지 않았을 때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9.8. 지지시스템과 관련한 위해요인
    추가:
    본 항목은 동력 내시경 및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원치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0.에 따른다.

  10.4. *레이저 및 발광다이오드(LED)
    추가:
    이 세부항은 내시경 장비에 의한 내부 관찰 혹은 영상용 조명을 제공하는 

발광 다이오드(LEDs)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 
기준규격의 10.5., 10.6. 및 10.7.항에 포함된다.

  10.5. 기타 가시 전자파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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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해당하는 경우, 제조자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서 내시경 기기에 의해 

생성된 내부 관찰 혹은 영상용 조명을 제공할 예정인 LED를 포함하여 
가시 전자파 방사와 연관된 위험을 다루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10.6. 적외선 방사
    대치:
    해당 하는 경우, 제조자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서 내시경 장비에 의해 

생성된 내부 관찰 혹은 영상용 조명을 제공할 예정인 LED를 포함하여 
적외선 방사와 연관된 위험을 다루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10.7. 자외선 방사
    대치:
    해당 시, 제조자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서 내시경 장비에 의해 생성된 

내부 관찰 혹은 영상용 조명을 제공할 예정인 LED를 포함하여 자외선 
방사와 연관된 위험을 다루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11.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1.에 따른다.

  11.1. ME기기의 과온
  11.1.2. 장착부의 온도
  11.1.2.2. *환자에게 열을 가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은 장착부
    추가:
    다음의 경우는 최대온도를 사용설명서에 나타낼 필요가 없다:
    -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내시경의 삽입부의 표면 

온도가 41 °C를 넘을 때
    - 내시경의 광 배출 부의 온도가 41 °C를 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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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 공급 장치 또는 내시경에 연결되는 광 가이드 연결부의 온도가 41 °C를 
넘을 때

    위의 상황에서는, 사용설명서에 적절한 경고와 환자에 대한 허용불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취해져야 하는 대책에 관한 권고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경고에는 높은 표면 온도의 잠재적 임상 결과, 예컨대, 영구적인 
조직 손상이나 응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이 기준규격 항목 7.9.2.2. 
참조).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 및 사용설명서를 검사하여 확인한다.

  11.1.4. 가드
    추가:
    전원 공급 장치의 조명등은 공구의 사용 없이 접촉할 수 있는 경우, 

조명 교체를 위한 개폐 커버 또는 가까운 곳에 표시(가급적이면 IEC 
60417-5041 (2002-10)의 기호를 사용하여)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에 
주의를 포함하여야 한다(7.9.2.2 참조).

  11.6. 넘침, 유출, 누설, 물 또는 미립자 물질의 침입, 청소, 소독, 멸균 및 
ME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질과의 적합성 

  11.6.5. *ME기기 및 ME시스템에의 물 또는 미립자 물질의 침입
    추가:
    청소, 소독 그리고/또는 멸균하여 사용하는 동력 내시경 및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는 본 요구사항으로부터 제외되나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1.6.6 그리고(또는) 11.6.7의 요구사항들을 적절히 만족하여야 한다.

    항목 추가:
    11.101. 조합 조건
    11.101.1. 레이저와의 조합 조건으로 인한 열 및 기타 위해요인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는 동력 내시경 그리고/또는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와 함께 레이저기기를 사용하면 정상 사용에서와 단일고장조건을 
포함하여 환자 또는 조작자에게 열 및 다른 위험들의 발생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 반사된 레이저 에너지로부터의 내시경에 가해진 열 손상(발화 포함)
    - 반사된 레이저 에너지로부터의 잠재적 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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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11.101.2. *전기수술기와의 조합 조건으로 인한 열 및 기타 위해요인
    a)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는 동력 내시경 그리고/또는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와 함께 전기수술기를 사용하면 정상 사용에서와 단일고장
조건을 포함하여 환자 또는 조작자에게 열 및 다른 위험들의 발생가
능성을 알려야한다.

     1) 전기적 방전 또는 용량 결합 고주파 전류 (CAPACITIVELY COUPLED 
HF CURRENT)로 인해 발생한 내시경에 대한 열 손상

     2) 고주파 전자기 에너지로 인한 비디오 영상화면의 간섭현상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b) 전기수술기의 장착부인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를 허용할 수 없는 위
험으로부터 환자 그리고/또는 조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
을 제공해야 한다.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의 적합성은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31. 전기수술
기의 항목 8.8.3.103. 및 8.8.3.104.의 시험 방법들에 따라 확인한다. 

    c) 정상상태에서 전기수술기의 장착부인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용량 결합 고주파 전류 (CAPACITIVELY 
COUPLED HF CURRENT)로 인한 열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하여 절연되어야 한다. 광택제(lacquer)와 같은 물질은 영구적인 절연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다. 

    적합성은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1) 정상 사용 및 단일고장상태 하에서는 동력 내시경 장비로부터 노출된 

전도부까지 용량 결합 고주파 전류(CAPACITIVELY COUPLED 
HF CURRENT)를 전도할 수 없다고 결정된다면 위험 관리 파일을 
검사하여.

     2) 상기 조건 1)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시험에 의해: 
        그림 201.102에 나타난 회로와 배치를 이용하여 노출된 각 전도부로



- 210 -

부터 용량 결합 고주파 전류 (CAPACITIVELY COUPLED HF 
CURRENT)를 측정한다. 용량 결합 고주파 전류 (CAPACITIVELY 
COUPLED HF CURRENT)가 50 mA를 초과하면 안 된다.

1.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31. 전기수술기에 따라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예
를 들어, 400 kHz ± 100 kHz,

   그리고 내시경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정격부속품전압 절개모드 따라
2. 비전도성 물질로 만들어진 책상
3. 중성 전극
4. 능동 케이블
5. 내시경
6.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
7. 노출된 전도성 부분
8. 200 Ω 무유도 저항
9. 고주파 전류 계측기
10. 광 가이드 케이블 (영구적으로 부착되었을 경우에만)
11. 0.5 N/cm2의 압력으로 내시경의 삽입부분의 50 % 정도 둘러싼 금속박

그림 201.102 –  내시경의 전도성 부분으로부터 용량 결합 고주파 전류 
(CAPACITIVELY COUPLED HF CURRENT)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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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2. 에 따른다.

  12.2. 사용적합성
    추가: 
    위험관리절차를 통해 사용적합성과 관련하여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 비고: 만일 내시경 기기, 부속품 그리고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의 사용
목적 및 취급이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면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및 사용적합성 입증은 과거 데이터에 기초할 수 있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의 검사로 확인한다.

  12.3. 알람 시스템
    추가:

    ※ 비고: 이 기준규격은 알람 조건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 비고: 알람신호 또는 알림신호가 아닌 다른 신호(공통기준규격[별표4] 
정의)

  12.4.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12.4.4. 잘못된 출력 
    추가:
    의미 있는 오류 또는 정확한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개별 

스펙트럼 출력 또는 주파수 제공의 부족으로써 훈련된 조작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13. 특정 위해 상황 및 고장 상태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3.에 따른다.

  13.1 특정 위해 상황
    항목 추가:
    13.1.101. 영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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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자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실제 영상을 
보지 않고 녹화된 영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위험관리절차에 기술되
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14. 프로그램 가능 의료용 전기시스템(PEMS)
  공통기준규격[별표1] 14.에 따른다.

  15. ME기기의 구조
  공통기준규격[별표1] 15.에 따른다.
  15.3. 기계적 강도
  15.3.1. 일반
    추가: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항목 15.3.1.부터 15.3.7은 동력 내시경 및 동력 내

시치료 장치에 적용하지 않는다.

  15.3.5. *거친 취급 시험
    추가: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항목 15.3.5.는 내시경 적용형 구성 내에서 사용

될 예정인 워크스테이션('스택')에 탑재된 이동식 ME시스템에 적용되지 
않는다.

  15.4. ME기기의 부품 및 조립 일반
  15.4.1. *커넥터의 구조
    요구사항 b)에 추가:
    내시경 기기 및 내시경 치료장치의 제조자는 내시경 혹은 내시경 기기를 

비 내시경 환자 연결장치(예, 정맥 내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예정인 
의료기기를 잘못 연결할 확률을 고려한 위험관리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커넥터의 의도된 용도에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되는 어플리
케이션에 대해서는, 사용된 설계가 위험관리 절차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의도된 특정 용도에 따라 잘못 연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한다.

    ※ 비고: 장비의 의도된 용도와 일치하는 커넥터에 대한 관련 규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 절차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지 않
는 한, 이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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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16. ME시스템
  공통기준규격[별표1] 16.에 따른다.

  17.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공통기준규격[별표1] 17.에 따른다.

3.2.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전자파 안전은「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
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항목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
통기준규격」의 번호에 대치하거나 또는 추가 삽입한다.

  6.2 내성
  6.2.1 일반사항
  6.2.1.10 적합성 기준
    추가:
    다음 사항을 내시경 기기에 대한 허용할 수 없는 성능저하로 간주하면 

안 된다.
     –  조명 혹은 영상 디스플레이의 짧은 중단 또는 '대기'나 '안전' 모드로 

재설정되는 것이 전원 공급 장치의 작동 패널에 명확히 표시되는 것
     –  위험관리 절차에서 성능저하로 인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적합성은 기기 그리고(또는) 위험관리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5.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
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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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음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들을 적용 한다. 

부록 C
(참고)

ME기기 및 ME시스템에 대한 표시 및 라벨링 요구사항의 가이드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 C를 적용한다.

C.1 ME기기, ME시스템 또는 그 부분 외측의 표시

추가:
C.1.101. 내시경 기기 또는 그 부분의 외측에 대한 표시
내시경 기기 및 그 부분  외측에 대한 표시의 요구사항들은 7.2.에서 찾을 
수 있다. 내시경 기기 및 그 부분  외부에 대한 표시의 추가 요구사항들은 
표 C.101에 나열된 항목들에서 찾을 수 있다. 내시경 기기 외부에 대한 표시
에 사용되는 기호 및 안전표시들은 부록 D에서 찾을 수 있다.

표 C.101 –  내시경 기기 또는 그 부분 외부에 대한 표시

표시에 대한 설명 항목

조명등, 모델 또는 형식 참조: 표시의 7.2.101.

조명등, 접근 커버: 표시의 11.1.4.

C.2. ME기기, ME시스템 또는 그 부분의 내측 표시
추가:
C.2.101. 내시경 기기 또는 그 부분 내측에 대한 표시
내시경 기기 및 그 부분 내측에 대한 표시의 요구사항들은 7.3.에서 찾을 수 
있다. 내시경 기기 및 그 부품 내측에 대한 표시의 추가 요구사항들은 표 
C.102에 나열된 항목들에서 찾을 수 있다. 내시경 기기 내측에 대한 표시에 
사용되는 기호 및 안전표시들은 부록 D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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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2.102 –  내시경 기기 또는 그 부분 내부에 대한 표시

표시에 대한 설명 항목

조명등, 모델 또는 형식 기준: 세부항의 표시 7.2.101.

C.4. 부속문서, 일반
추가:
부속문서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정보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7.9.에서 
찾을 수 있다. 부속문서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정보들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들은 표 C.104에 나열된 항목들에서 찾을 수 있다.

표 C.104 –  부속문서, 일반사항

표시에 대한 설명 항목

내시경 기기 외부 표시에 대한 대안 7.2.1.

오직 서비스 직원만 접근 가능한 조명등의 모델 또는 형식 참조 7.2.102.

내시경 끝에 설치된 조명등의 모델 또는 형식 참조 7.2.102.

이동식 ME시스템 상 안전작업용량의 환경설정 9.4.2.4.3.

이동식 ME시스템의 이동을 위한 설명서 또는 권고 9.4.2.4.3.

C.5. 부속문서, 사용설명서
추가:
사용설명서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7.9.2에서 찾
을 수 있다. 사용설명서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들은 표 C.105에 나열된 항목들에서 찾을 수 있다.

표 C.105 –  부속문서, 사용설명서

표시에 대한 설명 항목
내시경 기기에 사용된 기호의 설명 7.6.2.
41 °C를 초과하는 내시경 장비의 부품으로부터 생기는 위험 
회피에 관한 경고와 권고 11.1.2.2.

조명등에 대한 액세스 커버 근처 고온 가능성에 관한 주의
사항 주석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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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호 참조 제목

101 해당 없음 내시경

102 해당 없음 공기 공급 장치

103 해당 없음 흡입

104 해당 없음 물병

105 해당 없음 흡입 병

106 해당 없음 광 필터

부록 D
(참고)

표시 상의 심벌

다음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 D를 적용한다.
추가:
내시경 기기 표시를 위하여 쓰이는 추가 기호들은 표 D.101에서 찾을 수 있
다.

표 D.101 –  내시경 기기 또는 그 부분 표시에 대한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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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호 참조 제목

107 해당 없음 스틸 사진

108 해당 없음 조사등 측정

109 해당 없음 중앙부 중점 광 
측정

110 해당 없음 평균 광 측정

111 해당 없음 조명등 모델 
또는 형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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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조화의 결합
예 1  예 2
9.  2 × MOPP (주전압) 9. 2 × MOPP (주전압)
10. 2 × MOPP (동작전압) 그리고 
    1 × MOPP (주전압) 

10. 2 × MOPP (동작전압) 그리고 
    1 × MOPP (주전압)
11. 2 × MOPP (동작전압) 그리고  
    1 × MOPP (주전압)

12. 2 × MOPP (동작전압) 그리고 
    1 × MOPP (주전압) 12. 2 × MOOP (주전압)

13. 인터페이스조건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의 적합성 –  항목 11.101.2 참조)

부록 J
(참고)

절연경로의 조사

다음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부록 J를 적용한다.
추가:

1. 전원 공급 장치
2. 동력 내시경
3. 주전원 부분
4. 전기수술기
5. 동력 내시경과의 환자연결부
6. 고주파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와의 환자연결부
7. 고주파 중성 전극과의 환자연결부
8. 신호 입력/출력 부분 (인터페이스 조건을 포함할 수 있음)

그림 J.101 –  절연 예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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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공급 장치
2. 장착부 (예: 광 연결부, 광 케이블, 내시경 등)
3. 동력 내시경과의 환자연결부
4. 주전원
5. 2 × MOOP (주전압)
6. 2 × MOPP (동작전압) 그리고 1 × MOPP (주전압)

그림 J.102 –  절연 예 102

1. 2 x MOOP (주전압) (항목 8.9.1.1 :연면 거리 및 공간 거리 축소의 예)
그림 J.103 –  절연 예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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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A
(참고)

개별 가이던스 및 이론적 근거

AA.1 일반 가이던스
이 부록은 규격의 중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간결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
며, 이 기준규격에 관련된 제품에 익숙하지만 규격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규격을 적절히 적용하려면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긴다. 게다가, 임상 사례와 기술이 변함에 따라, 
현재 요구사항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이런 개발에 의해 필요하게 된 규격의 
개정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AA.2 개별 항 및 항목들의 근거
다음은 이 기준규격에서의 특정 항 및 항목들에 대한 근거들이며 항 및 항
목들의 번호들은 규격 본문에서의 번호와 동일하다.

항목 1 –  적용범위  
점점 더 많은 내시경에 적용하기 위해 동력 내시경 치료장치를 사용하면 
내시경 적용형 구성 내에서 내시경과의 상호연결 조건 및 인터페이스 조건에 
대해 부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 다른 개별규격이 생길 수 있다. 이 세부항은 
요구사항이나 시험규격이 상충되는 경우에 이 기준규격의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내시경 및 내시경 치료 장치의 구조적 그리고 물리적 요구사항들 때문에 
ME기기 그리고(또는) 그것의 장착부의 내시경 사용은 내시경을 사용하지 않
았을 때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전 규격에서는 내시경의 동일한 구멍에서 환자의 일부가 되는 부속품 단 
하나를 적용하였다면, 본 규격 제3판의 범위는 두 번째 또는 그 다음의 구멍을 
통해 환자의 일부가 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범위의 확대는 내시경 적용을 
위한 사전설정의 정의를 모든 관련 인터페이스조건을 아우르도록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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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1. –  용량 결합 고주파 전류
내시경의 설계 및 좁은 치수로 인해, 이는 함께 사용되는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에 전기 용량으로 연결되게 된다.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가 전기수술기
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면, 이런 고주파 전류 중 일부는 동력 내시경 치료 장
치로부터 내시경까지 연결되고 환자 및/혹은 조작자를 통해 내시경으로부터 
다시 전기수술기로 흐를 수 있다.

정의 2.2. –  내시경 사용을 위한 구성
내시경 수술은 흔히 다수의 기기들과 각각 내시경 기기와 상호 작용 또는 
인터페이스 해야 하는 내시경 기기, 동력 또는 무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 기
타 ME기기 또는 ME시스템, 그리고 비-ME기기와 함께 진행된다. 내시경 
사용에 대한 사전설정의 정의는 이 기준규격의 범위를 기술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조합 조건 그리고 인터페이스조건의 요구사항들의 정의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시경 사용에 대한 사전 설정은 통상적인 내시경 수술에서 쓰는 기기를 보
여주고 있는 그림 AA.101을 참조하여 잘 설명된다. 이는 전형적인 내시경 
시술에 사용된 장비를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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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A.101 –  일반적인 내시경 적용에 대한 구성의 도식

정의 2.6. –  동력 내시경
오직 어떤 형태의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된 내시경을 동력 내시경이라 하고 
따라서 ME기기의 정의 내에 포함된다. 전원 공급 장치가 없는 내시경은 따라
서 이 기준규격의 범위 밖에 있다.

동력 내시경은 가끔 다른 동력 내시경을 통하여 사용되며, 이 같은 경우 조합 
조건을 포함한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들은 둘 모두 동력 내시경에 의하
여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광학 관찰 수단을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는 외과적 조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 
본 정의는 초음파진단기기를 포함하나 이러한 것들의 요구사항들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초음파영상진단장치)(IEC 60601-2-37)에 상호 참조된다(3.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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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통전형 내시경이 있는가?

(통전형 내시경은 이 기준규격에서 다룬다)

3.206. 참조

→

아니오

이 기준규격의  적용범위가 

아니다.

3.204. 및 1.1. 참조

↓예

하나 이상의 관련된 통전형 내시경 기기가 있는

가?

3.207. 참조

(통전형 내시경 기기는 다른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일 수 있다)

→

아니오

이 기준규격에 규정된 바와 

같은 상호연결 조건이 없다.

3.210. 참조

↓예

내시경과 동일한 구멍을 통해, 혹은 내시경 시술 

중에 2차 혹은 후속 구멍을 통해 환자 안으로 

도입된 내시경 기기가 있는가? 3.207. 참조

→

아니오

이 기준규격에 규정된 바와 

같은 상호연결 조건이 없다.

↓예

이 기준규격은 상호연결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을 규정한다.

3.210. 참조

예:

4.7 ME기기에 대한 단일고장상태

7.9.2.2 경고 및 안전 주의사항

상호연결 조건에 관한 경고 및 안전 주의사항

11.101 상호연결 조건

정의 2.7. –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는 어쩌면 다른 ME기기의 장착품일 수 있다. 만일 그
렇다면, 그것들은 ME기기 형식의 규격에 의하여 다루어지나, 그것들의 내시
경기기와의 조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이 기준규격에서 주어진다.

정의 2.10. –  상호연결 조건
정의 간의 관계:

정의 2.15. –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광원, 영상 처리기, 초음파 처리기와 
같은 것들). 이것들은 동력 내시경이 의도한 되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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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기기이다. 전원 공급 장치의 정의는 전기적으로 그리고/또는 기계적으로 
내시경과 연결될 수 있는 TV카메라와 그것의 처리기를 포함한다(하지만 카메
라는 장착부일 수 도 있다).

항목 4.1.101. –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
증가하는 내시경 적용으로 인한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의 사용은 조합 조건
에 대해 다른 개별기준규격들이 부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이 늘어날 수 있다. 
본 항목은 요구사항들 또는 시험들의 모순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 기준규격 
적용의 우선순위를 설립하고 있다. 이의 사유는 내시경 및 내시경 치료 장치
의 구조적 그리고 물리적 요구사항들 때문에 ME기기 그리고/또는 그것의 
장착부의 내시경 사용은 비-내시경 사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항목 4.1.103 –  전원 공급 장치
내시경 기기의 정의는 침습성 초음파 탐색과 그들의 전원 공급 장치를 포함
하고 있으며 이것은 어느 하나의 일체형 또는 분리형 관찰 수단과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ME기기의 전기적 안전 측면은 이 기준규격에서 
다루어지지만 초음파 기능성 안전 측면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초음파영상진단
장치)(IEC 60601-2-37)에서 다룬다.

내시경 수술에서 사용되는 특정 ME기기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시
경이 의도한 관찰 또는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주전
원에 대한 단 하나의 연결부를 가진 전원 공급 장치에 추가 기능을 통합하
는 것은 흔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들 
등은 적절한 개별기준규격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
적이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전체구성에 엎지름, 액체의 침입등과 같은 별
도의 개별기준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에 부합하는 것을 포함하
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구성의 개별 부분에 적
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 때문이다.

항목 4.3.101. –  추가 필수성능 요구사항
내시경 기기는 때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 제어된다. 영상정보의 바른 
제공은 진단, 치료 또는 영상 기록화에 의지할 가능성이 크다.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이런 정보는 어쩌면 전자기간섭 등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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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능의 위험한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필수성능 요구사항들은 특정 장치 또는 수술 고유의 설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장비의 제조자는 위험관리파일 내에서 대상 요일들을 
평가해야 한다.

추가로, 7.9.2.2. g)의 경고 및 안전 주의사항은 일부 사용적합성 측면을 반영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주의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
설명서에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항목 4.6. –  환자와 접촉하는 ME기기 또는 ME시스템
광 가이드 케이블은 장착부의 정의에 포함되진 않는데 이는 ME기기 또는 
ME시스템들이 정상 사용에서 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꼭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상 사용에서 환자와 신
체적 접촉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험관리문서에서 광원, 광 가이드 케이블 
그리고 동력 내시경의 특정 사전설정에 대한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기준규격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들을 장착부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광원 내에서 필요한 F형 장착부가 절연되고, 접지된 케이스워크 
혹은 유사한 부품과 접촉하는 도광 케이블의 노출된 전도성 부품이 우연히 
연결될 위험이 없다면, 위험 관리에서는 아마도 도광 케이블을 장착부로 
간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F형 장착부 절연이 도광 케이블에 필요불가결하거나, 동력 
내시경의 일부로 제공되면, 위험 관리에서는 아마도 정상 및/혹은 단일고장
상태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며, 그 경우에는 
도광 케이블이 장착부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항목 5.7. –  습도 전처리
특히 내시경 장비는 사실상 항상 통제된 환경 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공급 
장치의 조명등에 대한 접근과 같이, 개방 즉시 장비를 정지시키는 액세스 커
버가 사전조절 중에 열려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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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기간 중에 내시경 장비의 특정 부품이 높
은 습도에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이용해야 한다.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세부항 11.6.6 및/혹은 11.6.7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면 
필요한 전처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의도된 용도나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
기 전에 소독 및/혹은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동력 내시경 및 동력 내시경 
기기는 습도 사전조절 처리에 따를 필요가 없다.

항목 7.2.9 –  IP 분류
이 추가 정보는 조작자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크고, IP 표시가 조작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처리를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역을 알리지 않을 것
이기 때문에, 허용가능 재처리 방법 및 파라미터를 상술하는 특정 지시사항과 
함께 공급된 통전형 내시경 및 통전형 내시경 기기는 IP 분류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서 제외된다. IP 기호를 대체하는 대체 표시(예, 기호에 
의한)는 상이한 재처리 절차 때문에 이 기준규격에 의해 표준화될 수 없다.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7.9.2.12도 참조한다. 

항목 7.2.102. –  조명등
맞지 않는 조명을 연결함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델 또는 형식 
참조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압 그리고/또는 전력량만 표시할 경우 다른 
형식의 조명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항목 7.9.2.2. –  경고 및 안전통지
이 기준규격의 본 항목에서 요구하는 경고 및 안전 권고는 철저하지 않으
며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는 기타 특정 관련 위험 및 설계로 제거할 수 
없는 위험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따라서 상품에 또는 사용설명서에 경고 
및 안전 권고를 사용함으로써 위험을 완화시킨다.
예를 들어, 전기수술기가 내시경 기기 그리고/또는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와 
사용될 경우, 환자 그리고/또는 조작자에게는 개별기준규격의 본 항목에 나열된 
것들보다 더 많은 잠재적인 위해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 우연한 고주파 화상을 피하기 위해 활성 전극의 사용 부분을 조작자의 

시야 안에 유지
 b) 활성 전극이 내시경의 끝으로부터 충분한 거리에서 올바른 시술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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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주파 출력을 활성화하기 이전의 유체
(아마도 전도성일) 흡인을 포함하여, 내시경 및 기타 전도성 부속품의 
금속 부분과의 접촉 회피;

 c) 시술 중에 활성 전극에 의해 접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립형 비고주파 2차 부속품 혹은 내시경 기기의 사용;

 d) 활성 전극이 활성화되는 동안에는 고주파 전류의 영향을 받는 병소가 정상 
점막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대측성 HF 화상 회피;

 e) 눈 주위의 조작자 얼굴에 고주파 화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시경에 
비전도성 접안렌즈를 사용;

 f) 초기 고주파 출력 전력을 개별적 사용 수술에 맞게끔 선정하여 너무 낮은 
설정이 원인일 수 있는 조직의 열 침입 또는 너무 높은 설정이 원인일 
수 있는 불충분한 응고로 인한 과다출혈을 피한다.

   의료기기 기준규격(전기수술기)(IEC 60601-2-2:2009)은 전기수술기의 사
용설명서에 “사용 목적에 따른 선택된 출력 전력은 가능한 최저로 하여
야 한다. 특정 장치 또는 부속품은 낮은 출력 설정에서 위험할 수 있다.”
라고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시경 고주파 수술의 경우, 환자에 
대한 그러한 위험은 너무 낮은 출력전력이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는 절개에 대한 시간이 길거나 또는 전통적인 고주파 수술 활성 전
극에 비해 응고 효과를 실현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주위 조직의 과도한 열 침범을 일으킬 수 있다.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에 대하여, 따라서, 제조자들은 사용설명서에 초기 
출력 설정은 적절한 임상적 참조 또는 적절한 교육에 의한 임상의의 경
험에 준거하여 설정되어야한다고 설명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g) 준비가 안 된 환자의 위장관 안에 연소를 지원할 수 있는 가스가 존재할 
수 있으며, 하부 GI 내시경 검사 전에 사용된 특정 환자 준비 물질이 메탄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결장경 검사와 관련이 있지만, 상부 
GI관 안에서 기록된 적도 있었다. 이 외에도, 경뇨도적 전립선 절제술 중에, 
관개 용액 위쪽 방광 안에 수소가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이 기록된 적도 
있었다. 따라서 제조자는 이런 가스와 연관된 위해요인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권고사항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h) 제조자는 추가 요구사항과 가이던스에 대해 의료기기 기준규격(전기수술
기)(IEC 60601-2-2:2009)의 세부항 7.9.2.2.101 및 그 개별규격의 부록 AA
에 있는 관련 이론적 근거도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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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레이저가 내시경 및/혹은 내시경 치료 장치와 함께 사용될 때는 
다른 잠재적 위해요인이 있다. 이 기준규격의 이 세부항에 수록된 것 
외에도, 제조자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위해요인의 회피에 관한 권고를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포함해야 한다.

 1) 광섬유가 고장 나는 경우에는 레이저 출력의 전원을 끊을 필요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내시경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 전달 광섬유의 
고장과 연관된 위험요인;

 2) 내시경의 말단부에 대한 레이저 손상. 통전하기 전에 내시경을 통해 레이저 
전달 광섬유의 끝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다.

항목 8.5.2.3. –  환자 리드선
내시경수술은 적합하게 훈련된 의료인의 지속적인 감시를 필요로 한다. 환자는 
내시경기기와 연결된 상태에서 혼자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호환성 기기 이외에 장착부 연결부와 
잘 못된 연결은 매우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그 어떤 위험 및 차후의 위험
요소를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에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다.

항목 8.8.3. –  내전압
고주파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의 경우 환자 및 조작자에 대한 열 위험은 전
기적 충격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규격의 항목 
11.101.에는 고주파에서 물질의 내전압 시험을 포함하였다.

항목 8.9.1.1. –  일반사항
내시경의 요구사항들은 적합한 임상 요구사항들을 허용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시경 기기의 장착부가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항목 8.9.의 요구사항
들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내시경은 봉합된 장치이고 내시경 
내의 살아있는 회로는 부차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안전의 충분한 수준은 조작자 보호의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항목 9.4.2.4.3. –  문턱을 넘는 이동
문턱을 넘나드는 시험에 있어 워크스테이션(“스택”이라고도 한다) 위에 장착된 
내시경 ME기기 시스템을 개별 ME기기와 같은 조건하에서 시험하는 것은 



- 229 -

적절치 않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시경 스택은 몇몇 선반 또는 플
랫폼에 어쩌면 200 kg을 초과하는 무게의 여러 개의 기기들을 장착하고 있
으며 많은 경우 이러한 개별 기기들은 선반에 고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작
자는 따라서 그러한 조합의 기기들을 움직이는 것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는 것과 안정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한다. 시험변
수들은 따라서 내시경 시스템에 대한 정상 사용 조건에 적합하도록, 움직임
에 대하여 특정 권고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사용설명서에 대한 참조를 포함
하여 ME기기로부터 수정되었다.

항목 10.4. –  레이저 및 발광다이오드(LEDs)
환자 및 조작자 안전을 위해 내시경 사용의 조명에 대하여 쓰이는 발광다이
오드(LEDs)는 내시경 조명 수단과 같다고 여긴다.

항목 11.1.2.2. –  환자에게 열을 가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은 장착부
광 배출 부의 표면온도는 41 °C를 넘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시경의 임상 
요구사항들은 좁은 공간 안에서 고밀도 광 전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밀도의 광 에너지를 초래하고 이렇게 하여 광 배출 창을 근접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표면 온도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내시경 수술 시, 그러나, 광 배출 부는 보통 조직과 접촉되지 않으며, 
동 부분의 낮은 열 질량 때문에 가끔의 접촉은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환자에 대한 더 큰 잠재적 결과는 광 배출 창으로부터 발산되는 복사에너지
인데 이는 조직 바로 위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최대표면온도를 제시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변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동 방사광과 연관된 
온도는 조명의 형식 및 파워 그리고 광 배출 창의 상태를 포함하는 내시경 
제조사의 통제외의 몇몇 요인들에 의존된다.

이러한 이유들과 연구실 시험들이 실제 사용의 대표 표본이 아닐 것이 때문에 
광 배출 부에 대하여 최대 허용 온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
진다. 그러나 조작자가 환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수단에 대한 경고 
및 권고는 사용설명서에 주어져야한다.
내시경 수술 중 쓰이는 기타 ME기기의 장착부일 수도 있는 내시경과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의 결합된 사용으로부터 초래되는 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류의 절대 값이 아닌 용량 결합 고주파 전류의 전류밀도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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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더 연관된다. 이것 또한 제조자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들에 의존되므
로 제조자가 최대온도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가 정보는 11.101.2.에 
대한 근거 참조
광 가이드 케이블은 장착부 일수도 있으나 정상 사용에서 연결부는 일반적
으로 41 °C보다 뜨거워진다. 이러한 부분들은 환자와의 접촉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온도를 제시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고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의 사용 후 취급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한 권고는 사용설명
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준규격 7.9.2.2. 참조

항목 11.6.5. –  ME기기 및 ME시스템에의 물 또는 미립자 물질 침입

청소, 소독 그리고/또는 멸균 대상의 동력 내시경 및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
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본 요구사항으로부터 제외되는데 이는 그것들은 
그 자신들의 사양 및 청소, 소독 그리고/또는 멸균에 대한 설계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항목 11.6.6. 및 11.6.7.의 요구
사항들에 적합하여야한다. 이 기준규격의 7.2.9. 및 이의관련 근거 참조.

항목 11.101.2. –  전기수술기와 조합 조건으로부터의 열 및 기타 위험
용량 결합 고주파 전류의 전류 밀도 때문에 열 효과는 전기수술기의 장착부
인 내시경과 동력 내시경 치료장비의 혼합 사용에 따른 결과물일 수 있다.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는 단일고장상태 하에서 그러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하며 그리하여 설계 과정, 그리고/또는 관련 안전 경보에 
대한 적절한 위험 경감 수단들은 사용설명서에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용량 결합 고주파 전류는 내시경에 대한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환자, 조작자 그리고 내시경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주파 
동력 내시경 장치에 대한 충분한 절연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들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전기수술기)(IEC 60601-2-2:2009)의 8.8.3.103. 및 8.8.3.104
에 따라 요구되고 있으며 동력 내시장치의 절연의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적
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조작자를 용량 결합 고주파 전류의 열 효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동력 내
시경 치료 장치와 사용될 수 있는 내시경의 돌출된 전도성 부분은 격리되어
야 한다. 독립은 여러 수단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구성 부분
의 분리 또는 절연처리. 그러한 돌출된 부분들로부터 흐르는 최대 50 mA의 
고주파 전류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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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의 채널을 통한 동력 내시경 치료장비의 삽입 중, 환자와 접촉할 용도
의 부분 또한 내시경을 접촉할 것이다. 이것은 허용 가능한데 이는 조작자에 
의해 내시경을 통해 동력 내시경 장치의 작동 부분을 눈으로 보여 지기 전
에는 고주파 전류가 활성화 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사용 중 동력 내시경 치료 장치의 핸들과 조작자 간에 조합 조건이 존재한
다는 것을 또한 고려해야한다.

항목 15.3.5. –  거친 취급 시험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항목 15.3.5.에 들어있는 거친 취급에 대한 요구사항
들을 내시경 기기의 ‘스택들’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고려되는데 
이들은 환자환경 가까이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 항목의 상세하게 기술된 거친 취급 형식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스택들’은 이 기준규격의 9.4.의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고
려된다.

항목 15.4.1. –  커넥터의 구조
내시경 및 내시경 치료 장치의 제조자는 내시경 또는 내시경 치료 장치에
의 연결을 위한 의료장치를 비-내시경 환자에 대한 잘못된 연결을 고려하기 
위하여 ISO 14971을 사용해야 한다.
위험관리프로세스의 목적은 그러한 의료장치를 비-내시경 환자 연결부에 잘못 
연결할 물리적 가능성, 특히 ISO 594에 따른 Luer연결부, 및 환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의 강도를 포함한 그러한 잘못된 연결이 발생할 확률을 평가하는 
것이다. 내시경 또는 내시경 치료 장치에의 연결을 위한 목적의 내시경, 
내시경 치료 장치 또는 의료장치에의 사용목적에 맞는 관련규격들이 있다면 
위험관리프로세스에서 금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야한다.
본 근거는, 특정 연결부에 따른 관련 규격들이 없는 경우, 사용 목적과 관련
된 내시경 시스템 연결부와 연관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내시경 및 
내시경 치료 장치에 대한 연결 목적의 내시경, 내시경 치료창치 그리고 의
료장치의 제조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ISO 14971에 서술되었듯이, 의료장치에 대한 위험 평가는 두 개의 구성을 
결합하여 수행해야한다.
- 위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지를 나타내는 위해 발생 확률
- 얼마나 심각한 지를 나타내는 위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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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위해가 발생할 확률의 평가는 양적자료에 기초해야 하나 만일 
그러한 데이터가 없다면 흔히 분석 또는 모의 시뮬레이션 기법 그리고/또는 
전문가 판단의 이용을 사용한 확률의 예측을 수반한 정성 분석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위해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쉽게 수치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어쩌면 세 단계 
또는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의 허용성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인정된다. –  넓은 허용, 
가능한 합당하게 낮게(ALARP), 그리고 용납할 수 없음.

내시경 시스템 연결부를 고려할 때, 제조자의 위험 분석은 최소한 다음 요인
들의 ‘확률’ 및 ‘심각’의 고려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 내시경 시스템 범위 내에서 교차접속
- 환자 연결부와 관련이 없는 곳으로의 잘못된 연결
- 의료 장비와 관련 없는 곳에 대한 잘못된 연결
- 정상 및 단일고장조건 하에서 연결의 보안
- 연결부의 사용 목적 (예를 들어, 전용 또는 다목적)
- 재사용 가능한 연결기의 재처리
그런 가능한 사건들의 확률의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용의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사용 또는 사용할 장소 (예를 들어, 중환자실과 같은 여러 개의 환자연결

부가 가능하여 내시경 전용보다 잘못된 연결 가능성이 더 높은 곳)
- 사용 절차를 위하여 환자 연결부를 가리거나 바로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숨기는 것이 정상인지의 여부
- 다른 개연성 있는 환자 연결부에 대한 내시경 시스템 연결부의 근접성
- 연결기의 사용 목적이 환자 환경의 내측 또는 외측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 내시경 절차 중 연결된 환자 연결부가 절차 이후에도 남겨지는지의 여부
- 정상사용/단일고장상태에서 연결기가 환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불가능 여부
-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직원의 정상 단계

재사용 장치의 경우,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변경하는 것에 대한 위험들을 
평가해야한다 어떤 과도기에서 ‘오래된’ 연결기를 가진 장치에 ‘새로운’ 연결
기를 가진 장치가 쓰여 지는 것이 예상될 때를 포함한다.



- 233 -

ISO 14971에 따른 위험 관리의 적용 후, 제조자가 ISO 594에 따라 Luer 
연결기를 사용하는 것을 결정할 경우, 위험관리문서에 이러한 결정에 대한 
완전한 이유를 기록하는 것을 권장되는데 이는 내시경 공급선들(예를 들어, 
흡입가스, 흡입, 관류세척액)의 잘못된 연결 및 주사바늘(예를 들어, 공기 물, 
조영제, 국소마취제, 경화제, 적막 착색액 등)을 통해 전달된 물질은 만일 특정 
비-내시경 환자 포트(혈관계에의 고압기체 흡입제 같은)에 연결될 경우 매우 
치명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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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격의
항/항목

관련된 부록/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의 필수원칙의 단락

비 고

전체 항 5.1., 5.2., 5.3., 5.4., 5.5., 5.6., 9.2.
4.1. 5.9.1.
4.3. 5.2, 5.6.
4.6. 5.13.4.
4.7. 5.7.1., 5.12.1.
5.1. 5.5.
4.7. 5.5., 5.7.2.
6.2. 5.12.7.
7.2.1. 5.5., 5.16.
7.2.9. 5.16.
7.2.10. 5.16.
7.2.101. 5.16.
7.2.102. 5.16.
7.4. 5.16.
7.6. 5.16.
7.9.2.2. 5.16.
7.9.2.12. 5.7.2., 5.7.3., 5.8.1., 5.8.2., 5.8.5., 5.8.7., 5.16.

7.9.2.14. 5.7.2., 5.7.3., 5.7.4., 5.8.1., 5.8.2., 5.8.5., 
5.8.7., 5.9.1., 5.16.

8.3. 5.12.7.
8.5. 5.12.7., 5.13.4.
8.8. 5.12.7.
8.9. 5.12.7.

부록 BB
(참고)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의 필수 원칙들을 지정하는 본 규격의 항들
(GHTF/SG1/N41R9:2005)

본 규격의 다음 항들은, 표 BB.1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의 필수 원칙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항들에 대하여 상호 보완 할 것
이다. 공통기준규격 및 보조기준규격의 항들은 본 부록에서 다루지 않는다.

경고: 다른 요구사항들 및 법률 문서들이 본 규격의 범위에 들어오는 제품들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BB.1 –  본 규격과 GHTF/SG1/N41R9:2005 간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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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격의
항/항목

관련된 부록/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의 필수원칙의 단락

비 고

9.2. 5.9.1., 5.13.
9.3. 5.13.
9.4. 5.5., 5.9., 5.13.
9.5. 5.7.5., 5.7.6., 5.13.
9.7. 5.7.5., 5.7.6., 5.13.
9.8. 5.7.5, 5.7.6, 5.13
10.4. 5.11., 5.11.2., 5.11.3.
10.5. 5.11., 5.11.2., 5.11.3.
10.6. 5.11., 5.11.2., 5.11.3.
10.7. 5.11., 5.11.2., 5.11.3.

11.1. 5.5,. 5.7.1., 5.7.6., 5.9.3., 5.11.2., 5.11.3., 
5.11.4.1., 5.13.5.

11.6. 5.5., 5.7.5., 5.7.6.
11.101.1. 5.9.1., 5.14.1., 5.14.2.
11.101.2. 5.9.1., 5.14.1., 5.14.32.
12.2. 5.10., 5.14.1., 5.14.2, 5.14.3.
12.4. 5.10., 5.7.5., 5.7.6., 5.14.1., 5.14.2., 5.14.3.
13. 5.5., 5.14.1., 5.14.2., 5.14.3.
15.3. 5.13.
15.4. 5.7.1., 5.9.1., 5.13.4.
16. 5.9.1.
17. 5.12.5., 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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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펄스옥시미터
(관련규격: ISO 80601-2-61:2011)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소분류 A17190.01 펄스옥시미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상 사용에 
필요한 펄스옥시미터 모니터,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요구사항들은 재생산 되었던 펄스옥시미터 모니터,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를 포함하는 펄스옥시미터에도 적용한다.

이 기준규격은 환자의 혈액 채취를 위한 옥시미터나 연구기관의 연구목적의 
펄스옥시미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 규격은 질병, 상처 또는 장애를 나아지게 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펄스옥시미터와 그 부속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기준규격은 태아전용 펄스옥시미터 및 환자가 처한 환경의 외부에 위치한 
SpO2의 값을 표시하는 원격 또는 부가기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정의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의료기기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이라 한다)에 따른다. 

2.1. 정확도(ACCURACY) 
수용 기준값과 시험 결과 사이 일치의 근접도

※ 비고
1. 펄스옥시미터의 SpO2 정확도 계산방법은 12.1.101.2.2.에서 제공한다.
2. 추가정보는 ISO 80601-2-61:2011 부록 C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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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O 3534-2:2006, 3.3.1.로부터 각색됨.

2.2. 제한된 포화도 저하 연구(CONTROLLED DESATURATION STUDY) 
연구소 조건 하에 수행된 인체에서 유도된 인공의 저산소증

※ 비고: 이는 또한 조정된 저산소증(breathdown) 연구라고 명명된다. ISO 
80601-2-61:2011 부록 EE 참조

2.3. Co-옥시미터(CO-Oximeter)
다중 파장, 전체 헤모글로빈 농도 및 다양한 헤모글로빈 유도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광학 혈액 분석기

※ 비고: 관련된 Co-옥시미터 값은 동맥 혈액의 기능 포화인 SaO2, 펄스옥
시미터 평가와 기록은 SpO2로써 기록한다.

2.4. 데이터 갱신 주기(DATA UPDATE PERIOD)
표시부 또는 신호 입/출력부에 새로운 유효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펄스옥시미터 
알고리즘 간격

※ 비고 : 이 정의는 표시부의 보통 1초 단위로 갱신되는 규칙적인 갱신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의된 간격(1초 보다는 더 긴)을 
가리킨다. 

2.5. 선언 범위(DECLARED RANGE)
지정된 정확도 범위에서 SpO2와 맥박수 값의 표시부분 중 일부.

2.6. 표시 범위(DISPLAYED RANGE)
펄스옥시미터에 의해 표시되어질 수 있는 SpO2와 맥박수의 범위

※ 비고: 이 범위는 선언범위를 벗어나 확대될 수 있다.

2.7. 분율산화헤모글로빈(FRACTIONAL OXYHAEMOGLOBIN)
FO2Hb
분압 포화도 (폐기됨) 
혈액 내, 산화헤모글로빈 농도 cO2Hb를 전체헤모글로빈 농도 ctHb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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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cO2Hb는 산화헤모글로빈의 농도이다. ctHB는 전체 헤모글로빈의 농도이다.
2. 이는 때로는 백분율(%)로 표기된다(100을 곱함으로써).
3. 분율산화헤모글로빈은 이 백분율에 대해 CLSI (이전에는 NCCLS 또는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s)의해 사용된 용어이다. 
4. CLSI는 접두사 c에 의해 “농도”를 의미하며,  관례에 의해 이전에는 꺾쇠

괄호가 사용되었다(예: [cO2Hb]).
5. CLSI는 다음의 표기법을 사용한다.
- 산화헤모글로빈(O2Hb)
- 디옥시헤모글로빈(HHb)
- 카르복시헤모글로빈(COHb)
- 메트헤모글로빈(MetHb)
- 설프헤모글로빈(SuHb)
- 전체 헤모글로빈(tHb)

2.8. 기능 산소 포화도(FUNCTIONAL OXYGEN SATURATION)
산화헤모글로빈농도(cO2Hb)와 디옥시헤모글로빈 농도(cHHb)의 합으로 산화
헤모글로빈 농도(cO2Hb)를 나눈 백분율 포화도 



×

※ 비고: 이 비율에 대한 CLSI 용어는 헤모글로빈 산소 포화도이며, 그 
표기법은 SO2이다.

2.9. 기능 시험기(FUNCTIONAL TESTER)
펄스옥시미터에 예상할 수 있는 비율을 갖는 신호를 제공하는 시험기기. 
따라서 조작자는 SpO2의 결과 표시값을 관찰할 수 있고, 그 결과치를 제조
자의 특정 맥박 산소 농도계에 대한 교정곡선에서 추출된 예상치와 비교할 
수 있다.

※ 비고
1. 펄스옥시미터가 제시한 SpO2값의 정확도는 부분적으로 펄스옥시미터 

모니터의 측정곡선이 적절히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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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상호작용의 반응의 광학적 특성을 반영했는가에 달려있다. 기능 
시험기는 적정한 교정 결정하기 위해, 교정곡선의 정확도의 확인이나 펄스
옥시미터 프로브의 광학적 특성을 충분하게 평가할 수 없다(ISO 
80601-2-61 부록의 FF.4. 참조).

2. 모든 기능시험기와 펄스옥시미터는 호환되지 않는다. 기능시험기는 맥박 
시뮬레이션 방식, 맥박 형태와 진폭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기능시험기는 
펄스옥시미터의 교정을 정확하게 다시 교정하지는 않고 펄스옥시미터 
사이의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2.10. 지역 편차(LOCAL BIAS)
b
수용 기준값(SaO2)과 시험결과(SpO2) 사이의 예상 차이

※ 비고
1. 펄스옥시미터에 대해, 이는 기준 산소 포화도의 주어진 값에서, SpO2 대 

SR의 구성에서 동위의 역행선의 y-값과 동질선상의 y-값의 차이이다. 
또는:

  

 는 i번째 기준 산소 포화도 값 에서 시험 데이터에 알맞은 곡선의 
값이다.

2. 추가 정보는 평균 편차 용어를 참조하고 ISO 80601-2-61:2011 부록 CC 
참조

3. ISO 3534-2:2006, 3.3.2.에서 각색됨.

2.11. 평균편차(MEAN BIAS)
B
시험값과 기준값 사이의 평균차.




 





※ 비고

1. n은 관심 범위 내 샘플에서 데이터 쌍의 숫자이다. SpO2i는 I번째 SpO2 
자료이고, SRi는 i번째 기준 산소포화도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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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추가 정보는 용어 지역 편차를 참조하고 ISO 80601-2-61:2011 부록 
CC에 언급되었다.

3. 이런 방법으로 정의될 때, 평균편차는 지역편차 의 평균값이다.

2.12. 정규화(NORMALIZED)
표시되는 신호의 실제 크기와는 별개로, 일정한 진폭으로 표시된 상태

2.13. 조작자 설정(OPERATOR-SETTINGS)
경보 설정을 포함하여 모든 펄스옥시미터 모니터 제어에 대한 현재 상태

2.14. 정밀도(PRECISION)
규정 조건하에서 독립적인 시험 결과 사이의 일치의 근접도

 





 






※ 비고
1. n은 관심 범위 내에서 샘플 내 데이터 쌍의 숫자이다. (SpO2i - SpO2fit,i)는 

i번째 SpO2 데이터와 i번째 기준 산소 포화도값 SRi에 상응하는 곡선의 값 
사이의 차이이다.

2. 추가 정보는 ISO 80601-2-61:2011 부록 CC 참조
3. ISO 3534-2:2006, 3.3.4.로부터 각색됨

2.15.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PROBE CABLE EXTENDER)
펄스옥시미터 모니터와 펄스옥시미터 프로브를 연결하는 케이블

※ 비고
1. 모든 펄스옥시미터가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2.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는 장착부일 수 있다.

2.16. 펄스옥시미터(PULSE OXIMETER EQUIPMENT)
맥이 뛰는 혈류에서 발생되는 조직의 광학적 특성의 시간종속 변화를 사용
함으로써 조직과 상호 작용하는 광신호로부터 동맥의 헤모글로빈(SpO2)의 
기능 산소 포화도의 비침습성 계산을 위한 ME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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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펄스옥시미터는 펄스옥시미터 모니터, 프로브케이블 확장기,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구성된다면 단일기기로 조립될 수 있다.
2. 광은 좀 더 기술적으로 전자기적 방사(광조사)로 지칭한다. 이것은 국제

규격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2.17. 펄스옥시미터 모니터(PULSE OXIMETER MONITOR)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를 제외한 전자부, 표시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펄스옥시미터의 부분
펄스옥시미터 모니터는 구분된 위치를 갖는 다수의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원격 측정 시스템은 장착부와 주 표시부가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

2.18. 펄스옥시미터 프로브(PULSE OXIMETER PROBE)
장착부와 변환기 부품을 포함하는 펄스옥시미터의 부분

※ 비고
1. 센서와 변환기 용어는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에 대해 사용되어 왔다.
2. 펄스옥시미터 프로브는 통상 케이블과 광전자 발생부과 광전자 검출부를 

포함하는 단단하거나 유연한 조립 부품으로 구성된다.

2.19.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고장(PULSE OXIMETER PROBE FAULT)
감지되지 않는다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펄스옥시미터의 프로브 
또는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의 비정상적인 상태

2.20. 비율(RATIO)
변조율(MODULATION RATIO)
할당비율(RATIO OF RATION)
R
시간에 따라 광도 측정으로부터 펄스옥시미터에 의해 파생된 기본량

※ 비고: 펄스옥시미터는 R로부터 SpO2를 구하기 위해 실증적인 교정 곡선을 
사용한다(추가정보는 ISO 80601-2-61:2011의 FF.4. 참조)

2.21. 재생(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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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내 규정되지 않은, 사용 또는 재사용에 알맞은 제품을 만드는 활동

※ 비고
1. 이러한 활동은 종종 재련, 복원, 재활용, 재수리 또는 재제조로 언급된다.
2. 이러한 활동은 헬스케어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다.
3. “재생산된”이란 용어는 해당하는 상태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다.

2.22. SaO2

산소로 포화된 동맥혈 내 기능 헤모글로빈의 분율

※ 비고
1. SaO2의 수용 가능한 측정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은 12.1.101.2.2.항에서 

제시된다.
2. SaO2는 동맥 혈액 내 기능 산소 포화도이다(추가정보는 2.9. 참조).
3. SaO2는 보통 퍼센트로써 표현된다(분수에 100을 곱함).

2.24. 전체 헤모글로빈 농도(TOTAL HAEMOGLOBIN CONCENTRATION)
제한적이지는 않지만 산화헤모글로빈(cO2Hb), 메트헤모글로빈(cMetHb), 
디옥시헤모글로빈(cHHb), 설프헤모글로빈(cSuHb)과 카복시헤모글로빈
(cCOHb)을 포함하는 모든 헤모글로빈 종류의 농도의 합(ctHb)

3. 시험규격

3.1. 전기 •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기 • 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치 또는 추가시킨다(다음의 각 번호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번호에 해당한다).

  4. 일반 요구사항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4.를 적용한다.

  4.3. 필수 성능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4.3.을 적용한다.
    항목추가:
    4.101. 추가 필수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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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필수성능 요구사항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요구사항 항

생리학적 경보상태를 감지하는 알람기능을 포

함한 펄스옥시미터: SpO2 정확성a, 맥박수 정

확성과 알람상태 제한

12.1.101.

12.1.104.

6.1.2.101.

또는 기술 알람상태의 발생 11.8.101.1.

12.4.

13.101.

생리학적 경보상태를 감지하는 알람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펄스옥시미터 : SpO2 정확성
a, 맥박수 정확성

12.1.101.

12.1.104.

또는 고장상태의 지시 12.4.

13.101.

a  6.2.1.7.은 이 규격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한 시험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써 SpO2 정확성과 맥박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표 1. 분배된 필수성능 요구사항

    4.102. 수용 기준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이 규격 내에 많은 시험항은 성능 측면에서의 수용 기준을 확립한다. 이 

수용 기준은 항상 일치되어야 한다.
    부록에 제조자가 이 규격에 명시한 기준들보다 더 나은 성능 기준들을 

명시할 때, 제조자가 지정한 기준들이 수용 기준이 될 수 있다.

    ※ 예시: 1 % SpO2 정확도의 규정된 레벨에 대해, 펄스옥시미터는 
EMC 시험 동안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1 % SpO2 정확도를 
가지도록 요구될 수 있다.

    4.103. 펄스옥시미터, 부품 및 주변기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펄스옥시미터 뿐만 아니라 펄스옥시미터 모니터에 사용을 위해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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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부품들, 개별 부분들은 이 기준규격에 규정된 모든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이는 펄스옥시미터 사용을 위해 제조자가 규정한 부품 및 
주변기기의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 비고
    1. 이 요구사항은 펄스옥시미터의 부품 및 주변기기와 펄스옥시미터 

모니터와 조합되는 부품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필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2. 펄스옥시미터 모니터는 제조사가 다른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케이블이 
자주 함께 사용된다. 이 요구사항은 이러한 조합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펄스옥시미터의 모든 규정된 조합뿐만 아니라, 펄스옥시
미터 모니터와 함께 사용되는 명시된 모든 개별 부품들 및 주변
기기는 사용 설명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추가 정보는 7.9.2.1. g)와 
201.7.9.2.14.101.  a)와 b)에서 찾을 수 있다.

  5. ME 기기의 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공통기준규격[별표1] 5.를 적용한다.

  6. ME기기 및 ME시스템의 분류
  공통기준규격[별표1] 6.을 적용한다.

  7. ME기기의 표식, 표시 및 문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을 적용한다.
  7.2.3. 부속문서 참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2.3.을 적용한다.
    대치:

펄스옥시미터는 의무적으로 안전표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ʻ사용지침서에 
따를 것ʼ, ISO7010-M002(추가정보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표 D.2., 
10번을 참고)

  7.2.9. IP 분류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2.9.를 적용한다.
  공통기준규격[별표1] 7.2.9.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ME기기의 외장은 

11.6.5.101.에 의해 요구된 IP등급이 표시되어야 한다. 만약 물 또는 입자성
물질의 침투에 대한 보호가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휴대케이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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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다면, 외장에 의해 제공된 보호등급은 외장에 표시되어야 하고, 
휴대케이스에 의해 제공된 보호등급은 휴대 케이스 상에 표시되어져야 한다.

  ※ 예시: 만약 입자성물질의 침투에 대한 보호를 외장이 제공하고, 휴대
케이스가 물의 침투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휴대용 ME기기라면, 
ME기기의 외장은 IP2X가 표시되어져야 하고 휴대케이스에는 
IPX2가 표시되어져야 한다.

  IPX0로 등급 분류된 외장 또는 휴대케이스는 같이 표시할 필요는 없다. 
만약 외장이 물의 침투에 대한 보호의 최소요구등급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건조유지” 또는 ISO 15223-1:2007, 심벌 5.8.(ISO 80601-2-61:2011, 표 201.D.2, 
심벌 1)이 표시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 1] 7.1.2.와 7.1.3.의 시험 및 기준에 의해 검사
하여 확인한다.

    항목 추가:
    7.2.101. ME기기 및 ME기기 부분 외측 표시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ME기기, 부분 및 부속품은 다음 사항이 또렷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a) 특정한 보관과 취급지침
     b) 일련 번호 또는 ISO 15223-1:2007, 심벌 5.16.(ISO 80601-2-61:2011, 

표 201.D.2., 심벌 5 참조) 또는 로트식별번호 또는 배치식별번호 또는 
ISO 15223-1:2007, 심벌 5.14.(ISO 80601-2-61:2011, 표 201.D.2., 심벌 3 
참조)

     c) 펄스옥시미터의 적절한 폐기에 관련된 부분과 부속품
     d) 펄스옥시미터가 낮은 SpO2 알람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문구 “No SpO2” 또는 IEC 60417-5319(DB-2002-10) (공통기준규격
[별표4], 표 C.1., 심벌 3. 참조)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 ME기기, 부분 또는 부속품은 다음의 내용이 
또렷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e) 이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날짜의 지시는 년(年)과 월(年)로써 
나타낸다. ISO 15223-1:2007, 심벌 5.12.(ISO 80601-2-61:2011, 표 
201.D.2., 심벌 2)가 사용될 수 있다.

     f) 분리 가능한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에 대해, 프로브 위 또는 포장 위에 
로트식별번호 또는 배치식별번호 또는 ISO 15223-1:2007, 심벌 5.14. 
(ISO 80601-2-61:2011,표 201.D.2. 심벌 3. 참조) 또는 일련번호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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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3-1:2007, 심벌 5.16.(ISO 80601-2-61:2011,표 201.D.2. 심벌 5. 참조)
     g) 일회용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에 대해, 포장 또는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자체에는 펄스옥시미터 프로브가 일회용이라는 표시가 표시되어져야 
한다.

     h) 일회용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에 대해, 포장 또는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자체에는 펄스옥시미터가 일회용이라는 지시가 표시되어져야 한다. 
ISO 15223-1:2007, 심벌 5.2.(공통기준규격[별표1] 표 D.1., 심벌 28)가 
사용될 수 있다. 특정한 모델 또는 타입 기준에 대해, 일회용의 지시는 
일관되어야 한다.

    ※ 비고: 이 기준규격의 목적에서, 사용설명서에 지시된 대로 같은 환자
에게 펄스옥시미터 프로브를 재배치하는 것은 일회용으로 고려
되어진다.

     i) 재생산된 펄스옥시미터 프로브는 그것으로써 표시된다.

    적합성은 검사와 위험관리파일의 기대서비스기간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2.4.101. 부속품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부속품은 다음의 내용이 표시되어져야 한다.
     a) 적절한 경우, 부속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날짜의 지시는 년(年)과 

월(年)로써 나타낸다. ISO 15223-1:2007, 심벌 5.12. (ISO 80601-2-61 
:2011, 표 201.D.2. 심벌 2.가 사용될 수 있다.

     b) 어떤 특정한 보관 또는 취급 설명서

    적합성은 검사 또는 위험관리파일의 기대서비스기간의 검사에 의해 검사
하여 확인한다.

    7.2.13.101. 생리적 영향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모든 라텍스함유 부속품들은 라텍스 함유라고 또렷하게 표시되어져야 

한다. 심벌 ISO 7000-2725(DB2004-01)(ISO 80601-2-61:2011, 표 201.D.2., 
심벌 11 참조)가 사용될 수 있다. 모든 라텍스 함유 부품들은 사용지침서에 
라텍스함유라고 나타내어져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2.17.101. 보호포장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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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기기의 포장이나 부분 또는 부속품은 뚜렷하게 표시되어져 있어야 
한다.

     a)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내용물의 설명
     - 배치식별번호, 타입 또는 일련번호 또는 ISO 15223-1:2007, 부호 

5.14., 5.15., 5.16.ISO 80601-2-61:2011, 표 201.D.2., 심벌 3, 4, 5 참조)
     - 라텍스를 포함하는 포장의 경우 “라텍스" 라는 문구, 또는 ISO 

7000-2725(ISO 80601-2-61:2011, 표 201.D.2., 심벌 11 참조)
     - 해당된다면, “멸균” 문구 또는 ISO 1522-1:2007 부호 5.20 ～ 5.24 중 

하나(ISO 80601-2-61:2011, 표 201.D.2., 심벌 7～10 참조). 멸균 ME
기기의 포장, 부분 또는 부속품의 포장은 만료일이 될 때까지 또는 
포장을 열거나 포장이 손상될 때까지 멸균 상태를 보장해야 한다. 

    b) 일회용으로 의도된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일회용”이라는 문구, 
“재사용하지 말 것”, “재사용 안 됨”, ISO 7000-1051 또는 ISO 15223-1 
:2007, 부호 5.2(공통기준규격[별표1] 표 D.1., 심벌 28)를 표시할 것

    검토는 포장폐기물의 처리에 주어져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4.3. 측정단위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4.3.을 적용한다.
    추가:
    공통기준규격[별표1] 표 1.의 마지막 줄 아래에 새로운 줄을 추가한다.
    기능 산소포화도는 퍼센트 SpO2의 단위로 표시되어져야 하고, %SpO2 

또는 SpO2로 표기하여야 한다.
    맥박수는 분당 맥박수로 표현되어져야 한다(1/분).

  7.9.1. 추가 요구사항
    대치:
    첫 번째 대쉬를 대치한다.
    - 이름 또는 상호와 주소
     - 제조자
     - 제조자가 지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지역 내에 권한이 

있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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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있는 조직이 참조할 수 있도록.

  7.9.2.1.101. 추가 요구사항
    추가:
    사용설명서는 다음의 내용을 명시할 것.
     a) 각각의 펄스옥시미터와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에 대해서, 다음을 고려한 

펄스옥시미터와 펄스옥시미터프로브의 명시된 사용
     - 환자 인적정보

       ※ 예시: 나이, 몸무게

     - 적용된 피부의 타입 또는 신체부위
     - 적용 사항

       ※ 예시: 환경, 사용 주파수, 위치, 이동성

     b) 기능 산소포화도를 표시하기 위해 펄스옥시미터는 교정된다는 사항
     c) 피크 파장의 범위와 펄스옥시미터에서 발생된 최대 광 출력과 파장

범위에 관한 정보가 특히 임상의에게 유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구

      ※ 예시: 광역학적 치료를 수행하는 임상의

     d) 표시되고 전송된 SpO2의 효과에 대한 설명과 심박수 데이터 값의 설명
     - 데이터 평균 및 기타 신호 처리
     - 데이터 갱신 주기
     - 경보조건 지연과
     - 경보신호 발생 지연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 가능한 작동 모드에서의 영향을 포함한다.

     ※ 비고: ISO 80601-2-61:2011 부록 GG는 응답시간을 그래프로 어떻게 
평가하고 묘사할 것인가에 대한 예를 제공한다.

     e) SpO2와 심박수의 표시 범위
     f) SpO2 또는 심박수를 포함하여 경보시스템이 없는 경우, 생리학적 경보

상태가 제공되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문
     g) 펄스옥시미터 모니터에 대해서, 이 기준규격을 준수하여 검증 및 시

험된 그 펄스옥시미터 모니터와 함께 사용되는 펄스 옥시미터 프로브 
및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Extender)(추가적인 정보는 4.103. 참조). 
사용 가능한 목록은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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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펄스옥시미터 또는 그 부분이 일회용인 경우, 펄스옥시미터 또는 그 
부분이 재사용될 시 제기될 수 있는 위험으로 알려진 특성 및 제조
자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정보 

     i) 사용설명서의 발행 또는 개정일

    7.9.2.2.101. 경고 및 안전통지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각각의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에 대하여, 

프로브와 케이블은 특정한 모니터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실질적인 경고.

     b) 책임 있는 조직 및/또는 조작자는 사용 전에 모니터, 프로브, 케이블의 
호환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환자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경고.

     c) 오랜 기간 동안 과도한 압박으로 펄스옥시미터의 오용이 압박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경고

    7.9.2.8.101. 시작절차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만약 생리적 알람상태를 감지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알람시스템이 제공

되고 알람신호발생의 자동 자가 시험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용설명서는 
경보 신호 발생에 대해 조작자가 접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7.9.2.9.101. 조작 설명서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사용설명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신호 부적합 지시계 및 그 성능에 대한 설명. 파형이 있을 경우, 

그 파형의 정규화 여부에 대한 설명

     ※ 비고: 이 설명은 맥박파형이 12.4.102.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b) 펄스옥시미터가 조정 가능한 경보 제한을 제공할 경우, 경보제한 
조정범위

     c) 단일 장소에서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의 각각의 타입에 대해 권장된 
최대 적용시간

     d) 해당된다면, 펄스옥시미터 외장과 휴대케이스의 IP등급이 펄스옥시
미터에 제공될 경우, 등급 의미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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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IPX1=이 펄스옥시미터는 IEC 60529에 따라 떨어지는 물의 
유해한 영향에 대하여 보호되었다.

     e) 펄스옥시미터 프로브가 41 ℃ 이상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는 온도 
성능이 제공되는 펄스옥시미터의 경우, 과도한 압력 없이 적당한 
펄스옥시미터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확한 지침. 추가로, 41 ℃ 
보다 높은 온도를 사용할 때 권장 최대 적용시간의 변경에 대한 
명확한 지침.

    7.9.2.14.101. 부속품, 보충장비, 사용된 물질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에 대해서, 이 기준규격을 준수하여 검증 및 시험된 

그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함께 사용되는 펄스옥시미터 모니터 및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추가적인 정보는 4.103. 참조). 사용 가능한 
목록은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b)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에 대해서, 이 기준규격을 준수하여 검증 및 
시험된 그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와 함께 사용되는 펄스옥시미터 
모니터 및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추가적인 정보는 4.103. 참조). 사
용 가능한 목록은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c) 아이들, 임산부 또는 간호사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와 환자나 
다른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물질의 피부에 대한 영향 또는 독성을 
고려한 정보, 적절한 주의 수단.

     d) 만약 펄스옥시미터 프로브가 멸균포장으로 배달된다면, 재멸균이 가
능하다면, 멸균포장이 손상된 경우에 재멸균하는 방법의 설명

    잠재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파일과 검사에 의해 적합성을 확인한다.

    7.9.3.1.101. 추가 요구사항
    기술 설명서는 성능 시험기가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또는 펄스옥시미터 

모니터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추가 정보는 ISO 80601-2-61:2011 부록 FF 참조).

    기술 설명서는 책임 있는 기관이 펄스옥시미터의 동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성능 시험기가 정해져 
있다면, 기술설명서는 펄스옥시미터의 기본 기능에 적합한 적어도 한 개의 
성능시험기의 모델 또는 타입 기준과 유일한 소프트웨어 확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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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야 한다(SpO2와 심박수의 표시를 나타낼 수 있는).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8. ME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8.을 적용한다.
    항목 추가:
    201.8.3.101. 장착부의 분류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펄스옥시미터의 장착부는 BF형 또는 CF형 장착부이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9.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기계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 9.를 적용한다.

  10. 원치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0.을 적용한다.
    공통기준규격[별표1] 10.4의 대치: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에 사용된 광원에 따라, IEC 60825-1:2007 또는 

IEC 60471:2006의 관련 요구사항은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에 적용되어야 
한다.

    광섬유의 경우에는, IEC 60825-2:2004+A1:2006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적합성은 IEC 60825-1:2007, IEC 62471:2006 및 IEC 60825-2:2004 
+A1:2006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서 확인한다.

  11.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1.을 적용한다.
    추가(공통기준규격[별표1] 11.1.2.2.의 끝에 추가):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조직 사이의 접촉면은 의도된 사용에서 각각의 

펄스옥시미터 모니터와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에 대해 피부온도가 최초 
35 ℃일 때 평가되어야 한다(추가 정보는 ISO 80601-2-61:2006 부록 
BB 참조).

    만약 피부 접촉면에서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의 표면온도가 41 ℃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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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a) 펄스옥시미터는 41 ℃를 초과하는 상승된 온도 모드에서 동작시키기 

위해 조작자 조정 제어부를 갖추어야 한다. 이 모드를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자 행위의 계획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사용설명서는 
조작자 행동의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b) 펄스옥시미터는 41℃를 초과하는 높아진 온도모드의 지속시간을 
제한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상승된 온도모드의 지속시간은 
43 ℃에서 4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42 ℃에서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c) 사용설명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신생아, 노인환자, 화상환자와 
같은 환자에 대해 41 ℃보다 높은 온도설정 사용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d) 펄스옥시미터가 상승된 온도모드에 있을 때 표시가 있어야 한다.
     e) 기술설명서는 펄스옥시미터와 조직 사이의 접촉면에서 최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공통기준규격
[별표1] 11.1.3.에 따라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피부 접촉면에 온도측
정을 할 때, 기술설명서에 제공된 시험방법은 사용되어질 수 있다
(추가 정보는 ISO 80601-2-61:2006 BB.3. 참조).

    항목 추가:
    11.6.5.101. ME기기 및 ME시스템의 방수 및 방진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 비고: 홈헬스케어 환경에서 사용을 의도한 펄스옥시미터 외장의 방수 
또는 방진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IEC 60601-1-11을 참조한다. 
펄스옥시미터의 외장은 유해한 물의 침투에 대한 보호 정도를 
제공해야 한다.

     - IPX2는 적어도 펄스옥시미터가 전문적인 의료시설 외부의 환자수송
동안 사용되기 위함이다.

     - IPX1은 적어도 펄스옥시미터가 전문적인 의료시설 외부의 환자 수송
동안 사용되지 않기 위함이다.

    오직 보호케이스 안에서 사용이 의도된 휴대형 ME기기에 대해, 이 요구
사항은 케이스 내에 있는 ME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

    정상사용 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인 펄스옥시미터를 IEC 60529:2001의 
시험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한다. 이 절차 후에, 기본안전과 필수성능은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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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01. ME기기에의 전원공급/공급전원의 차단
  11.8.101.1. 전원 고장 경보 조건
  펄스옥시미터가 생리학적 경보상태를 감지하는 알람시스템이 제공된다면, 

알람시스템은 전원공급이 정상작동을 위해 필요한 최솟값 아래로 떨어졌을 
때를 지시하기 위해서 적어도 중간 수위의 기술적 알람상태를 제공해야 
한다. 

  ※ 비고: 전원 손실 이후, 알람시스템은 알람신호를 무한정 반복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다. 펄스옥시미터의 기능이 내부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유지된다면, 전원고장 중간 수위의 알람상태는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부전원으로 전환되면 정보신호 또는 
낮은 수위의 기술적 알람상태에 의해 지시되어져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1.8.101.2. 중단 및 자동 전환에 따른 설정 및 데이터 보관
  펄스옥시미터의 주전원공급이 30초 이하로 중단될 경우, 또는 내부전원으로 

자동 전환될 경우, 모든 설정 값과 모든 저장된 환자정보는 변경 없이 
저장되어져야 한다.

  ※ 비고
  1. 펄스옥시미터는 주전원의 중단이 발생되는 동안 계속 동작되어서는 안 

된다.
  2. 설정은 조작자 설정, 책임 기관 설정, 동작모드 등을 포함한다.

  전원공급코드를 떼어내서 25초와 30초 사이에 주전원 중단하고 펄스옥시
미터 설정 값과 보관된 환자데이터를 조사하여 적합성을 확인한다. 전원의 
복구 후에 상기의 설정 값과 저장된 데이터는 동일해야 한다.

    11.8.101.3. 장기간 중단에 따른 동작
    사용설명서는 주전원이 중단된 후, “켜기-끄기" 스위치가 ”켜기"의 위치에 

있고, 30초 이상의 시간 이후 복구되었을 때, 펄스옥시미터의 동작을 
알려야 된다.

    사용설명서의 검사에 의해 적합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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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어 및 장치의 정확도 및 위험한 출력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2.를 적용한다.
  12.1.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항목 추가:
    12.1.101. *펄스옥시미터의 SpO2 정확도
    12.1.101.1. *사양서
    펄스옥시미터의 SpO2의 정확도는 SaO2 70 %∼100 %의 범위에 걸쳐서 4 % 

SpO2 이하의 제곱평균 차이이어야 한다. SpO2는 기능 산소 포화도로 
지시되어 있어야 하고 분율 산화헤모글로빈으로 지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범위에서 SpO2의 선언범위와 SpO2 정확도는 사용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SpO2 정확도는 70 %∼100 %의 범위에 걸쳐 언급되어야 한다.

    펄스옥시미터 측정은 통계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SpO2 정확도 정보는 
일반 사용자(reader)들이 알 수 있도록 펄스옥시미터 측정의 약 2/3정도
만이 CO-옥시미터에 의한 측정값의 ± Arms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 문서로 동반되어야 한다.

    펄스옥시미터 모니터가 다양한 펄스옥시미터 프로브들과 사용이 적합할 때, 
SpO2 정확도 정보는 각각의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다른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SpO2 정확도 사양도 제공되어야 한다.
    ※ 예시
    1. 70 %∼80 % SaO2에 대한 ± 4 %의 명시된 SpO2 정확도
    2. 80 %∼90 % SaO2에 대한 ± 2 %의 명시된 SpO2 정확도
    3. 90 %∼100 % SaO2에 대한 ± 1 %의 명시된 SpO2 정확도
    SpO2 정확도 요구가 65 % SaO2 이하 범위에서 이루어지면, SpO2정확도는 

20 % SaO2를 초과하지 않는 포화구간도 추가범위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4. 60 %∼80 % SaO2의 명시된 SpO2 정확도 범위
    5. 60 %∼70 % SaO2의 명시된 SpO2 정확도 범위

    부속문서의 검사와 12.1.101.2.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한다.

    12.1.101.2. SpO2 정확도에 대한 결정
    12.1.101.2.1. *데이터 수집
    SpO2 정확도 요구는 SpO2 정확도가 요구되는 낮은 값의 +3 %와 높은 

값의 -3 %에서 SaO2의 전체범위를 가져오는 통제된 불포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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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 desaturation study) 측정에 의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 

    ※ 예시: 70 % SaO2 ∼ 100 % SaO2에 대해 요구된 SpO2 범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제된 불포화 연구는 73 % SaO2 ∼ 97 % 
SaO2의 전 범위에서 수집된 SaO2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다.

    제한된 불포화 연구는 ISO 14155:2011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
    데이터 지점은 요청된 전 범위에 걸쳐 비교가능한 조밀도를 가지고 

기록되어야 한다.

    ※ 비고: 추가 정보는 ISO 80601-2-61:2011 부록 EE를 참조한다.

    SpO2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간섭의 형태는 SpO2 정확도 
사양의 부분으로써 진술되지 않을 필요가 있으나, 사용설명서에는 표현
되어져야 한다.

    ※ 예시: 주위 불빛(광 에너지 치료를 포함하는), 물리적 움직임(환자와 
강요된 움직임), 진단 시험, 저관류, 전자파장해, 전기수술기, 
기능을 못하는 헤모글로빈, 특정 염색소(dyes)의 존재, 펄스
옥시미터 프로브의 잘못된 위치.

    SpO2 정확도 요구를 위한 시험방법 요약은 기술설명서에 표현되어져야 
한다.

  기능시험기 또는 환자 자극기들은 펄스옥시미터의 SpO2 정확도를 입증
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 비고: 어떤 기능시험기 또는 환자 자극기들은 펄스옥시미터 모니터의 
다양한 디자인변경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에는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12.1.101.2.2. 데이터 분석
    규정된 각 범위에 대하여, 펄스옥시미터의 SpO2 정확도는 다음의 수식

에서 주어진 것처럼, 측정값(SpO2i)과 기준값(SRi)의 차이를 제곱평균
(rms)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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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ASTM E456-96에 주어진 편차 및 정밀도의 개념과 Errors in 14 

pulse oximeters during profound hypoxia(SEVERINGHAUS, J.W., 
NAIFEH, K.H., KOH, S.O., J. Clin. Mon. 1989, 5, pp.72-81)에 주어진 
모호성은 ME 기기의 정확도를 표현하는 값을 가진다. 상기(비록 “표준
편차”라는 잘못된 명칭 하에 있지만 펄스옥시미터 농도 측정 내에 
전통적이었던) 언급된 SpO2 정밀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결정은 믿음 
및 인식에 기반 한다. 믿음은 임상 조작자들의 일반 커뮤니티에서 
폭넓게 이해한다는 것과 인식은 펄스옥시미터 전체적인 SpO2의 정확
도가 편차 및 정밀도 보다 낫다는 것을 일부 사례에서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2. ISO/TC 69 뿐만 아니라, ISO/IEC Guide 99[12] (VIM)와 ISO/IEC 
Guide 98-3 (GUM), 통계적 방법들의 적용, 정확도와 정밀도의 결정
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펄스옥시미터에 의해 판독되는 SpO2 정확도의 표준 참조는 지속적으로 
기록된 동맥 혈류의 CO-옥시미터 분석에서 얻어진 SaO2값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CO-옥시미터는 1 %(1 표준편차)의 SaO2의 정확도를 가지거나 또는 
제조자 SpO2 정확도 요구에 걸쳐 더 좋은 SpO2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제조사가 기록한 임상데이터에 요구되는 CO-옥시미터 성능을 평가하는 
절차, 유지 및 교정을 포함하는 품질보증은 CO-옥시미터를 활용해야 한다. 
특별한 주의는 제조자가 정한 SpO2 정확도 범위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

    3. SaO2보다 PaO2(동맥 산소압)를 실제로 측정하는 혈액가스 분석기에 
의해 만들어진 측정에서 산출된 SaO2 값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 추가 정보는 ISO 80601-2-61:2011 부록 EE 참조

    12.1.101.2.3. 임상적 연구 대상에 대한 특성
    SpO2 정확도를 위해 평가에 사용되는 임상 연구 보고서의 요약은 피

시험자의 건강여부와 피부 색, 나이, 성별을 포함해야 한다. 이 정보는 
부속 문서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부속문서의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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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02. 동작 상태에서의 정확도
    제조자가 펄스옥시미터는 동작 중에 정확하다고 주장한다면, 동작 중 

정확도 사양은 사용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동작 중 정확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시험 방법의 요약은 기술 

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요약은 시험 동안 동작 및 휴지기간에 있어서 
평균 퍼센트 변화(맥박 신호 강도의 지시로써 적외선 신호)를 포함해야 
한다.

    적합성은 기술 설명서와 사용설명서의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2.1.103. 저관류 상태에서의 정확도
    제조자가 펄스옥시미터의 저관류 상태에서의 정확도를 주장한다면,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정확도 사양은 사용 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저관류 상태에서의 정확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시험 방법의 

요약은 기술 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요약은 맥박 신호강도의 표시로써 
적외선 퍼센트 변조를 포함해야 한다.

    적합성은 사용지침서와 기술적 설명의 검사로 확인한다.

    12.1.104. 맥박수 정확도
    맥박수 정확도는 펄스옥시미터에 기록된 쌍의 맥박률 데이터와 기준방법 

차이를 rms로써 나타낸다. 맥박수 정확도는 펄스옥시미터의 모든 요청된 
범위 또는 그 범위의 부분에 대한 분리된 맥박수 정밀도 사양으로 기술
되어야 한다. 맥박수 정확도의 계산을 위한 기준방법은 전기적 맥박 시
뮬레이터(electric pulse simulator), ECG 심박수, 촉진 맥박(palpated 
pulse), 흉부 청진(thoracic auscultation) 또는 이들 참조 방법의 하나와 
비교하여 검증된 다른 하나의 펄스옥시미터가 될 수 있다. 맥박수 정확도의 
결정을 위한 기준방법은 기술 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12.4.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항목 추가:
    12.4.101. 데이터 갱신 주기
    데이터 갱신주기가 30초 이상일 때, SpO2 또는 맥박수 데이터가 현재 값이 

아니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데이터 갱신주기 시간은 30초 보다 짧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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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포화도 및 맥박수의 최대 갱신 주기가 30초 보다 짧은 것은 
지속적인 신생아 및 진단 용도에 권장되어야 한다. 펄스옥시미터가 어떤 
생리학적 경보 상태를 감지하는 알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알람시스템은 
적어도 데이터 갱신주기가 30초를 초과할 때를 표시하기 위해서 낮은 
우선순위 경보상태(low priority alarm condition)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생리학적 경보상태를 감지하는 알람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펄스
옥시미터는 데이터 갱신주기가 30초를 초과할 때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사용지침서에 설명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12.4.102. *신호 부적합
    신호 부적합의 표시는 표시된 SpO2 또는 심박수 값이 어쩌면 정확하지 

않을 때, 조작자에게 제공되어져야 한다. 심벌 ISO 7000-0435(ISO 
80601-2-61:2011, 표 201.D.2., 심벌 12)는 이러한 표시에 사용될 수 있다. 
표시의 설명과 기능은 부속문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 예시: 신호 부적합은 눈으로 보이는 정보신호 또는 낮은 우선순위 경보
신호(low priority alarm SIGNAL)에 의해 표시되어진다.

    ※ 비고: 정규화 되지 않은 펄스 파형은 신호 부적합 표시를 위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표시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3. 특정 위해상황 및 고장상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3.을 적용한다.
    항목 추가:
    13.101.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 오동작의 감지
    펄스옥시미터가 어떤 생리학적 경보상태를 감지하는 알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알람시스템은 정상동작보다 다른 동작을 유발하는 펄스
옥시미터 프로브 케이블 또는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의 다른 선을 위해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케이블 또는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가 개방 또는 
단락되었을 때 기술적 알람상태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생리학적 경보상태를 감지하는 알람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펄스옥시미터는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오작동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지시
해야 한다. 표시는 사용지침서에 설명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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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빈 화면에 의한 고장작동의 지시

    다음의 시험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한다.
     a) 펄스옥시미터로부터 펄스옥시미터 프로브를 분리하고 각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선이 어떤 다른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선을 개방 또는 단락할 
수 있는 회로를 가진 것으로 대체한다.

     b) 다른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를 반복한다.
     c)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고장이 지시되거나 펄스옥시미터가 계속해서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14. 프로그램가능 의료용 시스템(PEMS)
  공통기준규격[별표1] 14.를 적용한다.

  15. ME기기의 구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5.를 적용한다.
    항목 추가:
    15.3.5.101. 거친 취급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15.3.5.101.1. 충격과 진동

    ※ 비고: 홈헬스케어 환경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펄스옥시미터에 
대한 충격과 진동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IEC60601-1-11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적인 요양기관(Professional healthcare) 외에서 환자의 수송 동안 
사용될 목적이 아닌 펄스옥시미터 또는 그 부분은 정상사용, 밀림, 충격, 
떨어뜨림, 거친 다룸에 의해 야기되는 기계적 스트레스 하에 있을 때,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거치형 기기는 이 항의 요구사항
으로부터 제외된다.

    이 시험 후에 펄스옥시미터는 기본안전과 필수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으로 확인한다.

     a) 다음의 상태에서 IEC 60068-2-27:2008에 따른 충격시험

       ※ 비고: 이것은 IEC/TR 60721-4-7:2001, Class 7M2를 대신한다.

      1) 시험타입: 타입 1, 또는
       - 최대 가속도: 150 m/s2(15 g)
       - 기간: 11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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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펄스형태: 반파(Half-sine)
       - 충격횟수: 각 방향으로 3회(총 18회)
      2) 시험타입: 타입 2
       - 최대 가속도: 300 m/s2(30 g)
       - 기간: 6 ms
       - 펄스형태: 반파(Half-sine)
       - 충격횟수: 각 방향으로 3회(총 18회)

     ※ 비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15.3.4.1.을 만족하고 시험된 펄스옥시미터는 
이 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b) 다음의 상태에서 IEC60068-2-64:2008에 따른 광대역진동시험

     ※ 비고: 이것은 IEC/TR 60721-4-7:2001, Class 7M1과 7M2를 대신한다.

      3) 가속도 진폭:
       - 10 ∼ 100 Hz: 1.0 (m/s2)2/Hz
       - 100 ∼ 200 Hz: -3 ㏈ per octave
       - 200 ∼ 2000 Hz: 0.5 (m/s2)2/Hz
      4) *기간: 수직 축 당 10분(총 3회)

      ※ 비고: 수직 축 당(총 3회) 30분의 기간이 추천된다.

     c) 다음의 시험에 따라, 기본안전과 필수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15.3.5.101.2. 의도적 이송 중 충격과 진동
    전문적인 요양시설 밖에서 의도적인 환자의 수송 동안 사용할 목적의 

펄스옥시미터 또는 그 부분은 정상사용, 밀림, 충격, 떨어뜨림과 거친 
다룸에 의해 야기되는 기계적 스트레스 하에 있을 때, 적당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음의 시험 후에, 펄스옥시미터는 기본안전과 필수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비고: 15.3.5.101.2.의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시험된 ME기기 전체 
또는 그 부분은 15.3.5.101.1.의 해당 요구사항에도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확인한다.
     a) 다음의 상태에서 IEC60068-2-27:2008에 따른 충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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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이것은 IEC/TR 60721-4-7:2001, Class 7M3을 대신한다.

     1) 시험타입: 타입 1, 또는
       - 최대 가속도: 300 m/s2(30 g)
       - 기간: 11 ms
       - 펄스형태: 반파(Half-sine)
       - 충격횟수: 각 방향으로 3회(총 18회)
     2) 시험타입: 타입 2
       - 최대 가속도: 1000 m/s2(100 g)
       - 기간: 6 ms
       - 펄스형태: 반파(Half-sine)
       - 충격횟수: 각 방향으로 3회(총 18회)

     b) 다음의 상태에서 IEC60068-2-64:2008에 따른 광대역진동시험

     ※ 비고: 이것은 IEC/TR 60721-4-7:2001, Class 7M3을 대신한다.

      3) 가속도 진폭:
       - 10 ∼ 100 Hz: 5.0 (m/s2)2/Hz
       - 100 ∼ 200 Hz: -7 ㏈ per octave
       - 200 ∼ 2000 Hz: 1.0 (m/s2)2/Hz
      4) 기간: 수직 축 당 30분(총 3)
     c) 다음의 상태와 절차 1.을 사용하는 IEC 60068-2-31:2008에 따른 

자유낙하:

     ※ 비고: 이것은 IEC/TR 60721-4-7:2001, Class 7M2를 대신한다.

     5) 낙하 높이:
       - 1 kg 이하, 0.25 m
       - 1 ∼ 10 kg 사이, 0.1 m
       - 10 ∼ 50 kg 사이, 0.05 m
       - 50 kg 이상, 0.01 m

     6) 낙하횟수: 명시된 각 높이에서 1회

     ※ 비고: 명시된 각 높이에서 2회 낙하가 요구된다.

    운반용 케이스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의도된 휴대용 펄스옥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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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는 이 시험동안 ME기기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

    d) 기본안전과 필수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15.101. 동작 모드
    펄스옥시미터는 연속적인 동작에 적합해야 한다.

    ※ 비고
    1. 몸체에서 새로운 부위로 펄스옥시미터를 옮기는 것은 정상사용이고 

연속동작으로 간주된다. 
    2. 한명의 환자 또는 그 사이에 환자에서 펄스옥시미터의 간헐적 사용은 

정상사용이고 연속동작으로 간주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6. ME시스템
  공통기준규격[별표1] 16.을 적용한다.

  17.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공통기준규격[별표1] 17.을 적용한다.

    새로운 항목 추가:
    101.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
    101.1. 일반
    모든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는 그것들이 펄스옥

시미터의 제조자가 제조했던, 또는 다른 개별업체(제 3자 또는 헬스케어 
공급자)가 제조했던, 또는 재생산되었던,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
해야 한다.

    재생산된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의 제조자들은 
모든 펄스옥시미터 사양이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프로브케이블 확장기가 
사용될 펄스옥시미터 모니터의 각 모델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재생산된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의 부속문서는 적합성이 요구되는 모든 펄스옥시미터 
모니터를 나열해야 한다.

    신제품이나 재생산품이 이 기준규격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모든 공정을 검증하는 것은 제조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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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국제규격의 시험으로 확인한다.

    101.2. 표지
    최소한 하나의 펄스옥시미터의 모니터의 모델 또는 기준 형식은 101.1.에 

따르는 각 펄스옥시미터 프로브와 함께 제공되는 부속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설명서는 각 펄스옥시미터 프로브 또는 프로브 케이블 확장기의 부속
문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프로브는 특정 모니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b) 조작자는 사용하기 전에 모니터, 프로브, 케이블의 호환성을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다.
     c) 비호환 부품은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101.1. 참조
    적합성은 부속문서의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02. 포화 맥박 정보 신호
    가변 피치 청각 정보 신호가 상대적인 SpO2 레벨과 맥박 검출의 표시를 

제공한다면, 피치 변화는 SpO2 해독, 즉, SpO2 판독 값이 낮을수록 진폭 
또한 저하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103. 신호 입력부/출력부
    103.1. 일반
    기본안전과 필수성능은 펄스옥시미터의 신호 입력부/출력부에 접속의 실패 

또는 접속된 장비의 고장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의 검사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03.2. 전기 기록계에 접속
    펄스옥시미터는 펄스옥시미터부터 전기 기록계까지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신호 입력부/출력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데이터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펄스옥시미터 식별
      - 이것은 모델 또는 형식명칭, 펄스옥시미터의 시리얼넘버와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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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식별자에 의해 제공되어 질 수 있다.
      - 이것은 고유 장비 식별자(UDI)에 의해 제공 되어질 수 있다.
     b) SpO2 값
     c) 제공된다면, 맥박수
     d) 펄스옥시미터가 어떤 경보상태를 감지하는 알람시스템을 가지고 있

다면, 다음을 포함한 경보상태
      - 알람제한
      - 모든 경보상태의 존재
      - 모든 경보상태 불활성에 대한 발생
     데이터 전송은 ASTM F2761-09에 따라 네트워크/데이터 커플링

(NETWORK/DATA COUPLING)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103.3. 분배 알람시스템에 접속
    생리학적 경보상태를 감지하는 알람시스템을 가진 펄스옥시미터에 대해, 

알람시스템은 분배 알람시스템에 접속을 허용하는 신호 입력부/출력부를 
가져야 한다. 데이터 전송은 ASTM F2761-09에 따라 네트워크/데이터 
커플링과 제공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03.4. 리모트 컨트롤에 접속
    펄스옥시미터는 펄스옥시미터의 외부조작을 위한 신호 입력부/출력부를 

가질 수도 있다. 데이터 전송은 ASTM F2761-09에 따라 네트워크/데이터 
커플링과 제공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3.2.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전자파 안전은「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치 또는 추가시킨다.

  6.2.1.1. 내성 시험 레벨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별표2] 6.2.1.1.을 적용한다.
    비고 2 뒤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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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3. 펄스옥시미터는 생명유지 ME기기 또는 ME 시스템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6.2.1.7. 환자 모의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별표2] 6.2.1.7.을 적용한다.
    개정 (첫 번째 불릿부터 삭제):
    수동 감도 조절 기능이 없는 ME기기와 ME시스템,

    대치 (두 번째 불릿 다음의 내용):
    - 내성 시험 동안, 펄스옥시미터는 유도 잡음 값과 그보다 적은 값으로

부터 적어도 5 % 차이인 교정된 범위 내 SpO2 값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 비고
    2. 잡음 유도 잡음 값은 값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R=1 또는 R은 적색 

채널로부터 얻어지기 위해 IR 채널로부터 얻어진 비율이다.
    - 맥박수는 유도된 잡음 신호 주파수와 맥박수 표시의 명시된 범위 내의 

차이이다.
    - SpO2와 맥박수 신호는 이 시험을 위한 환자 자극기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6.2.1.10. 적합성 판정기준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별표2] 6.2.1.10.은 다음에 

의해 대치된다.
    대치: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별표2] 6.2.에 명시된 

내성 시험 레벨 하에서, 펄스옥시미터는 기본안전과 필수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과 함께 다음의 상태가 적용된다.

     a) ME기기(부품)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의 손실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영구적인 저하 및 손실은「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별표2] 6.2.와 6.2.3에 명시된 내성 시험 레벨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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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지 않아야 한다.
     b) 명시된 SpO2 정확성 제한과 맥박수 정확성 제한 내에서 동작 또는 

기술알람상태 또는 고장작동 지시의 발생.
     c)「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별표2] 6.2.2., 6.2.4., 

6.2.5.와 6.2.7.에 따른 내성시험에서 의도된 동작의 방해 또는 성능
의 일시적인 저하는 동작간섭 없이 30초 안에 어떠한 중단으로 인
해서라도 회복되어야 한다.

     d) 동작모드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e) 환자에게 부적절한 에너지의 전달은「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별표2]6.2.와 6.2.3.에 명시된 내성시험레벨에서 발생
해서는 안 된다.

  6.2.3. 방사성 RF 전자기장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별표2] 6.2.3.1. a)를 적용한다.
    추가:
    이 요구사항에 추가해서, 전문적인 요양기관 밖에서 환자의 전문적인 

수송 동안 사용할 것을 의도한 펄스옥시미터는 80 MHz에서 2.5 GHz의 
범위에 걸쳐서 20 V/m(1000 Hz에서 80 % 진폭 변조된)의 내성 시험 
레벨에서 6.2.1.10.에 적합해야 한다.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별표2] 6.2.의 시험을 
적용하여 적합성을 확인한다. 상기 사항에 따라 시험 중에 그리고 시험 
후에 펄스옥시미터의 응답을 평가한다. 

3.3. 의료기기 경보시스템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 경보시스템은 공통기준규격[별표4]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치 또는 추가시킨다.
    항목 추가:
    6.1.2.101. 경보상태 결정 및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펄스옥시미터가 생리학적 경보상태를 감지하는 알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알람시스템은 낮은 SpO2 레벨에 대해 적어도 중간 우선순위 경보
상태를 제공해야 한다.

    ※ 비고: 높은 SpO2레벨 경보상태는 확실한 임상적용에 대해 환자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생아 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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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6.5.4.101. *디폴트사전경보설정에 대한 추가요구사항.
    펄스옥시미터 모니터가 낮은 SpO2 레벨의 생리학적 경보상태를 감지하는 

알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SpO2 레벨의 생리학적 경보상태에 대해 
제조자가 설정한 사전경보설정 값에서 경보제한 값은 85 % SpO2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낮은 SpO2 경보제한 값이 연속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설정한 
사전경보설정 값의 낮은 SpO2 경보제한 값은 디폴트사전경보설정 값에 
저장된 낮은 SpO2 경보제한 값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6.8.5.101. 경보신호 비활성상태, 표시 및 접근의 추가요구사항
    펄스옥시미터의 제조자가 설정한 디폴트 음향일시정지 또는 경보일시정지 

간격은 2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추가:
    ISO 80601-2-61:2011의 부록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을 

적용한다.

4.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

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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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극초단파자극기
(관련 규격: IEC60601-2-6:2012)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
전처 고시) 소분류 A16070.01에 해당하는 극초단파자극기에 적용된다.

2. 정의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이라 한다.)에 따른다.

2.1. 애플리케이터(APPLICATOR)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환자의 국소 부분에 가하기 위한 마이크로파 방사기 
※ 비고: 예시로 쌍극자, 반사기가 있는 쌍극자, 변형된 쌍극자, 쌍극 배열, 

개방 도파관 및 유전체 방사기가 있다.    

2.2. *접촉 애플리케이터(CONTACT APPLICATOR)
환자와 접촉하므로 장착부인 애플리케이터

2.3. 정합부하(MATCHED LOAD)
접속할 경우에 극초단파자극기에서 부하로 전달되는 최대 전력을 발생하는 
복합 부하 

2.4. 극초단파자극기(MICROWAVE THERAPY EQUIPMENT)
300 MHz 초과 30 GHz 이하 주파수 범위 내에서의 확산된 전자기장을 이용
한 환자 치료를 위한 ME기기 

2.5. *비접촉 애플리케이터(NON-CONTACT APPLICATOR)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 애플리케이터

2.6. 팬텀(PHANTOM)
방사된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시험 목적상 환자에 대한 모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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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항
수행할 치료와 관련된 부정확한 수치는 표시하지 않음. 12.1

의도한 장치

2.7. *정격 출력(RATED OUTPUT POWER)
정합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고주파수 전력값 

2.8. *원치않는 방사(UNWANTED RADIATION)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조사되지 않는 마이크로파 방사선

3. 시험규격

3.1.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기·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의 항목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공통기준규격[별표1] 의 번호에 대치하거나 
또는 추가 삽입한다.

  4. 일반 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4.에 따른다.
  4.3. 필수성능
    항목 추가:
    4.3.101. *추가 필수성능 요구사항
    추가 필수성능 요구사항은 표 201.101에 열거된 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01.101. 추가 필수성능 요구사항

  5. ME기기 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공통기준규격[별표1]  5.에 따른다.

  6. ME기기 및 ME시스템의 분류
  공통기준규격[별표1]  6.에 따른다.

  7. ME기기 표식, 표기 및 문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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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ME기기 또는 ME기기 부분의 외측 표시
    항목 추가:
    7.2.101. 출력
    극초단파자극기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와트 단위의 정격 출력 
    ∙ 옴 단위의 정합부하
    ∙ 메가헤르츠 또는 기가헤르츠 단위의 동작 주파수
    ∙ IEC 60878의 심벌 5140(비전리 전자파 방사선)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3. *ME기기 또는 ME기기 부분의 내측 표시
    항목 추가:
    7.3.101.
    IEC 60878의 심벌 5140(비전리 전자파 방사선)은, 개폐커버를 제거함

으로써 ME기기가 10.3.10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에, 
모든 내부 개폐커버에 적용해야 한다.   

    적합성은 개폐커버에 상기 심벌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내부 개폐
커버를 제거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한 이 심벌을 지니지 않은 모든 외부 
개폐커버를 제거한 상태에서 10.3.102.의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7.3.102.
    부품의 조정 또는 교체로 인해 ME기기가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이 기준규격의 제3.2절
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부록 D, 표 D.2의 심벌 
2(일반적인 경고표지) 및 심벌 10(가동 설명을 준수)을 부품 위 또는 그 
가까이 또는 부품 접근을 허용하는 패널에 표시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4.2. *제어기
    추가:
    출력 제어기에는 마이크로파 에너지 출력을 나타내는 눈금 및/또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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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가 있어야 한다. 이 위치에서 전달되는 어떤 마이크로파 에너지라도 
10 mW 미만이 아닌 경우에, 숫자 “0”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출력 
눈금 또는 표시기가 출력전력의 와트를 나타내는 경우에, 그렇게 표시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9.2. 사용설명서
    항목 추가:
    7.9.2.101. 추가적인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가연성 마취제가 있는 경우에는 극초단파자극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 
     b) 표적조직에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설명(예: 조직을 파괴하려는 목적

으로, 가벼운 열, 국부적인 가벼운 열, 국부적인 뜨거운 열을 발산.)
     c) 애플리케이터와 관련된, 의도한 조직 영향의 영역에 대한 설명 
     d) 신체 다른 부위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특정 치료를 위한 

애플리케이터 위치설정을 위한 정확한 절차  
     e) 치료를 위해 애플리케이터의 위치를 설정할 때, 출력전력의 전원을 

꺼야한다는 조언 
     f) 환자 근처에 전도성 물체 또는 재료를 두는 것의 잠재적 위해요인에 

관한 조언   
      - 마이크로파 에너지는, 금속성 보석류 또는 금속성 물질(예: 금속성 

단추, 클립 또는 실)이 포함된 의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금속성 임플란트(예: 골수못)를 포함한 환자의 신체부위는, 전문적인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아야 한다. 

      - 보청기는 제거해야 한다.
      - 삽입된 전기기기 및/또는 전극을 지닌 환자는 마이크로파 치료 

또는 ME기기가 가동되는 지역으로부터 배제해야 한다. 
     g) 거친 취급으로 인해 애플리케이터의 지향성 특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터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h) 신체의 다양한 부분 치료를 위해 권장하는 애플리케이터의 종류와 

크기 및 특정 애플리케이터에 대한 최대 허용전력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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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비접촉 애플리케이터를 사용하는 동안, 
      -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 제안된 영역 내에서 감소된 열감도를 지닌 

환자는, 마이크로파 치료의 비접촉 애플리케이터로 치료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   

      - 일반적으로, 치료에 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는 환자는, 
마이크로파 치료의 비접촉 애플리케이터로 치료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

      - 비접촉 애플리케이터는 눈 또는 고환을 향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
      - 환자는 적합한 경우에 마이크로파 보호고글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언
      -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마이크로파 에너지 발생 시, 비접촉 애플리

케이터로부터 1.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경고문. 
      - 조작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관한 설명

  7.9.3. 기술설명서
  7.9.3.1. 일반
    첫 번째 단락에 추가:
    - 극초단파자극기의 출력전력을 시험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 극초단파자극기에 있는 출력 제어기의 위치
    ∙ 전력 출력 대 정합부하에서의 출력 제어기 설정을 보여주는 도표   
    - 7.3.101. 및/또는 7.3.102.에서 언급한 경고심벌을 표시할 경우에, 준수

해야할 예방조치에 관한 정보  

  8. ME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8.에 따른다.

  8.7.1. *일반 요구사항
    b)항 추가:
    -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는 마이크로파 출력이지만, 누설전류 및 환자

측정전류는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임.

  9.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기계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  9.에 따른다.

  10. 원치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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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0.에 따른다.

  10.1. X선 방사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이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0.2.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선 및 기타의 입자선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이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0.3. 마이크로파 방사
    항목 추가:
    10.3.101. *원치않는 방사선
    원치않는 방사선은 아래에서 기술한 대로 시험할 경우에, 비접촉 애플리

케이터 전면으로부터 1 m, 후면으로부터 0.25 m 거리에서 10 m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출력은 각 비접촉 애플리케이터를 위해 규정한 최대 출력전력에 따라 

조절한다. 비접촉 애플리케이터를, 제조자가 권장하는, 적합한 팬텀으로
부터의 최대거리에 둔 후에 원치않는 방사선의 출력밀도를 측정한다. 
제조자가 적합한 팬텀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팬텀은 직경 0.20 m × 
길이 0.50 m의 저손실 재료로 만든 원통형 용기로 구성해야 한다(예: 물 
1ℓ당 염화나트륨 9 g의 용액으로 채워진 아크릴).

    10.3.102. *마이크로파 방사선의 누설
    ME기기 외장, 케이블 또는 도파관 및 케이블/도파관 커넥터로부터의 

마이크로파 방사선 누설은 아래에 기술한 대로 측정한 경우에 10 m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극초단파자극기를 정합부하에 접속하고 정격 출력에서 가동한다. 교정된 

필드 프로브를 사용해, 극초단파자극기, 커넥터 및 케이블/도파관 외측 
표면을 따라 다양한 지점에서 마이크로파 출력밀도를 측정한다. 

    ※ 비고: 부록 AA는 반복 가능한 측정에 있어서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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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03. 마이크로파 전력의 제한
    단일 출력채널 또는 한 번에 하나의 채널만 가동하는 다중 출력채널을 

가진 극초단파자극기의 정격 출력은 250 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동시 가동이 가능한 다중 출력채널을 가진 극초단파자극기의 정격 출력은 
채널당 125 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7.2.101.에서 규정한 표시의 검사에 의해서 확인한다.
 
  11.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1.에 따른다.

  11.1.2.1. 환자에게 열을 가하는 것을 의도한 장착부
    추가:
    접촉 애플리케이터는 의도한 임상효과의 일부로서 환자에게 열을 가하는 

것을 의도한 장착부이다. 온도를 밝힐 필요는 없다. 

  11.4. *가연성 마취제와 함께 사용을 의도한 ME기기 및 ME시스템
    대치:
    극초단파자극기는 AP류 또는 APG류 ME기기가 아니어야 하고, 따라서 

가연성 마취제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2.에 따른다.
  
  12.1.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추가:
    출력전력의 모든 표시는 절대단위 또는 상대단위로 할 수 있다. 
    절대단위 표시의 경우에, 측정한 출력전력은 표시값으로부터 표시값의 

±20 %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과 같이 출력전력의 측정에 의해 확인한다. 
    애플리케이터를 정합부하로 교체하고 최대 출력전력을 측정한다. 

  12.4.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 275 -

  12.4.2. 안전과 관련한 파라미터의 표시
    추가:
    12.4.2.101. *출력 표시기
    극초단파자극기는 마이크로파 에너지가 발생할 때 음향신호를 내보내야 

한다. 발생 음향 레벨은 비접촉 애플리케이터에 대해서는 적어도 30 dBA
이어야 하고, ME기기 전면으로부터 1 m 거리에 있는 기타 모든 애플리
케이터에 대해서는 적어도 40 dBA이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점검 및 음향 레벨 측정에 의해 확인한다. 

    항목 추가:
    12.4.101. *출력 감소 수단
    비접촉 애플리케이터를 사용하는 극초단파자극기는 각 범위/모드에서 최대 

출력전력의 5 % 이하 또는 10 W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출력전력을 감소
시키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적합성은 12.1에 따라 출력전력 측정에 의해 확인한다. 

    12.4.102. *출력에 대한 에너지 공급
    비접촉 애플리케이터를 사용하는 극초단파자극기는, 출력 제어기가 먼저 

최소 출력이 발생되는 위치로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 출력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전원의 차단 및 복구 이후에도 만족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2.4.103. 조절가능 타이머
    비접촉 애플리케이터를 사용하는 극초단파자극기에는 미리 설정한 동작

시간이 지나면 출력의 동력을 끊는 조절가능 타이머를 갖추어야 한다. 
조절가능 타이머의 범위는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정확도는 ±1분
이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기능시험 및 동작시간 측정에 의해 확인한다.
     12.4.104. 출력에 대한 동력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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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초단파자극기는 모든 자동 제어수단 또는 타이머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마이크로파 출력에 대한 동력을 수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2.4.105. 최대 출력
    사용설명서에서 규정한 예열 기간 직후 측정할 때, 최대 출력전력은 정격 

출력보다 20 % 이상 높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애플리케이터를 정합부하로 교체하고, 모든 출력 제어기를 
최대치로 설정하고, 그리고 출력을 측정함으로써 확인한다. 

  
  13. 특정 위해상황 및 고장상태
  공통기준규격[별표1] 13.에 따른다.

  14. 프로그램가능 의료용 전기시스템(PEMS)
  공통기준규격[별표1] 14.에 따른다.

  15. ME기기의 구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5.에 따른다.

  15.4. ME기기의 부품 및 조립 일반
    항목 추가:
    15.4.101. *외장 및 커버
    어떤 개폐커버 또는 외장이든지 이를 제거하면 ME기기가 10.3.102.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없게 되는데, 개폐커버 또는 외장은 공구를 사용
해서만 제거 가능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6. ME시스템
  공통기준규격[별표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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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공통기준규격[별표1] 17.에 따른다.

3.2.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전자파 안전은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항목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의료
기기의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번호에 대치하거
나 또는 추가 삽입한다.

  4. 일반 요구사항
    항목 추가:
    4.101. 일반 시험구성
    극초단파자극기의 적합성 시험은, 제조자가 규정한, 적합한 팬텀에 방출

하는 동안, 또는 정합부하로 교체된 애플리케이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4.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
라 기재하여야 한다.



- 278 -

표시의 기술 항
정격 출력 7.2.101
정합부하 7.2.101
동작 주파수 7.2.101
비전리 방사선 심벌 7.2.101

표시의 기술 항
비전리 방사선 심벌 7.3.101
공통기준규격 부록 D, 표 D.2의 심벌 2 및 10 7.3.102

부록

다음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을 적용한다.

부록 C
(참고) 

ME기기 및 ME시스템의 표시 및 라벨링에 관한 요구사항의 
가이드

C.1. ME기기, ME시스템 또는 그들 부분의 외측의 표시
극초단파자극기의 외측 표시를 위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표 201.C.1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01.C.101. 극초단파자극기 또는 그 부분의 외측 표시

C.2. ME기기, ME시스템 또는 그들 부분의 내측 표시
극초단파자극기의 내측 표시를 위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표 201.C.1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01.C.102. 극초단파자극기 또는 그 부분의 내측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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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A
(참고) 

특정 가이던스 및 근거

AA.1. 일반 가이던스
이 부속서는 이 기준규격의 중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간략한 근거를 제공
하고, 이 기준규격의 주제와 친숙하지만 그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을 
위해 의도되었다. 주요 요구사항의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기준규격의 적절
한 적용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임상실무 및 기술이 변함
에 따라, 현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는 이런 발전으로 인해 필요해진 기
준규격의 모든 개정을 촉진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AA.2. 특정 절 및 항에 대한 근거
다음은 이 개별기준규격의 특정 절 및 항에 대한 근거이며, 절과 항의 번호는 
규격 본문의 번호와 일치한다. 

  1. 적용범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제1판 이후에 개발된 의료기기에서의 마이크로파 

에너지의 추가적인 사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기준규격은 원래, 순환 개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에 약한 열을 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마이크
로파 장치를 커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마이크로파 에너지의 새로운 사
용에는 세포 사망을 초래하는 온도까지 의도적으로 조직에 열을 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들이 포함된다.   

  2.2. 접촉 애플리케이터
  이것들은 사용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환자와 접촉해야 하거나 또는 환자에 

삽입해야 하는 애플리케이터들이다. 접촉 애플리케이터의 의도는 조직 
사망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온도까지 조직의 특정 영역에 열을 가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치료에 대한 임상적 이유에는 
조직의 수축 또는 이병조직의 치료가 포함될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 제한
되지는 않는다). 치료 종류에 따라서, 환자를 마취시킬 수도 있고 마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의는 접촉 애플리케이터를 비접촉 애플리케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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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비접촉 애플리케이터
  이것들은 사용 시 환자와의 접촉을 의도하지 않은 애플리케이터들이다. 이 

애플리케이터들은 환자의 조직에 약한 열을 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이 치료를 하는 동안 환자는 깨어있고, 열로 인해 불편 또는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   

  2.7. 정격 출력
  전력 측정기기 및 기술의 선택은 출력이 지속인지 또는 펄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8. 원치않는 방사
  원하던 임상효과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는 마이크로파 에너지. 이 정의로 

인해 치료영역 내에 있지 않은 조직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이 에너지 측정을 
위한 요구사항 및 시험의 제작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조작자의 조직뿐만 
아니라 환자의 조직도 포함된다.     

  4.3.101. 추가 필수성능 요구사항
  장치가 출력전력을 나타내는 숫자값을 표시하는 경우에, 이런 값의 정확한 

표시는 필수성능으로 간주한다. 

  7.3. ME기기 또는 ME기기 부분의 내측 표시
  표시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를 원치않는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수 

또는 수리 시 전자기장해 억제가 저하될 수 있음을 이들에게 알리는 데 
있다. 

  7.4.2. 제어기
  부하에 전달된 전력은 부하 저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단위에서의 

종료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숫자 “0”이 표시된 경우에, 조작자는 제어
기의 이 위치에서 출력이 없는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8.7.1. 일반 요구사항
  전원 주파수에서의 적은 누설전류는 높은 주파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시 고주파수 발생기의 기능을 억제시킨다.  
  10.3.101. 원치않는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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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구사항은 원치않는 방사를 제한하고 비접촉 애플리케이터 주위에 
“안전지대”를 만든다. 정상사용시 조작자는 지속적으로 마이크로파 방사에 
노출되지 않는다. 환자 및 비접촉 애플리케이터의 위치설정 시, 출력의 전
원을 끄는 것으로 상정하고 사용설명서는 조작자에게 치료 시 비접촉 애
플리케이터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있을 것을 경고한다.    

  
  10.3.102. 마이크로파 방사선의 누설
  이 요구사항은 외장, 케이블, 도파관 및 케이블/도파관 커넥터와 관련된 

원치않는 방사를 제한한다. 
  측정을 반복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 측정할 ME기기에 존재하는 RF에너지의 기본 성분 및 고조파 성분을 

결정한다.
  ∙ 아래에 열거된 센서/계량기 요구사항을 고려해 측정에 적합한 계량기/

센서를 선택한다. 
  ∙ mW/㎠를 표시하도록 계량기를 설정하고 현재 필드 측정값(평균을 내

지 않음)을 표시하는 모드로 표시장치를 설정한다. 
  ∙ 센서의 전기적 중심을 조사 중인 표면의 38 mm 이내에 있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 중인 표면을 커버하기 위해 프로브를 지속적으로 천천히 
움직인다. 측정값의 위치(들)이 5 mW/㎠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
해야 한다.

  ∙ 계량기의 데이터를 지우고, 최대치로 설정하고, 상기 기록된 위치들을 한 
번에 하나씩 조사한다. 프로브 표면을 회전시켜 프로브의 모든 축이 시험 
중인 위치에 노출되게 한다. 최대 측정값을 기록하고 각 위치에 대해서 
반복한다. 

  ∙ 모든 최대 측정값이 제한값 이하인지 검증한다. 

  사용하는 RF센서가 다음의 사양 또는 그보다 나은 사양의 전기장 센서일 
것을 권장한다. 

  ∙ 최대 센서 크기: 직경 70mm
  ∙ 센서 및 계량기 주파수 응답은 측정할 최저 주파수에서 현재 최고 

고조파, ±1 dB까지를  포함한다.(비고: 필요한 전체 주파수 범위를 커버
하도록 프로브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관련된 모든 주파수에서 교정을 
실행할 수 있다. 단, 프로브 응답은 규정된 범위 내 주파수로부터 6 dB 
이상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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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서의 교정 범위 내 주파수에서 ±2 dB 이상의 센서 및 계량기 등방성 반응  
  ∙ 센서와 ME기기 사이의 최대 간격: 센서의 직경 중심에서 ME기기 

표면까지 38 mm

  11.4. 가연성 마취제와 함께 사용을 의도한 ME기기 및 ME시스템
  마이크로파 에너지는 가연성 가스가 빠른 속도로 뜨거워져 인화점에 이르

도록 하기 때문에, 극초단파자극기는 절대 가연성 마취제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2.4.2.101. 출력 표시기
  마이크로파 에너지의 예상치 못한 전달은 조작자에게 위해요인이 된다. 

  12.4.101. 출력 감소 수단
  비접촉 애플리케이터를 사용하는 극초단파자극기는 저출력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2.4.102. 출력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이 요구사항은 환자가 과도한 출력레벨에서 부주의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12.4.103. 조절가능 타이머
  비접촉 애플리케이터를 사용하는 극초단파자극기는 지속적인 감독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 전원을 끄기 위한 타이머가 필수적이다. 

  15.4.101. 외장 및 커버
  원치않는 방사 차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공구 없이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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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뇌파계
(관련 규격: IEC 60601-2-26:2012)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소분류 A26150.01 뇌파계(이하 “ME기기”라 함)에 적용된다.

  대체:
  이 규격은 다음과 같이 뇌파계에서 사용된 다른 기기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  음향-광선 자극기
   –  뇌파 원격측정(electroencephalographic telemetry)
   –  EEG 데이터 저장 및 검색
   –  전기경련요법 중에 명확히 모니터링용인 ME 장비
   –  통원 치료용 뇌파 기록장치

2. 정의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의료기기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체 또는 추가시킨다. 

2.1. ME 기기(MEDICAL ELECTRICAL EQUIPMENT)
대체:
뇌파계(ELECTROENCEPHALOGRAPH)
ME 기기(ME EQUIPMENT)
뇌전도(ELECTROENCEPHALOGRAM)를 만드는 기기

2.2. 채널(CHANNEL)
디스플레이, 기록 및 전송의 목적에 대한 개별 뇌파계 리드의 하드웨어 및/
또는 소프트웨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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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뇌전도(ELECTROENCEPHALOGRAM, EEG)
특정 위치의 전극으로부터 취한 전압의 시간별 변화를 표현 한 것(화면이나 
종이)

2.4. 전극(ELECTRODE)
전기적 활동성을 탐지하기 위해 두피(scalp)에 적용되거나 뇌의 특정 부위에 
삽입되는 센서 

2.5. 이득(GAIN)
입력 신호 진폭에 대한 출력 신호 진폭의 비율
※ 비고: 1 이득은 mm/μV 단위로 표현된다.

2.6. 리드(LEAD)
전극 간의 전압

2.7. 도선(LEAD WIRE)
전극과 환자 케이블 혹은 ME 기기 간에 연결된 케이블

2.8. 중립 전극(NEUTRAL ELECTRODE)
차동 증폭기 및/또는 간섭 억제 회로의 기준 점으로 그 어떤 리드에 대한 계
산에 사용되지 않는 것

2.9. 환자 케이블(PATIENT CABLE)
도선을 ME 기기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다선식(multiwire) 케이블

3. 시험규격

3.1. 전기 •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기 • 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치 또는 추가시킨다(다음의 각 번호는 공
통기준규격[별표1]의 번호에 해당한다)

  4. 일반 요구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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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항
신호 재현의 정확도 12.1.101.1
입력 동적 범위 및 차동 오프셋 전압 12.1.101.2
입력 잡음 12.1.101.3
주파수 응답 12.1.101.4
동상모드 제거 12.1.101.5

    4.3. 필수 성능
    추가 항목:
    4.3.101. 추가 필수 성능 요구사항
    추가 필수성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필수 성능 요구사항 분포

  5. ME 기기의 시험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5.에 따른다.

  5.4. 기타 조건
    추가:
    aa)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한, 시험은 부속품 및 제조자가 명기한 기록 

재료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내부 전원이 있는 ME 기기에 대해서는, 시험 결과가 내부 전원 전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제조자가 명기한 가장 불리한 내부 전원 전압을 
이용하여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을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필요하
다면, 필요한 시험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배터리 혹은 직류 전원이 
사용될 수 있다.

    별도로 명기되지 않는 한, 시험회로에 사용된 값은 최소한 아래 제공된 
바와 같은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  저항기: ± 1 %;
    –  콘덴서: ± 10 %;
    –  유도기: ± 10 %;
    –  시험 전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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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시험순서
    개정:
    이 기준규격의 8.5.5.1 및 공통기준규격[별표1] 8.5.5에서 요구한 시험은 

공통기준규격[별표1] 8.7과 8.8에 기술된 누설 전류 및 유전체 강도 시험 
이전에, 그리고 이 기준규격의 12.1.101에 명기된 시험 이전에 수행되어
야 한다.

  6. ME 기기 및 ME 시스템의 분류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6.에 따른다.
 
  6.2. 전기적 충격에 보호
    마지막 단락의 대치:
    장착부는 BF형 혹은 CF형 장착부로 분류되어야 한다(공통기준규격

[별표1] 7.2.10 및 8.3 b) 참조).

  6.6. 가동모드
    대치:
    ME기기는 연속가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7. ME 기기 표식, 표시 및 문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에 따른다.

  *7.2.1. ME기기 및 교체가능 부분의 표시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추가:
    ME 기기가 제세동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으로 명기된다면:

    제세동의 영향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명기된 ME 기기의 부품(예
를 들면, 환자 케이블 혹은 센서)은 BF형 장착부 혹은 CF형 장착부로서
의 분류에 따라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 D에 있는 표 D.1의 기호 
26이나 27로 표시되어야 한다.

  7.9.2. 사용설명서
    추가 항목:
  7.9.2.101. 추가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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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설명서에 다음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a) 사용 환경을 포함한 의도된 용도/의도된 목적.
    위험 분석에 의해 가능성이 큰 오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공

개되어야 한다(예, ‘뇌사 결정용이 아님’).
    b) 안전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절차.
    c) 해당 시, 등전위화 도선(POTENTIAL EQUALIZATION CONDUCTOR)

을 연결하기 위한 설명서.
    d) 전극의 전도성 부품 및 중립 전극을 포함한 장착부용 연관 커넥터가 

접지를 포함한 다른 전도성 부품과 접촉하면 안 된다.
    e) 전기수술기와 함께 사용될 때 ME 기기가 화상으로부터 환자를 보호

하는 수단을 편입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작자에 대한 권고. 전기수술
기의 중립전극 연결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화상에 대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전극 및 도선 등의 위치에 관해 권고해야 한다.

    f) *ME 기기 및 그 부속품의 정기적 시험에 대한 필요성.
    g) 환자에게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때 취할 예방조치; 심장충격기의 방전

이 ME 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 심장충격기 보
호에 도선 및 환자 케이블을 포함하여 제조자가 명기한 부속품을 사
용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 그런 부속품의 사양(혹은 형식 번호)이 공
개되어야 한다(8.5.5.1 참조).

    h) 명기된 환자 케이블 및 도선의 선택과 적용; 전극의 선택과 적용.
    i) 30초를 초과하는 정전 이후 ME 기기의 후속 작동(11.8 참조).
    j) 다른 환자와 연결된 ME 기기, 예컨대, 심장 박동 조율기 혹은 다른 

전기 자극기의 동시 사용으로 인한 위험요인.
    k) 조작자가 무엇이 측정되고 있는지와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한 ME 기기에 대한 기술사양. 최소한으로 여
기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파수 범위와 대역폭;
    –  모든 기능에 대한 설명;
    –  파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해당 시).
    l) *전자기 현상에 대해 알려진 민감도.

  8. ME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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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의 기본 규칙
    추가 항목:
    8.101. 다목적 채널
    뇌파계가 EEG 이외의 신호에 대해 채널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관련 

규격의 해당 항에 대해 이 시설을 시험해야 한다.

    검사에 의해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8.3. 장착부의 분류
    항목 a), b) 및 c)의 대체:
    ME 기기의 장착부는 BF형 장착부 혹은 CF형 장착부라야 한다.

    검사에 의해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8.5.2.3. 환자 리드선
    추가:
    ※ 비고: 101 EMC(전자파 적합성) 및 물리적 케이블 관리에 대하여, 뇌

파계의 리드는 통상 짧게 묶어서 유지된다. 따라서 떨어지는 
리드는 환자의 머리 근처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전극(환자측)
에 연결하는 리드 부분에 대해서는 전도성 연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이 없다.

  8.5.5. 내제세동 장착부
  8.5.5.1. 제세동 보호
    추가:
    ME 기기에 대해 제세동의 영향에 대한 보호가 제공되면, 다음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ME 기기에 대한 시험이 제조자가 명기한 환자 
케이블을 이용하여 가동한다.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8.5.5.1에 명기된 바와 같은 요구사항 및 시험 외에 
다음 요구사항 및 시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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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상모드 시험
    추가:
    제세동 전압에 노출된 후 30초 이내에, ME 기기는 조작자 설정이나 저

장된 데이터를 상실하지 않고 이전 작동 모드로 정상 작동을 재개해야 
하며, 이 기준규격에 명기된 바와 같이 의도된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그림 1에 따라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I급 등급의 ME 기기에 대해서는, 함께 연결된 중성전극 E을 포함한 
모든 도선(E ……E)과 보호용 접지 단자 간에 시험 전압을 적용한다. 
이 시험을 위해 ME 기기에 전력을 공급한다.

    II급 등급의 ME 기기 및 내부 전원이 있는 ME 기기의 경우에는, 함께 
연결된 중성 전극을 포함한 모든 도선과 기능성 접지 단자 및/혹은 외장
과 밀착하는 금속 포일 간에 시험 전압을 적용한다. 이 시험을 위해 ME 
기기에 전력을 공급한다.

    ME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작동될 수 있다면, 주전원으로부
터 재충전될 수 있는 내부 전원을 가진 ME 기기는 주전원이 연결된 채,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채 시험되어야 한다.

    0.5 mV 신호가 신호의 잘림 없이 최대 디스플레이 편향을 산출하도록 
ME 기기의 이득을 설정한다. S2를 닫고 S3을 개방한 채, 0.5 mV 
peak-to-valley출력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10 Hz 사인파 발생장치를 조
절한다. 스위치 S2를 개방하고 S3을 폐쇄한다.

    S1을 위치 A에 연결하고 커패시터 C를 충전한다. 약 10초 후에, S1을 
위치 B에 연결한다. 위치 B에서 적어도 200ms ± 50% 시간동안 유지한
다 ME 기기로부터 잔류 전압을 제거하기 위해 S2를 개방하여 회수가 
시작되도록 한다.

    S2를 즉시 닫고 S3을 개방한다. 30초 내에, 기록된 시험 신호가 입력 시
에 언급된 0.5 mV peak-to-valley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상기 시험을 고전압 발생원의 극성을 바꾸어 반복한다.  양과 음의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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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VⒻ
S
S
S 
R 
R
P1, P2 

사인파 발생장치 10 Hz
고전압원 5 kV d.c.
II급 ME 기기에 대한 정전 용량을 시뮬레이션 하는 포
일
스위치; 최대 부하 60 A, 5 kV
신호원을 작동시키는 스위치
신호원을 도선에 적용하는 스위치
인덕턴스 L의 직류 저항
전류 제한 저항
EUT에 대한 연결 지점(환자 케이블 포함)

으로 시험을 5회 반복한다.

    ME 기기는 조작자 설정이나 저장된 데이터를 상실하지 않고 30초 이내
에 이전 작동 모드로 정상 작동을 재개해야 하며 이 기준규격에 명기된 
바와 같이 의도된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구성부품

제조자가 권고한 환자 케이블 및 도선으로 시행될 시험.

그림 1. 제세동의 영향에 대한 보호 시험(동상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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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동 모드 시험
    추가:
    제세동 전압에 노출된 후 30초 이내에, ME 기기는 조작자 설정이나 저

장된 데이터를 상실하지 않고 이전 작동 모드로 정상 작동을 재개해야 
하며, 이 기준규격에 명기된 바와 같이 의도된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한
다.

    ME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작동될 수 있다면 전원으로부터 
재충전될 수 있는 내부 전원을 가진 ME 기기는 전원이 연결된 채, 그리
고 연결되지 않은 채 시험되어야 한다.

    다음 시험에 의해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ME 기기가 그림 2에 나타난 시험회로에 연결된다. 이번에는 각 도선에 
시험 전압이 적용되며, 잔여 도선은 전부 접지에 연결된다. 처음에는, E 
도선과 E 도선에 연결된 모든 잔여 도선(E…E) 간에 시험 전압을 적
용하여 시험이 시행된다. 이 시험을 위해 ME 기기에 전력을 공급한다.

    0.5 mV 신호가 신호의 잘림 없이 최대 디스플레이 편향을 산출하도록 
ME 기기의 이득을 설정한다. S2를 닫고 S3을 개방한 채, 0.5 mV 
peak-to-valley 출력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10 Hz 사인파 발생장치를 
조절한다. 스위치 S2를 개방한다.

    S1을 위치 A에 연결하고 커패시터 C를 충전한다. 약 10초 후에, S1을 
위치 B에 연결한다. 위치 B에서 200ms ± 50% 시간동안 유지한다. ME 
기기로부터 잔여 전압을 제거하기 위해 S1을 개방하여 회수가 시작되도
록 한다.

    S2를 즉시 닫고 S3을 개방한다. 30초 내에, 기록된 시험 신호가 입력 시
에 언급된 0.5 mV peak-to-valley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E 도선에 연결된 모든 잔여 도선으로 다른 도선에 대한 시험을 반복한
다. 하나 이상의 방전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20초 간격으로 방전 시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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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2 

사인파 발생장치 10 Hz
고전압원 5 kV d.c.
스위치; 최대 부하 60 A, 5 kV
신호원을 작동시키는 스위치
인덕턴스 L의 직류 저항
전류 제한 저항
EUT에 대한 연결 지점(환자 케이블 포함)

구성부품

제조자가 권고한 환자 케이블로 시행될 시험.

그림 2. 제세동의 영향에 대한 보호 시험(차동 모드)

  8.5.5.2. 에너지 감소 시험
    추가:
    에너지 감소 시험에 대한 시험 설정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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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
S
R 
R
E, F
C, D 

에너지 시험 장비
고전압원 5 kV d.c.
스위치; 최대 부하 60 A, 5 kV
인덕턴스 L의 직류 저항
전류 제한 저항
에너지 시험 장비에 대한 연결 지점
EUT에 대한 연결 지점(환자 케이블 포함)

구성부품

제조자가 권고한 환자 케이블로 시행될 시험.

그림 3. 심장충격기가 전달한 에너지를 시험하기 위한 도선 간 시험전압 
적용

  8.7. 누설 전류 및 환자 측정 전류
  8.7.1. 일반 요구사항
    추가:
    항목 b)의 첫 번째 3개 대시 이후에, 새로운 대시를 삽입한다.
    –  입력 선택장치 혹은 몽타주 선택장치로 최악의 경우 조건을 생성하

도록, 그리고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시험 요구사항이 이행되도록 설
정한다. 최악의 경우는 회로도 및/혹은 뇌파계와 그 연관 부속품을 
검사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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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ME 기기 및 ME 시스템의 기계적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 9.에 따른다.

  10. 원치 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 10.에 따른다.

  11. 과온 및 기타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11.에 따른다. 
  11.6.3. *ME 기기 및 ME 시스템의 유출
    대체:
    휴대용/이동식 ME 기기 혹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동안에 분리 가능

한 ME 기기의 부품은 액체 유출(우연한 습윤)의 경우에 액체 유입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ME 기기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8.8.3에 명기된 절연 강도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 시험에 의해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휴대용/이동식 ME 기기 혹은 ME 기기의 부품을 정상사용의 가장 불리
한 위치에 둔다. ME기기를 ME기기 꼭대기 0.5m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
어지는 3mm/분의 인공 강우 아래 30초 동안 둔다. 

    시험 기구는 IEC 60529의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시험의 지속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차단기가 사용될 수 있다.

    30초 노출 직후에, 외장에 남은 눈에 보이는 습기를 제거한다.

    상기 시험 직후에, ME 기기에 들어간 물이 ME 기기의 기본 안전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ME 기기는 관련 
유전체 강도 시험을 충족시키며 위험한 상황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
을 확인한다(공통기준규격[별표1]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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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험 후에, ME 기기가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한다.

  11.8. *ME 기기에 대한 전원장치 / 전원의 정전
    추가:
    ME 기기에 대한 전원이 30초 미만 동안 중단되면, 작동 모드를 포함하

여 조작자 설정상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거나, 저장된 환자 데이터를 여
전히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비고: ME 기기가 정전 중에 작동될 필요는 없다.

    ME 기기 작동 모드, 조작자 설정,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관찰하고 전
원 코드를 단절시켜 25초와 30초 사이의 기간 동안 전원을 중단시켜서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전원이 30초 이상 중단되면, 후속 작동은 다음 중 하나라야 한다. 
    –  제조자의 초기설정으로 회귀;
    –  이전 책임있는 조직의 초기설정으로 회귀, 혹은;
    –  사용한 최종설정으로 회귀.
    ※ 비고: 조작자가 상기 옵션 중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

는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검사에 의해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ME 기기에 내부 전원이 포함되어 있고 전원이 중단되면, ME 기기는 
내부 전원으로부터 작동하는 것으로 자동 전환되어 정상 작동을 지속해
야 하며, 작동 모드, 모든 조작자 설정 및 저장된 데이터가 변경되면 안 
된다. 절전 대책이 취해질 수 있다. 단, ME 기기는 이 기준규격을 계속 
준수한다.

    ME 기기는 내부 전원으로부터의 작동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전원을 중단하고 조작자 설정과 저장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 
정상 작동이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ME 기기가 내부 전원으로부터의 작
동되고 있다는 시각적 표시가 현시된다는 것을 관찰하여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on-off’ 스위치는 여전히 ‘on’ 위치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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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12.에 따른다.
  12.1. 조절장치와 기구의 정확도
    항목 추가:
    12.1.101. 필수 성능 요구사항
    12.1.101.1. 신호 재현의 정확도
    12 mV/s까지의 속도로 변하는 ±0.5 mV 범위의 입력 신호는 출력 시에 

출력 공칭 값의 ≤ ±20 %의 오차 혹은 ±10 μV 중 더 큰 것으로 재현
되어야 한다.

    그림 4의 시험회로를 이용하여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스위치 S와 S2를 닫는다. 2 Hz의 삼각파를 채널의 도선에 적용하기 위해 
신호 발생장치를 기준 도선에 연결된 모든 다른 도선에 연결한다. ME 
기기의 이득을 0.1 mm/μV에 조절한다. 전 범위 peak-to-valley 출력의 
10%인 디스플레이 기기에 peak-to-valley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신호 
발생장치를 조절한다. 2, 5 및 10의 계수에 의해 신호 발생장치의 출력을 
증가한다. 표시되는 출력은 전 범위 출력의 ±20 % 이내에서 선형이라야 
한다.

    모든 도선 조합이 시험될 때까지 가용 채널의 각 도선별로 반복한다.

    신호 발생장치를 기준 도선에 연결된 모든 다른 도선에 연결한다. 0.01 
mm/μV의 이득에서 1 mV peak-to-valley 출력의 6 Hz 삼각 신호를 적
용하기 위해 신호 발생장치를 조절한다. 출력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가시
적이며 peak-to-valley 진폭은 (8 ~ 12) mm 이내란 점을 확인한다. 

    모든 도선 조합이 시험될 때까지 가용 채널의 각 도선별로 반복한다.
    ※ 비고: 정의된 용어인 이득은 시험용으로 사용되며 디스플레이 혹은 

인쇄상의 척도가 mm/μV 단위로 라벨이 붙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2.1.101.2. *동적 입력 범위와 차동 오프셋 전압
    ±300 mV 범위 내 직류 오프셋 전압과 최대 12 mV/s까지의 속도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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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환자 케이블
신호 발생장치; 출력 임피던스 1 kΩ 및 선형성 ± 1 %

③ 직류 오프셋 전압원; 직류 출력 전압을 300 mV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 저항기 2대로 구성된 전압 분할기가 사용
된다.

④ 보호 장치

하는 ±0.5 mV의 차동 입력 신호 전압의 경우, 도선에 적용될 때, 시간 
가변성 출력 신호 진폭이 명기된 직류 오프셋의 범위 전반에 걸쳐 ±10 
% 이상 변하면 안 된다.

    그림 4의 시험회로를 이용하여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스위치 S와 S2를 닫는다. 1 mV peak-to-valley 출력의 6 Hz 삼각 신호
를 생성하기 위해 신호 발생장치를 채널의 도선 및 기준 도선에 연결된 
모든 다른 도선에 맞도록 조절한다. 디스플레이의 전 범위 
peak-to-valley 출력의 약 80%를 차지하기 위해 이득을 조절한다. +300 
mV 직류 오프셋 전압을 적용하기 위해 스위치 S2를 연다. -300 mV 직
류 오프셋 전압을 적용하기 위해 스위치 S3을 교체한다. 출력 신호 진폭
이 명기된 오프셋 전압 범위의 ±10% 이내란 점을 확인한다.

    모든 채널이 시험될 때까지 각 도선별로 반복한다.

구성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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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S
S
S

스위치, 신호원 임피던스를 단락시킨다. 
스위치; 피부 임피던스가 야기한 불균형을 단락시킨다.
스위치, 직류 오프셋 전압원의 극성을 변화시킨다.
스위치, 직류 오프셋 전압원을 단락시킨다.
스위치; 신호 발생장치를 단절시킨다.

피부 임피던스를 자극하기 위해 각 리드는 직렬 10 kΩ이다.

전체 시험 구성 주위의 보호 장치는 전압으로부터의 유도를 최소화한다.

그림은 다음 사항에 대한 공통 시험회로를 예시하고 있다. 
− 12.1.101.1(신호 재현의 정확도);
− 12.1.101.2(동적 입력 범위 및 차동 오프셋 전압);
− 12.1.101.3(입력 잡음);
− 12.1.101.4(주파수 반응);

그림 4. 공통 시험회로

    12.1.101.3. 입력 잡음
    EEG 증폭기 및 환자 케이블에 의해 생긴 입력 잡음이 6 μV 

peak-to-valley 입력기준잡음(RTI: referred to the input)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림 4의 시험회로를 이용하여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제공된다면, 이 
시험 중에 전원 주파수 노치 필터가 켜진다.

    환자 케이블의 모든 도선을 함께 연결한다. 환자 케이블이 움직이지 않
을 때, 입력기준잡음은 6 μV 입력기준잡음을 초과하면 안 된다.

    12.1.101.4. 주파수 반응
    사인 곡선 입력 신호로 시험할 때, ME 기기는 최소한 0.5 Hz ~ 50 Hz

의 주파수 반응(대역)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0.5 Hz ~ 50 
Hz 시의 출력은 5 Hz  사인파 입력 신호로 획득한 출력의 71 % ~ 110 
% 이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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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의 시험회로를 이용하여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제공된다면, 이 
시험을 위해 전원 주파수 노치 필터와 필터 설정이 꺼져야 한다.

    스위치 S와 S2를 닫는다. ME 기기의 이득을 0.05 mm/μV에 맞게 조절
한다. 다른 모든 도선을 기준 도선에 연결한 채 채널 도선 간에 5 Hz, 
200 μV peak-to-valley 사인파 신호를 적용하기 위해 신호 발생장치를 
사용한다. 5 Hz의 주파수 대비 0.5 Hz 및 50 Hz에서 출력 신호 진폭이 
여전히 71 % ~ 110 %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12.1.101.5. *동상모드 제거
    접지와 함께 연결된 모든 도선 간에, 200 pF 소스 정전 용량으로 전원 

주파수(50 Hz/60 Hz)에서 1 V r.m.s. 신호가 0.1 mm/μV의 조절된 이득
에서 60초 기간 동안 10 mm peak-to-valley 이상의 출력 신호를 생성
하면 안 된다. 47 nF 콘덴서로 병렬 연결한 51 kΩ 저항기가 각 전극과 
직렬 연결되어야 한다. 제조자가 명기한 환자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전원 주파수 노치 필터(제공된다면)가 꺼진 채 그림 5의 시험회로를 이
용하여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

    a) B 지점 전원 주파수에서 1 V r.m.s.을 생성하기 위해 C 를 조절하는 
한편, 환자 케이블을 부착하지 않는다(S0 개방). ME 기기에 적용된 
동상모드 전압은 1 V rms다.

    b) 스위치 S0, S 및  S2 ~ S을 닫고 S1을 연다. 0.1 mm/μV의 이득
에서 60초 동안 출력 진폭을 측정한다. 그 후 S2를 열고 다른 스위치
를 모두 닫는다. 진폭 측정을 반복한다. 모든 도선이 측정되었을 때
까지 계속한다.

    c) 불균형 임피던스로 직렬 연결한 +300 mV d.c. 및 – 300 mV d.c. 오
프셋 전압으로, S를 열고 2개 지점 각각에서 스위치 S로 시험하여 
시험을 반복한다.

    측정된 출력 진폭이 10 mm peak-to-valley 이상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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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신호 발생장치 2 Vrms 전원 주파수
환자 케이블
DC 오프셋 소스

④ 내부 보호 장치
⑤ 외부 보호 장치 
B
S1-S
C
R

동상모드 접속점
스위치; C와 R로 구성된 불균형 회로를 작동시킨다.
47 nF
51 kΩ

구성부품

C 및 C는 접지에 대한 환자의 정전 용량을 시뮬레이션 한다. 원하지 않는 관
련 없는 신호 픽업을 줄이고 접지에 대한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내부 보호 
장치가 사용된다. 내부 및 외부 보호 장치 사이의 정전 용량 C는 소스 정전 
용량과 동상모드 전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전 용량은 생성기 콘덴서 
C과 같은 100 pF까지 트리머(trimmer) 용량만큼 증가한다. 생성기 출력은 2 
Vrms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 케이블이 시험회로에 연결되지 않을 때 동상
모드 접속점 B에서 200 pF와 동등한 소스 정전 용량으로 1 Vrms를 제공한다.

그림 5. 동상모드 제거에 대한 시험회로
<12.1.1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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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특정 위해상황 및 고장 상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3.에 따른다.

  14. 프로그램가능 ME 시스템(PEMS)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4.에 따른다.

  15. ME 기기의 구조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5.에 따른다.

  16. ME 시스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6.에 따른다.

  17. ME 기기 및 ME 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3.2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7.에 따른다.

3.2.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전자파 안전은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5.2.2.2. 차폐된 위치에서만 사용하도록 명기된 것 이외에 ME 기기 및 ME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요구사항 

    추가:
    뇌파계 및 그 부속품은 생명유지 ME 기기로 간주해선 안된다.

  6. 전자파 적합성
  6.1. 방사
  6.1.1.2. 시험
    a) 환자 케이블
    대체:
    ME 기기는 모든 SIP/SOP 케이블을 ME 기기에 연결한 채 제조자가 명

기한 바와 같은 환자 케이블로 시험해야 한다(그림 6 참조); 개방 말단
과 바닥(접지면) 사이 SIP/SOP 케이블의 거리는 ≥ 40 cm라야 한다. 제
조자가 길이가 상이한 환자 케이블을 명기하면, 각 길이의 대표 샘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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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전원 코드
SIP/SOP 케이블
절연재로 만든 테이블
시험 중인 ME 기기

⑤
⑥
⑦

환자 케이블 및 도선
환자를 시뮬레이션 한 하중(47 nF로 병렬 연결한 51 
kΩ)
금속 플레이트

C
R

220 pF
510 Ω

나만 시험해야 한다.

    그림 6의 RC-네트워크(Cp, Rp) 및 금속 플레이트(7)는 복사 방사 시험 
중에 사용되지 않는다.

구성부품

R와 직렬 연결된 C는 환자의 신체를 시뮬레이션 한다.

그림 6. 복사 및 전도 방사시험과 복사내성시험에 대한 시험 배치
<6.1.1.2 a) 및 6.2.1.10 참조>

  6.2. 내성
  6.2.2. 정전기 방전(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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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전원 코드
SIP/SOP 케이블
절연재로 만든 테이블
시험 중인 ME 기기

⑤

⑥

도선 입력 단자가 단락된 채 도선 혹은 헤드 박스가 부
착된 환자 케이블
도선 입력 단자가 단락된 채 도선이 부착된 헤드 박스

  6.2.2.1. 요구사항
    추가:
    ME 기기는 정전 중에 일시적인 성능저하를 나타낼 수 있다. 30초 이내

에 ME 기기는 조작자 설정 혹은 저장된 데이터를 잃지 않고 종전 작동 
모드로 정상 작동을 재개해야 하며, 의도된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6.2.3. 방사성 RF 전자기장
  6.2.3.1. 요구사항
    항목 a)에 추가:
    3 V/m의 내성시험레벨이 적용된다.

    6.2.3.2. 시험
    추가:
    복사 RF 전자기장에 대한 시험 설정은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구성부품

그림 7. 6.2.3.2에 따른 방사성시험에 대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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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aa) 신호 입출력부 케이블 및 전원 코드는 일반적으로 그림 7에서처럼 

배열된다. SIP/SOP 케이블과 바닥(지면) 사이에 ≥ 40 cm의 거리를 
유지한다.

  6.2.4. 전기적 급속 과도현상 및 버스트
  6.2.4.1. 요구사항
    추가:
    전원 코드를 통해 전기적 급속 과도현상과 버스트에 노출되었을 때, ME 

기기는 EEG 파형을 계속 표시해야 한다.

    길이 3 m 이상이 되도록 명시된 환자 케이블 및 중간(interconnecting) 
케이블은 빠른 과도현상과 버스트의 노출 동안 일시적인 성능저하를 보일 
수 있다. 10초 이내에 ME 기기는 조작자 설정 혹은 저장된 데이터를 잃
지 않고 종전 작동 모드로 정상 작동을 재개해야 하며, 의도된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6.2.4.2. 시험
    추가:
    aa) ME 기기는 기준 지면 위쪽 (0.8 ± 0.08) m에 위치를 정해야 한다.
    bb) ME 기기를 EFT/B-생성기의 출력과 연결하려면 ME 기기와 함께 

제공된 전원 코드가 사용되어야 한다.

  6.2.6. RF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도성 방해
  6.2.6.1. 요구사항
    추가:
    aa) 전원 코드를 통해 전도성 무선주파수 전압에 노출되었을 때, ME 기

기는 이 기준규격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의도된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bb) *환자 케이블은 이 요구사항으로부터 면제된다.

  6.2.6.2. 시험
    추가:
    aa)「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별표2] 6.2.6.2,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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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및 e)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
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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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들이 적용된다.

부록 AA
(참고) 

개별 가이던스 및 이론적 근거

AA.1. 심장충격기 사용
뇌파계와 동시에 심장충격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물
다. 이 규격은 심장충격기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신, 제조자가 ME 기
기에 심장충격기 전압의 영향에 대한 보호수단을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AA.2. 심장충격기 시험 전압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전극이 거의 정확히 심장충격기 패들(식도 전극과 같은) 사이에 배치되거나, 
전기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이들 사이에 있지만 환자의 원거리(전극이 부착된 
경우처럼 나타나는 것과 같이)에 배치될 것이라고 확실히 알려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전극에 적용된 전압은 심장충격기 전압 미만일 것이라고 안전하게 
가정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전극 및 전극이 연결되는 ME 기기에 대한 안전한 요구사항은 이
들이 심장충격기의 무부하 전압 중 다소 절반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머리와 목에 위치한 전극이 심장충격기 패들 사이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량화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심장충격기 전압에 노출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EEG 기록에 사용되는 다수의 전극은 하나 이상의 
전극이 분리되거나 환자의 흉부와 우연히 접촉되는 사고로 인하여, 높은 심
장충격기 전압에 노출 될 수 있다.

AA.3. 개별항에 대한 가이던스 및 이론적 근거
1.1. 범위
이 기준규격은 미처리 EEG 파형을 얻고 표시하는 뇌파계에 적용된다. 이 기
준규격은 EEG의 추가 데이터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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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시험 순서
누설전류 및 내전압 시험으로 인해 보호수단에서 기능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8.5.5의 시험을 먼저 수행한다. 

7.2.1 .ME기기 및 교체가능 부분의 표시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이는 심장충격기 쇼크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환자 케이블의 오용을 피하기 위
한 것이며, 내심장충격기로서 제조자가 명기한 것은 아니다.

7.9.2.101 f). 추가 사용설명서
기계적 손상 및 케이블에 대한 손상 등을 탐지하기 위해, 예컨대, 조작자에 
의한 비교적 잦은 검사뿐만 아니라 매일하는 검사는 둘 모두 이 요구사항에 
의해 다뤄진다.

7.9.2.101 l). 추가 사용설명서
EEG 신호는 진폭이 매우 낮고, 피할 수 없는 잔여 전자기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는 위험 분석 및 사용설명서상의 적절한 공개를 바
탕으로 허용될 수 있다.

11.6.5. ME 기기 및 ME 시스템상의 유출
소형 ME 기기 혹은 ME 기기의 더 소형 부품이 링겔대(IV pole)에 탑재되
거나 환자 가까이서 사용될 수 있다. 환자 가까이서 그렇게 사용하면 정상 
사용 중에 ME 기기가 우연히 젖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 사용 시에 젖은 후
에도, 환자를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 ME 기기는 계속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1.8. ME 기기에 대한 전원장치 / 전원의 정전
30초미만 동안의 정전은 주로 비상 전원장치로 전환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
런 정전은 정상 사용으로 간주되며, 결과적으로 환자에 대한 위험요인이 되
면 안 된다. 전력이 복구될 때, ME 기기는 동일한 작동 모드를 재개하며 정
전되기 전에 사용되던 조작자 설정 및 환자 데이터를 모두 복구한다고 예상
한다.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형적인 저장 데이터의 예는 작동 
모드와 추세 데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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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1.2. 동적 입력 범위 및 차동 오프셋 전압
ME 기기는 존재한다고 알려진 피부-전극 전압이 존재할 때 적절히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12.1.101.5. 동상모드 제거
ME기기는 환자와 용량성 결합을 이루는 전원 주파수 전압을 어느 정도 제
거해야 한다. 시험에서 사용하는 200pF의 발생원 커패시턴스는 환자-접지간 
임피던스를 모의한 것이다. 

6.2.6.1 bb). 요구사항
이런 유형의 ME 기기의 민감도로 인해, ME 기기가 그런 레벨의 간섭이 유
도될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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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
(관련 규격: IEC 60601-2-29:2008)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
전처 고시) 소분류 A13190.01에 해당하는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이하 “ME기기” 
또는 “ME시스템”이라 함)에 적용된다.

이 기준규격은 2.4.에서 정의하는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의 기본안전 및 필수
성능에 적용한다.

2. 정의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이라 한다.)과 IEC 
60788:2004에 따른다.

추가: 
2.1. 치료계획 방사선 빔 (DELINEATED RADIATION BEAM)
치료계획조사면 구획기의 음영에 의해서 구획되는 방사선 빔 부분 

2.2. 치료계획조사면 (DELINEATED RADIATION FIELD)
기준 축(REFERENCE AXIS)에 직각인 평면상에서 차단되는 치료계획 방사
선빔의 면적

2.3. 치료계획조사면 구획기 (DELINEATOR(S))
모사 조사야의 경계를 정하는 수단

2.4.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 (RADIOTHERAPY SIMULATOR 또는 
SIMULATOR)
환자 치료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방사선치료 ME기기의 구동 변수들과 조사
면을 기하학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X선 기기를 이용하는 ME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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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및 MR 모사장치
         - 가상 모사 컴퓨터 프로그램
         - 감마선 치료기 또는 전자가속기의 일부를 이루는 영상 모달리티

(imaging modality)

3. 시험규격

3.1. 전기 •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기 • 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의 항목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번호에 대치하거나 또
는 추가 삽입한다.(다음의 각 번호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번호에 해당한
다.)

  4. 일반 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4.에 따른다.

  4.10.2.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공급전원
    추가:
    –  부하(on-load)와 무부하(off-load) 정상상태(steady state)의 차이가 

± 5 %를 벗어나는 전압변동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은 내
부 임피던스

  5. ME기기 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5.에 따른다.

  6. ME기기 및 ME시스템의 분류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6.에 따른다.

  7. ME기기의 표식, 표시 및 문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7.에 따른다.
 
  7.4. 제어기 및 계기의 표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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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01. 동작부의 척도 및 표시 제공
    a) 다음 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  지정 거리에서 치료계획조사면 범위의 수치적 표시
    –  방사선 빔과 치료계획조사면의 시각적 표시
    –  등각점 위치 표시
    –  초점피부간거리 표시 수단
    –  환자 또는 X선수상기 입구에서의 기준 축 위치 표시
    –  모사치료 시 방사선치료 ME기기에서 사용될 쐐기필터의 삽입방향과 

관련 치료계획조사면의 각도 위치를 조작자에게 제공하는 표시
    –  초점에서 수상면까지 거리의 수치적 표시
    –  이 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등각점부터 초점까지 거리의 수치적 

표시
    –  갠트리(GANTRY), 방사선 헤드 및 조사제한시스템(BLSs, BEAM 

LIMITING SYSTEMS), 치료계획조사면 구획기, X선수상기 및 환자지
지대의 가능한 모든 동작에 관해서 IEC 61217의 규격에 적합한 스케
일 판독장치.

    b)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와 방사선치료 ME기기의(각도 또는 위치좌표
의) 눈금 표기방식이 다를 경우 전송자료의 오류가능성을 줄이기 위
해서,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는 다른 눈금표기방식을 지원할 수 있으
며, 그럴 경우에 표시되는 눈금표기방식은 명확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7.8. 표시등 및 제어기
  7.8.1. 표시등의 색
    추가:
    치료제어패널(Treatment Control Panel, TCP), 또는 기타 제어패널에 표

시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램프의 색깔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방사선 빔 “점등(on)”: 노란색
    –  준비상태(READY STATE): 녹색
    –  비의도적 동작 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 행동: 빨간색
    –  예비상태(PREPARATORY STATE): 기타 색깔

    ※ 비고: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실에서, 혹은 기타 장소에서 “방사선 빔 점
등” 과 “준비상태”는 긴급 행동이나 경고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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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그런 장소에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표 2.에 따라
서 다른 색깔들이 사용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표시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어패널에서, 특정한 색깔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표시는 동일한 색의 

LED로 배치된 경우, 그리고 
    –  특정한 색깔들이 필요한 표시들은 색이 아닌 속성별로 뚜렷이 구별

되는 경우

  7.9. 부속문서
  7.9.1. 일반
    추가:
    부록 C의 표 C.101.을 참조한다.

  7.9.2. 사용설명서(표 C.5 참조)
  7.9.2.1. 일반
    추가:
    부록 C의 표 C.102.를 참조한다.

    사용설명서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모든 연동장치 및 기타 방사선 안전장치들에 의 기능에 관한 설명
    –  이들 장치의 정확한 사용 점검 법 
    –  점검 권장 주기
    –  정상사용 시, 전리 방사선의 영향으로 고장가능성이 있는 내전압 및/

또는 기계적 특성을 지닌 안전기능성 부품에 대한 권장 점검 또는 권
장 교체 주기

  7.9.2.15. 환경보호
    추가: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해 다음 사항들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  이용 가능한 치료계획조사면의 범위
    •  이용 가능한 방사선조사면의 최대범위와 이 최대범위의 초점으로부

터의 거리
    •  이용 가능한 방사선 빔의 조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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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선원장치/방사선 헤드의 접근 가능점을 기준으로 한 초점의 위치
    •  이용 가능한 최대 X선 관전압

  7.9.3. 기술설명서
  7.9.3.1. 일반
    추가:
    표 C.103.을 참조한다.

    기술설명서는 정상사용에 필요한 환경조건과 전원에 관해서 충분히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
    7.9.3.101. 설치
    설치 과정 동안 취한 조치로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들이 전부 또는 부

분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기술설명서에 적합성 시험 방법들을 명시해야 
한다.

 
    설치 중의 적합성은 기술설명서의 점검과 시험으로 확인한다. 

  8. ME기기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8.에 따른다.
  8.6. ME기기의 보호접지, 기능접지 및 등전위화
  8.6.4. 임피던스 및 전류전송 능력
    추가:
    aa) 기술설명서는  외부 보호 접지계와 ME기기의 보호접지단자를 연결

하는 기기에 영구 고정되어 있는 보호접지도선의 적합한 굵기에 대
해서, 각각의 설치 및  발생 가능한 최대 고장 전류에 대해 국가 규
제 요건에 따라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적합성은 기술설명서의 검사로 확인한다.

  8.7. 누설전류 및 환자측정전류
  8.7.3. 허용값
    항목 d)의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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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접지누설전류 값은 정상상태에서 10 mA이며 단일고장상태에서 20 
mA이다.

  9.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기계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9.에 따른다.
  9.2. 가동부에 관련된 위해요인
  9.2.1. 일반
    추가:
    환자지지시스템은, 무부하시와 최대 무게(최소한 135 kg)를 균일하게 부

하한 상태에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 비고 
    1. “자동으로 설정하는” 혹은 “자동 설정”이라는 구절은 환자 치료 모사

의 시작에 필요한 위치로 ME기기 부분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
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2. “미리 프로그램된 동작(pre-programmed movements)”이라는 말은 환
자 치료 모사 동안에 ME기기 부분들의 동작이, 조작자의 개입 없이, 
이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를 “미
리 프로그램된 치료 모사”라고 한다.

  9.2.2. 트래핑존
  9.2.2.4. 가드 및 보호조치  
  9.2.2.4.4. 보호조치
    추가:
    –  ME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정상사용 중에 환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

도록 설계된 장치를 구비하는 경우에 사용설명서에 장치 각각의 조
작법과 한계를 기술해야 한다.

    적합성은 사용설명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9.2.2.5. 연속 작동
    항목의 본문 대치:
    9.2.2.5.101. 일반
    조작자가 두 스위치에서 직접적으로 연속동시 조작을 하지 않고는 환자

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ME기기의 모터 구동 동작 조정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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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야 한다.
    ※ 비고: 조사제한시스템 또는 치료계획조사면 구획기의 선형 또는 각도 

조정은, 통합 안전장치/터치가드를 포함하지 않거나 달리 위해
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속품들이 결합되지 않는 한, 환자의 
상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으로 설정하게 되어있는 ME기기의 경우, 자동 설정 스위치와 모든 
동작에 공통적인 스위치에서 조작자가 직접적으로 연속동시 조작을 하
지 않고는 이 상태와 관련한 동작을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없어야 한다.

    모든 스위치는 해제할 때 9.2.2.6.에 주어진 한계 내에서 동작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스위치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내장
이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9.2.2.5.102.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실 내부에서 ME기기 부분을 동작시키기 
위한 조작

    9.2.2.5.101.에 규정된 스위치들은 환자지지시스템 가까이에 배치하여 조
작자가 환자의 상해를 방지하도록 ME기기 동작 중에 환자를 관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갠트리의 각속도는 수동으로 위치를 설정할 때와 전산화단층촬영(CT)이 
가능한 ME기기의 사전 프로그램된 CT 스캔을 점검하는 동안 최대 12 
°/s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조작자가 두 경우 모두 
“고속” 가능 스위치를 누르고, 연속적으로 갠트리 회전 스위치 및 모든 
구동에 공통적인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

    사용설명서는 치료제어패널(TCP) 또는 CT 스캔에 대해 원격 제어 구동
을 하는 경우, 조작자가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실을 떠나기 전 환자의 
최종 위치에 대해 의도한 또는 계획한 모든 구동을 확인해야 한다는 권
고를 포함해야 한다.

    적합성은 사용설명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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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5.103.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실 외부에서 ME기기 부분을 동작시키기 
위한 조작

    전산화단층촬영(CT) 기능을 포함하는 ME기기의 경우에 갠트리 각속도는 
사전 프로그램된 CT 스캔 동안 최대 12 °/s까지 증가될 수 있다. 단, 이
를 위해서는 CT 가능(enabling) 스위치와 모든 구동에 공통적인 스위치
에서 조작자가 직접적으로 연속동시 조작을 해야 한다.

    사용설명서는 치료모사 이전 및 도중에 조작자가 시선에 방해를 받지 
않고 환자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다.

    적합성은 사용설명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9.2.2.6. 움직임의 속도
    항목의 본문 대치:
    9.2.2.6.101. 일반
    자동 설정의 경우, 속도는 계획된 정지각도 이전 최소 5 °, 계획된 정지 

위치에서 최소 25 mm 이상 감소되어야 한다. 감속을 할 때는 오버슛이 
각도 변위에 대해서는 2 ° 이하,  선형 변위에 대해서는 5 mm 이하가 되게 
해야 한다.

    기술설명서에는 감속 과정에 관한 상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9.2.2.6.102. 각 운동
    수동 제어 상태에서의 위치설정 또는 사전 프로그램된 CT 장치가 가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속도가 7 °/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2.2.5.102.와 9.2.2.5.103. 참조).

    ※ 비고: 위의 이 요구사항은 조사제한시스템(BL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s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그에 최대한 가까운 속도로 회전할 때, 구동
을 정지시키기 위해 제어장치를 조작 개시할 때의 가동부 위치와 최종 
위치 간의 각도는 0.5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1 °/s를 초과하는 속도의 
경우는 3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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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6.103. 선형운동
    속도는 100 m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5 mm/s 이하의 속도로 움직일 때, 구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제어장치를 
조작 개시할 때의 가동부 위치와 최종 위치 간의 거리는 3 mm를 초과해
서는 안 되며, 25 mm/s 이상인 속도의 경우 1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
다.

    적합성은 정지거리의 측정으로 확인한다. 반응시간의 개인 차로 인한 영
향을 배제하기위해 측정은 개인별로 작동되는 스위치 접점이 열리고 닫
히는 순간에 시작되어야 한다. 정지거리를 측정할 때는 5회 반복해서 측
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는 부분은 허용 거리 안에서 정지되어야 
한다.

  9.2.3. 가동부와 관련된 기타 위해요인
    추가:
    9.2.3.101. 이상 작동 또는 고장
    아래 a)와 b) 전원의 이상 작동 또는 고장 시 구동 중인 부분들은 

9.2.2.6.에 주어진 한계 내에서 정지해야 한다.
    a) 동력사용 구동을 위한 전원 또는
    b) ME기기의 전원

    적합성은 a)동력사용 구동의 주전원공급장치의 차단, b) ME기기에 대한 
주전원공급장치의 차단 및 정지거리의 측정으로 확인한다. 

    반응시간의 개인차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측정은 개인별로 작동
되는 스위치 접점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 시작되어야 한다. 정지거리를 
측정할 때는 5회 반복해서 측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는 부분은 
허용 거리 안에서 정지되어야 한다.

    9.2.3.102. 위치설정 정확도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 가동부의 정확한 위치설정을 위해, 최소 구동 속

도는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  각각의 각운동시 최저속도는 1 °/s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  치료계획조사면 경계의 20번, 21번, 22번, 23번, X선수상기의 16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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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18번, 환자지지시스템의 9번, 10번, 11번 방향으로의 이동은 최저
속도 10 m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그림 1., 2., 3. 참조).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방사선 헤드

갠트리

   편심 지지체

    XZ 평면

 YZ 평면
    턴테이블

※ 비고

1. 그림의 숫자들에 해당되는 축, 방향 및 치수는 첨부되는 표에 기입된다.

2. 타원형 화살표는 축 1과 8의 경우 갠트리를 향해 보았을 때, 축 2의 경우 갠트리에서 떨

어져 보았을 때, 축 3과 7의 경우 갠트리 오른쪽에서 보았을 때, 축 4의 경우 등각점 Io

로부터 위로 보았을 때, 축 5의 경우 등각점으로부터 위로 보았을 때, 축 6의 경우 테이

블 상단으로부터 위로 보았을 때 시계방향 회전을 나타낸다.

3. 기호 X1, X2, Y1 및 Y2는 IEC 61217의 6.4.1.에 따른 조사야 또는 치료계획조사면의 가장

자리를 나타낸다.

4. 이 그림은 IEC 61217의 그림 13a.와 동일하다.

그림 1. 기기 구동부 및 축척 –  회전 갠트리의 축 ①에서 축 ⑧의 식별표시, 
방향 ⑨에서 ⑬, 크기 ⑭와 ⑮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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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턴테이블

회전 갠트리

측면도

방사선 헤드

턴테이블

갠트리

쐐기 필터
(사용되는 경우)

X선수상기
갠트리를 향해서 봄

방사선촬영
카세트 홀더

조사면제한기구 
또는 치료계획조
사면 구획기

환자
지지

X선수상기

정면도

※ 비고

1. 방사선촬영 카세트 홀더 또는 X선수상기 움직임

   방향 ⑰ : 축 1에 평행하게 Y축을 따라가는 이동

   방향 ⑰ : 축 4에 평행하게 Z축을 따라가는 이동

   축 ⑰ : 회전.

2. 기호 Xr, Yr, Zr는 X선수상기 좌표, Xg, Yg, Zg는 갠트리 좌표, 그리고 Ze는 테이블 상단 

편심 회전 좌표계이다. Ie는 편심 좌표계의 원점이다

3. 이 그림은 IEC 61217의 그림 13b.와 동일하다.

그림 2. 기기 구동부 및 축척 –  축①, 축④∼축⑥, 축⑲의 식별표시, 방향 ⑨, 방향⑫∼방향
⑯, 방향⑱의 식별표시, 크기⑭, ⑮의 식별표시를 가진 등각점 치료용방사선 모사장
치 또는 원격방사선치료 ME기기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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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1 갠트리 회전

축 2 방사선 헤드의 롤

축 3 방사선 헤드의 피치

축 4 조사면제한시스템 또는 치료계획조사면 구획기의 회전

축 5 환자지지의 등각점 회전

축 6 편심 지지체(eccentric support)에 대한 테이블 상단의 회전

축 7 테이블 상단의 피치

축 8 테이블 상단의 롤

방향 9 테이블 상단의 수직변위

방향 10 테이블 상단의 횡변위

방향 11 테이블 상단의 종변위

방향 12 축 1에 대한 방사선원의 변위

방향 13 갠트리 각위치 0에서 바닥으로부터의 방사선원의 변위

방향 14 방사선원으로부터 명시된 거리(대개 정상 치료거리)에서 그림 3.에 

표 1. 기기 동작 설명

방사선원에서 바라본  원격방사선치료기
의 방사선조사면 또는 치료용방사선 모사
장치의 치료계획조사면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의 방사선조사면

※ 비고: 이 그림은 IEC 61217의 그림 13c.와 동일하다.

그림 3. 기기 구동부 및 축척 –  방사선원에서 바라본 원격방사선치료기의 방사선조사면 
또는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의 치료계획조사면 평면도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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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Xb 방향 조사야 또는 치료계획조사면의 크기 FX 

방향 15
방사선원으로부터 명시된 거리(대개 정상 치료거리)에서 그림 3.에 
표시한 Yb 방향 조사야 또는 치료계획조사면의 크기 FY 

방향 16
축 1과 축 4에 수직인 X축을 따라가는 X선수상기 또는 방사선촬영 
카세트 홀더의 이동

방향 17
축 1에 평행인 Y축을 따라가는 X선수상기 또는 방사선촬영 카세트 
홀더의 이동

방향 18
축 4에 평행인 Z축을 따라가는 X선수상기 또는 방사선촬영 카세트 
홀더의 이동

축 19 X선수상기 또는 방사선촬영 카세트 홀더의 회전

방향 20
방사선원으로부터 명시된 거리(대개 정상 치료거리)에서 방사선 조
사야에 대한 방사선 빔 축 또는 치료계획조사면 가장자리 X1으로부
터의 변위

방향 21
방사선원으로부터 명시된 거리(대개 정상 치료거리)에서 방사선 조
사야에 대한 방사선 빔 축 또는 치료계획조사면 가장자리 X2로부터
의 변위

방향 22
방사선원으로부터 명시된 거리(대개 정상 치료거리)에서 방사선 조
사야에 대한 방사선 빔 축 또는 치료계획조사면 가장자리 Y1으로부
터의 변위

방향 23
방사선원으로부터 명시된 거리(대개 정상 치료거리)에서 방사선 조
사야에 대한 방사선 빔 축 또는 치료계획조사면 가장자리 Y2로부터
의 변위

  9.2.4. 비상 정지장치
    첫 문장의 대치:
    다음 요구사항들에 적합한 비상 정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추가:
    aa) 비상 정지장치는 구동 시스템의 모든 전원을 비상 전환할 수 있도록

환자지지시스템과 치료제어패널(TCP) 위 또는 근처에 내장 회로 방
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비상 정지장치가 구동되면 9.2.2.6.에 주어
진 한계 내에서 구동이 정지되어야 한다.

    bb) 치료제어패널(TCP) 위 또는 근처에 공급된 비상 정지장치는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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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또한 종료시켜야 한다. 방사선조사가 종료되는데 필요한 시간
은 100 ms를 넘지 않아야 한다.

    cc) 담당기관에 의해 어떤 정지수단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요구
사항과 시험절차가 첨부문서에 규정되어야 한다.

    시험 설명의 대치:
    적합성은 첨부 문서 및 제조사의 관련 정보에 따른 검사, 적절한 측정기

를 이용한 정지거리 및 종료시간의 검사 및 측정으로 확인한다. 개인 간
의 반응시간 차이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측정은 개별적으로 작
동하는 스위치 접점이 열리거나 닫히는 순간에 시작되어야 한다.

  9.2.5. 환자 해방
    절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
    사용설명서에 환자의 해제를 위해 제공되는 수단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사용설명서의 점검으로 확인한다.

  9.7. 공기압 및 수압을 받는 압력용기 및 부분
  9.7.2. 공기압 및 수압 부분
    추가:
    –  기기작동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의 압력 변

화로 위해요소가 발생할 경우 모든 구동은 9.2.2.6.에 명시된 한계 속
도 내에서 정지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고장상태의 모사, 보호장치의 작동 및 정지거리의 측정으로 확
인한다.

  9.8. 지지시스템과 관련한 위해요인
  9.8.1. 일반
    추가:
    –  제조자가 공급하는 부속품, 특히 방사선 빔의 형태를 조정하기 위한 부

속품의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제공되는 경우, 그러한 수단은 
모든 정상사용 조건에서 안전하게 보유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점검, 그리고 설계 데이터와 적용된 안전요소의 검토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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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문서는 유지보수 요구사항들을 포함해야 하며 부속품들의 수단
에 관한 사용 조건과 한계를 정의해야 한다. 부속문서들은 담당 기관
에 의해서 제조되거나 시운전되는 부속품들의 설계 한계에 관한 지
침을 포함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 

  10. 원치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0.에 따른다.

  11.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1.에 따른다.

  12.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2.에 따른다.

  13. 위해상황 및 고장상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3.에 따른다.

  14. 프로그램 가능 의료용전기시스템 (PEMS)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4.에 따른다.

  15. ME기기의 구조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5.에 따른다.

  16. ME시스템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6.에 따른다.

  17.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7.에 따른다.

3.2.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전자파 안전은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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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의료기기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의 방사선 안전은 공통기준규격[별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
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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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설명 항
사용설명서 - 일반 7.9.2.1.
환경보호 7.9.2.15.
보호조치 9.2.2.4.4.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실 내부에서 ME기기 부분
을 구동시키기 위한 조작

9.2.2.5.102.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실 외부에서 ME기기 부분
을 구동시키기 위한 조작

9.2.2.5.103.

환자 해방 9.2.5.

표 C.102. 부속문서, 사용설명서

부록 C(참고)
ME기기 및 ME시스템의 표시 및 라벨링에 관한 요구사항의 가이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 C를 적용한다.

C.4. 부속문서, 일반
절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

요구사항 설명 항
비상 정지장치 9.2.4.
지지시스템과 연관된 위험요인 - 일반 9.8.1.

표 C.101. 부속문서, 일반

C.5. 부속문서, 사용설명서
절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

C.6. 부속문서, 기술설명서
절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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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설명 항
기술설명서 - 일반 7.9.3.1.
설치 7.9.3.101.
임피던스 및 전류전송 용량 8.6.4.
구동 속도 - 일반 9.2.2.6.101.

표 C.103. 부속문서, 기술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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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A(참고) 
개별 가이던스 및 근거

AA.1. 일반 가이던스
ME기기 설계가 전기, 기계 및 전리방사선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를 사용하면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또한 ME기기 자체가 전리방사선을 충분히 봉쇄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실의 설계가 부적절한 경우 ME기기는 근처에 있
는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AA.2. 개별 절 및 항목의 근거
다음은 이 기준규격의 특정 절 및 항목들에 관한 근본적 이유이며, 여기에서 
절과 항목들의 번호는 문서 본문에서의 번호들과 같다. 

보조기준규격
공통기준규격[별표2]에 관해서, 이 보조기준규격은 모든 방식에 적용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화되었다. 이 기준규격은 방사선 보호에 관한 치료용
방사선 모사장치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공통기준규격[별표2]를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에 적용할 때, 제조자들은 영
상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교적 소량의 전리방사선과 관련한 위험 및 통제
를 치료 목적에 사용하는 비교적 많은 양의 전리방사선과 관련한 위험과 위
험통제와 견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진단용 X선 장치에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위험통제(RISK CONTROLS)는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에 적합하지 않
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비고: 일부 국가에서 다음 사항들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이 존재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이 기준규격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전리방사선 안전 
        –  이 기준규격에서 다루지 않는 유지보수, 품질보증 및 기타 관련 주

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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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규격[별표4](의료기기 경보시스템에 관한 보조기준규격
(IEC 60601-1-8))과 관련하여, 경보(alarm)가 위험통제 방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경보가 필요하다. 이 기준규격에는 요구되는 경보가 없다. 정보신호

(방사선의 존재)는 경보와 구분되어야 한다.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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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인공신장기 
(관련 규격: IEC 60601-2-16:2012)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소분류 A09200.01에 해당하는 인공신장기, A09210.01에 해당
하는 고투과성인공신장기에(이하 “ME기기”라 함) 적용된다.
이 기준규격의 개별 요구사항은 다음 항목에 적용하지 않는다.

  -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 인공신장기용여과기

  - 투석농축액

  - 인공신장기용정수장치

  - 복막투석장치에 사용되는 기기(「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70. 복막투
석장치 참조).

2. 정의

다음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
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이라 한다.) [별표1] 및 [별표5]를 
따른다. 

  2.8. *장착부(APPLIED PART)

  대치: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및 영구적이고 전도적으로 기기에 연결되는 모든 
부품(예를 들면, 투석액 순환부)

  ※ 비고: 부록 AA.의 그림 AA.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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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환자 접속부(PATIENT CONNECTION)
  추가:

  ※ 비고: 환자 혈액라인커넥터는 정상상태 또는 단일고장상태에서 환자와 
인공신장기 간에 혈류를 통과시키는 장착부 상의 개별지점이다.

  추가:
  3.201. 동맥압(ARTERIAL PRESSURE)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의 혈액 인출 라인에서 측정하는 압력

  ※ 비고: 혈액펌프를 통과하기 전의 압력과 통과한 후의 압력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202. *혈액누설(BLOOD LEAK)
  혈액 구획의 혈액이 인공신장기용여과기의 투석액 구획으로 누설되는 현상

  ※ 비고: 혈액여과(HF)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 여과액 부분을 포함한다.

  3.203. 중앙공급시스템(CENTRAL DELIVERY SYSTEM)
  인공신장기에 투석농축액 및 물을 일정한 비율의 투석액 형태로 분배하거

나, 투석농축액을 분배하는 ME시스템의 일부

  3.204. 인공신장기용여과기(DIALYSER)
  혈액투석(HD), 혈액투석여과(HDF) 또는 혈액여과(HF)를 실시하는 데 사

용하는 반투막이 포함된 기기

  3.205. 투석액(DIALYSIS FLUID)
  혈액투석(HD), 혈액투석여과(HDF) 중에 혈액 내의 용질 또는 수분을 교

활할 수 있도록 의도된 용액

  3.206. 투석농축액(DIALYSIS FLUID CONCENTRATE)
  정수된 물에 적절히 희석 또는 용해시켜 투석액을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

  3.207.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EXTRACORPOREAL CIRCUIT)
  혈액라인 및 이를 구성하는 필수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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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8. 혈액투석여과, HDF(HAEMODIAFILTRATION, HDF)
  혈액투석(HD), 혈액여과(HF)를 조합하여 환자의 혈액 내 수용성 물질 농

도와 신부전 환자의 과다수분을 교정하는 과정

  3.209. 혈액투석, HD(HAEMODIALYSIS, HD)
  혈액과 투석액을 구분하는 반투막 사이의 양방향 확산 이동과 한외여과를 

통한 환자의 혈액 내 수용성 물질의 농도와 신부전 환자의 과다수분을 교
정하는 과정

  ※ 비고: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는 여과를 통한 수분 제거 및 투석액의 물
질이 혈액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동반된다.

  3.210. *인공신장기(HAEMODIALYSIS EQUIPMENT)
  혈액투석, 혈액투석여과 또는 혈액여과를 실시하는 데 사용하는 ME기기 

또는 ME시스템

  ※ 비고: 제목으로 사용된 ME기기는 인공신장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본문에 사용된 ME기기는 일반적인 ME기기를 말한다.

  3.211. 혈액여과, HF(HAEMOFILTRATION, HF)
  혈액과 투석액을 구분하는 반투막 간의 한외여과를 통한 단방향 대류 이

동으로 환자의 혈액 내 수용성 물질 농도와 신부전 환자의 과다수분을 교
정하는 과정. 치료 전 과정에 걸쳐 한외여과율과 보충액 추가율의 차이로 
인해 잉여 수분이 제거되는데, 그러한 속도로 한외여과액은 등삼투압에 가
까운 보충액과 일제히 교체된다.

  3.212. 실제수액제거(NET FLUID REMOVAL)
  환자로부터의 수액(수분과 노폐물) 제거량

  ※ 비고: 과거에는 "체중감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3.213. *온라인 혈액투석여과(ONLINE HDF)
  인공신장기에서 투석액을 재료로 혈액투석여과(HDF) 치료에 사용할 주사

용 보충액을 만드는 혈액투석여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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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4. *온라인 혈액여과(ONLINE HF)
  인공신장기에서 투석액을 재료로 혈액여과(HF) 치료에 사용할 주사용 보

충액을 만드는 혈액투석여과 과정

  3.215. *보호시스템(PROTECTIVE SYSTEM)
  환자를 위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자동시스템 또는 

구조적 기능

  3.216. 보충액(SUBSTITUTION FLUID)
  혈액여과(HF) 또는 혈액투석여과(HDF) 중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통해 

환자에게 투여되는 수액

  3.217. 막투과압, TMP(TRANSMEMBRANE PRESSURE, TMP)
  반투막 사이의 액체 압력 차이

  ※ 비고: 일반적으로 평균 막투과압(TMP)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임상에
서 표시되는 막투과압은 단일지점에서 측정된 인공신장기용혈액
회로 압력과 투석액 압력으로 예측한다.

  3.218. *한외여과(ULTRAFILTRATION)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를 통과하는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수액(수분과 노

폐물)를 제거하는 과정

  3.219. 정맥압(VENOUS PRESSURE)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의 혈액 회수 라인에서 측정하는 압력 

3. 시험규격

3.1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전기 • 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치 또는 추가시킨다(다음의 각 번호는 공통
기준규격[별표1]의 번호에 해당한다).

  4. 일반 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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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필수 성능
    항목 추가:
    4.3.101. *추가적인 필수성능 요구사항
    인공신장기의 필수성능은 표 101.에 나열된 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에 

한정되지 않으며, 적용되는 경우 정상상태에서 제조자가 지정하는 허용
오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표 101. 필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항

혈류 4.3.102.

투석액 흐름 4.3.103.

실제수액제거 4.3.104.

보충액 흐름 4.3.105.

투석 시간 4.3.106.

투석액 성분 4.3.107.

투석액 온도 4.3.108.

보충액 온도 4.3.109.

    ※ 비고: 표 101.에 나열된 일부 필수성능은 사용된 일회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예를 들면, 혈류는 회전식 연동펌프의 펌프부분 내경에 
따라 달라진다).

    4.3.102. 혈류
    인공신장기의 혈류는 제조자가 지정한 바에 따른다.

    ※ 비고 1 : 설정값 미만의 혈류만이 치료에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시험 목적은 가장 부정적인 혈류 오류를 찾는 것
이다.

    일반적인 연동펌프에 대한 적합성은 다음 시험 조건으로 확인한다.

    - 인공신장기에 펌프부분을 적용하고 최소 30 분 동안 운전시킨다.
    -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에 온도 37 ℃인 액체(예를 들면, 물)를 적용한다.
    - 인공신장기 혈류를 400 ml/min 또는 불가능할 경우 최대혈류로 설정한다.
    - 동맥혈압을 -200 mmHg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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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류를 측정한다.

    측정된 혈류값은 제조자가 사용설명서에 지정한 허용오차에 속해야 한다.

    ※ 비고 
    2. 펌프부분의 피로는 혈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연동펌프의 혈류량은 입력음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3.103. 투석액 흐름

    인공신장기의 투석액 흐름은 제조자가 지정한 바에 따른다.

    ※ 비고: 설정값 미만의 투석액 흐름만이 치료에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 조건으로 확인한다:
    - 제조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인공신장기를 혈액투석 모드로 설정한다.
    - 인공신장기의 투석액 흐름을 최대로 설정한다. 
    - 30 분간 투석액 흐름을 측정한다.
    - 인공신장기의 투석액 흐름을 최소로 설정한다.
    - 30 분간 투석액 흐름을 측정한다.

    측정된 투석액 흐름값은 제조자가 사용설명서에 지정한 허용오차에 속
해야 한다.

    4.3.104. 실제수액제거
    인공신장기의 실제수액제거는 제조자가 지정한 바에 따른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 조건으로 확인한다:.

    시험 1.은 인공신장기의 밸런싱부(balancing part)에만 해당한다:

    - 인공신장기를 혈액투석모드로 설정하고 적용되는 경우, 제조자의 권장
사항에 따라 인공신장기용여과기를 함께 설정한다. 

    -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에 액체(예를 들면, 물)를 주입한다.
    - 적용되는 경우, 투석액 흐름을 최대로 설정한다.
    - 적용되는 경우, 투석액 온도를 37 ℃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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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수액제거율을 0 ml/h 또는 조절 가능한 최소값으로 설정한다.
    - 출구혈압을 지정된 최대압력보다 50 mmHg 낮게 생성한다.
    - 적절한 시간 동안 실제수액제거를 측정한다.

    시험 2.를 계속한다:
    - 실제수액제거율을 최대값으로 설정한다.
    - 적절한 시간 동안 실제수액제거를 측정한다.

    시험 3.을 계속한다:
    - 출구혈압을 지정된 최대압력보다 20 mmHg 낮게 생성한다.
    - 적절한 시간 동안 실제수액제거를 측정한다.

    측정된 실제수액제거 값은 제조자가 사용설명서에 지정한 허용오차에 
속해야 한다.

    4.3.105. 보충액 흐름
    혈액여과기기 및 혈액투석여과기기의 경우:

    인공신장기의 보충액 흐름은 제조자가 지정한 바에 따른다.

    ※ 비고: 설정값 미만의 보충액 흐름만이 치료에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 조건으로 확인한다:

    시험 1.은 인공신장기 및 치료에 관련된 보충액 흐름의 밸런싱부에만 해당
한다:

    - 제조자의 권장사항에 따라 인공신장기용여과기와 함께 인공신장기를 
HDF 또는 HF 모드로 설정한다. 

    -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에 액체(예를 들면, 물)를 주입한다.
    - 실제수액제거율을 0 ml/h 또는 조절 가능한 최소값으로 설정한다.
    - 보충액 흐름을 최대로 설정한다.
    - 적용되는 경우, 보충액 온도를 37 ℃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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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충액 흐름 및 실제수액제거를 측정한다.

    시험 2.를 계속한다:
    - 보충액 흐름을 최소로 설정한다.
    - 보충액 흐름 및 실제수액제거를 측정한다.

    측정된 보충액 흐름 및 실제수액제거값은 제조자가 사용설명서에 지정
한 허용오차에 속해야 한다.

    4.3.106. 투석 시간
    인공신장기의 투석 시간은 제조자가 지정한 바에 따른다.

    적합성은 제조자가 지정한 투석 시간의 정의에 관련된 기능 측정에 의
해 확인한다.

    4.3.107. *투석액 성분
    제조자가 지정한 시험 방법을 따른다.

    4.3.108. 투석액 온도
    인공신장기의 투석액 온도는 제조자가 지정한 바에 따른다.

    ※ 비고: 이 시험은 투석액용 히터가 있는 인공신장기에만 적용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 조건으로 확인 한다:

    - 인공신장기가 열적으로 안정한 조건이 될 때까지 작동시킨다.
    - 주위 온도는 20 ~ 25 ℃로 한다.
    - 적용되는 경우, 투석액 온도를 37 ℃로 설정한다.
    - 투석액 흐름을 최대로 설정한다.
    - 인공신장기용여과기 인렛의 온도를 측정한다.
    - 30 분간 온도를 기록한다.
    - 투석액 흐름을 최소로 설정한다.
    - 인공신장기용여과기 인렛의 온도를 측정한다.
    - 30 분간 온도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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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된 투석액 온도는 제조자가 사용설명서에 지정한 허용오차에 속해
야 한다.

    4.3.109. 보충액 온도
    인공신장기의 보충액 온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제조자가 지정한 바에 

따른다.

    ※ 비고: 이 시험은 보충액용 히터가 있는 인공신장기에만 적용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 조건으로 확인한다.
    - 인공신장기가 열적으로 안정한 조건이 될 때까지 작동시킨다.
    - 주위 온도는 20 ~ 25 ℃로 한다.
    - 적용되는 경우, 보충액 온도를 37 ℃로 설정한다.
    - 보충액 흐름을 최대로 설정한다.
    - 보충액라인과 혈액라인의 연결지점에서 보충액의 온도를 측정한다.
    - 30 분간 온도를 기록한다.
    - 보충액 흐름을 최소로 설정한다.
    - 보충액라인과 혈액라인의 연결지점에서 보충액의 온도를 측정한다.
    - 30 분간 온도를 기록한다.

    측정된 보충액 온도는 제조자가 사용설명서에 지정한 허용오차에 속해야 
한다.

  4.7. ME기기의 단일고장상태
    추가:
    단일고장상태의 예제는 보호시스템의 고장이다(12.4.4.101., 12.4.4.102., 

12.4.4.103., 12.4.4.104., 12.4.4.105. 참조).

    ※ 비고: 인공신장기를 제조자가 의도한 대로 사용했을 때 공기가 인공
신장기용혈액회로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공기는 
단일고장상태가 아닌 정상상태로 간주한다.

  5. ME기기 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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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ME기기 및 ME시스템의 분류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6.에 따른다.

  7. ME기기의 표식, 표시 및 문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에 따른다.
  7.4.3. 측정 단위
    추가:
    인공신장기의 일부에서 측정하는 압력은 mmHg로 표시한다.

  7.9.2. 사용설명서 
  7.9.2.2. 경고 및 안전 통지
    추가: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중 적용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작자는 환자 간 상호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
    - 조작자는 환자 연결 및 분리에 관한 위해요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는 내용
    - 조작자는 부적절한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

상황을 포함한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
    - 올바르지 않은 투석농축액 선택에 관한 위해요인에 대한 내용
    - 보호시스템의 경보한계에 따라 단일고장상태에서 각 투석액 성분의 

편차에 대한 정량적 설명
    - 투석액 구획에 존재하던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이 인공신장기용여과기

의 혈액 구획으로 운반될 가능성에 관련된 위해요인에 대한 내용
    - 12.4.4.104.1. a) 비고 2.에 따른 보호시스템에 대한 내용
     ⦁ 이 보호시스템은 부분적인 위해요인만을 감소시켜준다는 경고 내용

과 나머지 위해요인에 대한 설명
     ⦁ 위험 감소를 위해 향후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
    -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보가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경

보 및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에 대한 조작자의 적절한 조치 설명
    -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의 통로가 좁으면(혈액라인이 꺾이거나 캐뉼라

(cannula)가 너무 가는 경우) 용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해상
황은 보호시스템으로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 12.4.4.105. a) 비고 1.에 따른 보호시스템이 적용되는 경우, 초음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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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의 응고물 또는 도포로 인해 초음파공기검출기의 기능이 부적합해
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 단일 니들 적용 또는 중심정맥 카테터 적용으로 인해 음압이 발생할 
시 공기검출기 하류의 연결지점에서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 온라인혈액투석여과 및 온라인혈액여과:
     ⦁ 온라인혈액투석여과 및 온라인혈액여과에는 제조자가 정의 및 검증

한 소독 절차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
     ⦁ 사용하는 투석농축액과 유입수의 요구품질에 대한 정보
     ⦁ 소모성 부품(예를 들면, 필터)을 교체해야 하는 주기
    - 펌프 전 동맥혈압이 지나치게 음압이면 혈류와 치료 효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이러한 폄프의 유량 범위 및 정확도와 해당 
정확도에 대한 인렛과 아웃렛 압력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

    - CF형 장착 부품 이외의 장착 부품이 있는 인공신장기의 경우, 중앙정맥 
카테터를 사용되는 환자에 CF형 장착 부품의 해당 한계를 초과하는 
접촉전류와 환자누설전류를 가진 전기기기(ME 이외의 기기와 ME기
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작자와 책임조직 둘을 다 수신인으로 하는 
경고

    ※ 비고: 부록 AA의 8.3. 참조

  7.9.2.5. ME기기의 설명
    추가: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중 적용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조자가 3.217과 다른 것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경우, 투과막압력의 

정의;
    - 투석농축액 커넥터에 표시되는 색상의 설명;
    - 단일 니들 치료 시 유효 전달 혈류에 대한 정보;
    - 단일 니들 치료 시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에서의 혈액 재순환에 대한 

정보;
    - 전원공급중단 후 청각 경보가 활성화되기까지 지연시간;
    - 생리학적폐루프 제어기 기능:
      a) 기술적 작동 원리;
      b) 측정되는 환자 파라미터 및 제어되는 생리학적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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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임상 시험 중 기록된 이점 및 이상 반응을 비롯해 피드백 제어모드
를 평가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

      공통기준규격[별표5] 참조.
    - *치료 효능을 측정 또는 확인하거나 치료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신장기가 표시하는 데이터:
      a) 기술적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
      b) 간접 측정인 경우: 정확도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내

용;
      c) 표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술적 작동 원리를 평가하는 데 사

용했던 방법
    - CF형 장착부가 아닌 장착부가 포함된 인공신장기 경우, 이 인공신장

기를 중앙정맥 카테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공신장기가 
중앙정맥 카테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 나열

  7.9.2.6. 설치
    추가: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중 적용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물 및 기타 관련 액체의 품질에 대한 적절한 규정 및 권장사항을 준

수하기 위해 설치 및 사용해야 하는 인공신장기에 대한 내용;
    - 1 급 인공신장기의 경우 전기적 설치물에 대한 보호접지 품질의 중요

성에 대한 내용;
    - 사용해야 하는 등전위화 도선의 응용에 대한 내용;
    - 인렛 용수 및 중앙공급시스템의 온도, 유량, 압력의 허용 가능한 범위;
    - 용수공급으로부터 인공신장기의 분리에 관한 모든 현지 규정을 준수

하고, 음용수원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인공신장기와 배수구 
연결에서 배수 연결을 통해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

    - 시각경보의 색상 코드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환경에서
의 혼동 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해 책임있는 조직이 색상 코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

    - 작동 파라미터 또는 보호시스템 설정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책임있
는 조직이 구성을 선택하거나 기본 설정을 명시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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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12. 청소, 소독 및 멸균
    추가: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중 적용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생 또는 소독 방법 설명;
    - 요청에 따라 위생 또는 소독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절차;
    - 인공신장기의 소독은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 그 

외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책임있는 조직이 해당 소독 절차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 특히 그 외 절차로 인한 고장모드
와 위해요인을 나열해야 한다;

    - 책임있는 조직은 공급시스템(예를 들면, 중앙용수공급, 중앙공급시스
템, 연결지점부터 인공신장기까지의 수액라인을 포함해, 인공신장기 
연결 장치)의 위생 품질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

  7.9.2.14. 부속품, 보조 기기, 사용된 재료
    추가:
    사용지침서에는 다음 중 적용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인공신장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투석농축액, 인공신장기용여과

기, 혈액라인에 대한 정보.

    적합성은 사용설명서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9.3. 기술설명서 
  7.9.3.1. 일반
    추가:
    기술설명서에는 다음 중 적용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치:
     - 인공신장기 설치 또는 사용 시 준수해야 할 특별한 조치 또는 조건

에 대한 설명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험의 유형 및 횟수에 대한 가이
던스를 포함한다;

     - 인공신장기 배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온도;
     - 대표적인 작동조건에서 에너지 소비량, 환경 및 배수로의 에너지 전

달량에 대한 정보를 인렛 용수 온도의 함수로 표시;
     - 대표적인 가동조건에서 물 및 투석농축액 소비량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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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치 사양:
     - 항응고펌프가 포함된 인공신장기: 펌프의 유형, 펌프유량범위 및 정

확도, 정확도 유지를 위한 압력;
     - 전원공급중단 시 제조자가 예상할 수 있는 추가 대책;
     - 12.4.4.101.(투석액 성분)이 요구하는 보호시스템의 유형, 측정 정확도 

및 경보한계의 값 또는 범위;
     - 12.4.4.102.(투석액 및 보충액 온도)이 요구하는 보호시스템의 유형, 

보호시스템의 측정 정확도 및 경보한계의 값 또는 범위;
     - 12.4.4.103.(실제수액제거)이 요구하는 보호시스템의 유형, 측정 정확

도 및 경보한계의 값 또는 범위;
     - 12.4.4.104.1.(환경에 대한 혈액 손실)이 요구하는 보호시스템의 유형, 

측정 정확도 및 경보한계의 값 또는 범위;
     - 12.4.4.104.2.(투석액에 대한 혈액누설)이 요구하는 보호시스템의 유형 

및 측정 정확도, 혈액누설 탐지기를 통한 최소 및 최대유량에서 보호
시스템의 경보한계;

     - 12.4.4.104.3.(응고로 인한 체외 혈액 손실)이 요구하는 보호시스템의 
유형 및 경보한계;

     - 12.4.4.105.(공기 주입)이 요구하는 보호시스템에 대해 제조자가 지정
하는 시험 방법 및 시험 조건에서의 민감도;

     - 보호시스템의 중단시간;
     - 청각 경보 무음 시간;
     - 조절 가능한 청각 경보원의 음압 수준 범위;
     - 물, 투석액, 투석농축액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모든 자재에 대한 내용;
     - 온라인HDF 및 온라인HF: 보충액 준비 방법, 보충액 필터의 자동 무

결성 시험방법(적용되는 경우) 및 정확도.

    적합성은 기술설명서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8. ME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제8절에 따른다. 
  8.3. *장착부의 분류
    추가:
    CF형 장착부 요구사항에 적합한 누설전류를 가진 인공신장기는 중앙정

맥카테터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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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형장착부 이외의 장착부를 가진 인공신장기가 중앙정맥카테터가 삽입
된 환자를 치료하도록 의도된 경우, 다음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

    aa) 정상상태에서 환자누설전류 및 접촉전류는 CF형장착부에 대한 한계
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bb) 단일고장상태에서 환자누설전류, 접촉전류 및 접지누설전류는 CF형
장착부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인공신장기가 위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에 
따라 환자누설전류를 단일고장상태에서의 CF형장착부에 대한 한계 이하
로 유지하기 위한 외부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8.7.4.7. 환자누설전류의 측정
    추가:
    *aa) 환자에게 연결된 두 개의 체외혈액라인에 측정 장치를 연결해야 한

다. 시험 중 25 ℃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최대 전도성, 선택 가능한 
투석액 최대온도로 투석액 순환부 및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통과
시켜야 한다. 인공신장기는 경보가 비 활성화된 대표적인 치료모드
에서 최대혈류로 작동시켜야 한다. 임상적인 이유로 측정 장치를 투
석액 커넥터에 연결할 수 있다.

    ※ 비고 

    101. 환자누설전류의 측정은 B형장착부가 있는 인공신장기에 대한 공통
기준규격의 8.7.4.7.b) (장착부에 적용되는 전압)에 따른 측정을 포
함하지 않는다.

    102. 정맥주사용 점적통의 간극의 저항은 최대혈류에서 최저가 된다.

  8.11.2. *다중소켓아웃렛
    추가:
    다중소켓아웃렛이 제공되거나 상호 교환 또는 인공신장기의 타 다중소

켓아웃렛과의 교환으로 위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다중소켓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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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은 이러한 상호 교환을 방지하는 유형을 사용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9.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기계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제9절에 따른다.

  10. 원치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제10절에 따른다.

  11.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제11절에 따른다.
  11.6.3.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유출
    추가:
    적합성은 IEC 60529의 IPX1 규격에 따른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1.6.6.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청소 및 소독
    추가:
    일회용이 아닌 수액라인을 사용하는 인공신장기는 수액라인 소독 방법

을 갖춰야 한다.

    소독 방법은 내부 부품 또는 외부 부속품(예를 들면, 투석액 필터)에 손
산을 주는 위해요인이 돼서는 안된다.

    적합성은 부속문서 및 인공신장기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1.8. *ME기기에의 전원공급/공급전원의 차단
    추가:
    a) 내부전원이 없는 인공신장기
    인공신장기로 향하는 전원/공급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각 경보가 적어도 1 분간 활성화되어야 한다.
    -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가 정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에게 위해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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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원 복구를 위해 인공신장기를 자동으로 재
시작할 수 있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의 검사 및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b) 내부전원이 있는 인공신장기
    인공신장기로 향하는 전원/공급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시각경보신호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제조자가 지정하는 시간이 경과된 후 청각경보신호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가 정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인공신장기의 기능이 정지된 경우, 제조자의 위

험관리프로세스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에게 위해요인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원 복구를 위해 인공신장기를 자동으로 재시작할 수 
있다.

    - 내부전원이 차단되거나 충전 중인 경우, 인공신장기는 11.8. a)항에 기
술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의 검사 및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2.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제12절에 따른다.
  12.4.4. 잘못된 출력
    추가:
    다음 항의 시험 절차는 인공신장기 검증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에 대한 

개요이다. 각 시험 절차에는 모든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
정한 인공신장기 및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에 근거하여 이러한 세
부사항을 시험실에서 확인해야 한다.

    12.4.4.101. *투석액 성분
    a) 투석액 준비 제어시스템에 관계없이 인공신장기는 인공신장기용여과

기에 도달한 투석액이 성분으로 인해 위해요인을 유발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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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한 성분 방지를 위한 보호시스템 설계는 투석액 준비 단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고장을 고려해야 한다.

    보호시스템의 가동은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시각 및 청각경보신호의 활성화 (6.3.1., 6.3.3.2., 6.3.3.101. 참
조). 청각경보는 6.3.3.101. b)항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로의 투석액 흐름 중단
    - 온라인혈액투석여과 또는 온라인혈액여과 모드;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로의 보충액 흐름 중단

    b) 전도성 양상 및 생리학적 폐회로 제어장치
    사전 계획된 투석액 성분의 시간 의존성 편차가 존재하거나, 또는 환자

의 생리학적 관련 파라미터를 측정함으로써 투석액 성분의 피드백 제어
가 가능한 경우, 인공신장기는 제어시스템과 관계없이 제어시스템의 비
의도적인 변경으로 위해요인이 유발되지 않도록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시스템의 가동은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시각 및 청각경보신호의 활성화 (6.3.1., 6.3.3.2., 6.3.3.101. 참조)
    -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가 정의하는 다른 조치

    c) 인공신장기에 농축 볼루스(bolus) 투여 기능이 있는 경우, 인공신장기
는 제어시스템과 관계없이 농축 볼루스 투여 기능이 환자에게 위해요
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시스템의 가동은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시각 및 청각경보신호의 활성화 (6.3.1., 6.3.3.2., 6.3.3.101. 참조)
    - 농축 볼루스 투여 중단
    적합성은 기능 시험 및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  시험 1.: 경보한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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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대상 기기의 투석액 성분을 최소 및 최대경보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성분으로 각각 설정한다.

     - 보호시스템이 경보신호를 활성화시킬 때까지 투석액 성분을 천천히 
변경한다.

     - 정상상태에서 경보가 발동한 직후 인공신장기용여과기 인렛에서 샘
플을 채취한다.

     - 정상상태에서 경보가 발동한 직후 채취한 시료의 투석액 성분 차이
를 구한다(예를 들면, 불꽃광도법).

    •  시험 2.: 적시경보반응
     - 시험 대상 기기의 투석액 흐름을 최대로 설정한다.
     - 각 투석농축액 공급의 완전 차단을 한 번에 하나씩 모의한다.
     - 정상상태에서 경보가 발동한 직후 인공신장기용여과기 인렛에서 샘

플을 채취한다.
     - 정상상태에서 경보가 발동한 직후 채취한 시료의 투석액 성분 차이

를 구한다(예를 들면, 불꽃광도법).

    •  시험 3.: 예측 가능한 오용
     - 가능한 경우 투석농축액을 교환한다.
     - 경보활성화를 판정한다.

    12.4.4.102. *투석액 및 보충액 온도
    a)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석액 및 보

충액 온도 설정 범위는 33 ℃ ~ 42 ℃로 한다.

    b) 인공신장기는 온도 제어시스템과 관계없이, 인공신장기 투석액 아웃
렛 또는 보충액 아웃렛에서 측정한 온도가 33 ℃ 이하 또는 42 ℃ 
이상인 투석액이 인공신장기용여과기에 도달하거나 상기 온도의 보
충액이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c) 투석액 및 보충액 온도는 단기간 동안 최대 46 ℃ 및 33 ℃ 이하가 
될 수 있으나, 시간 및 온도는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에 근거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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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보호시스템의 가동은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시각 및 청각경보신호의 활성화 (6.3.1., 6.3.3.2., 6.3.3.101. 참
조). 청각경보는 6.3.3.101. b)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 투석액이 인공신장기용여과기에 도달하거나 보충액이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흐름 중단,

    적합성은 기능 시험 및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  시험 1.: 투석액
     - 시험 대상 기기의 투석액 흐름을 최대로 설정한다.
     - 투석액 온도을 최대/최소로 설정한다.
     - 인공신장기용여과기 인렛의 온도가 안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 보호시스템이 경보신호를 활성화시킬 때까지 투석액 온도를 천천히 

증가/감소시킨다.
     - 인공신장기용여과기 인렛에서 연속적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최댓값/

최솟값을 구한다.

    •  시험 2.: 보충액
     - 시험에서 최대 보충액 유량으로 기기를 설정한다.
     - 투석액/보충액 온도을 최대/최소로 설정한다.
     -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인렛의 온도가 안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 보호시스템이 경보신호를 활성화시킬 때까지 투석액/보충액 온도를 

천천히 증가/감소시킨다.
     -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인렛에서 보충액 온도를 측정하고 최대값/최

소값을 구한다.
 
    12.4.4.103. *실제수액제거
    a) 인공신장기는 한외여과 제어시스템과 관계없이, 인공신장기의 실제수

액제거가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값에서 벗어남으로 인한 위해요인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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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투석여과 및 혈액여과의 경우, 인공신장기는 보충액의 잘못된 투여
로 인한 위해요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시스템의 가동은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시 각  및  청 각 경 보 신 호 의  활 성 화  (6.3.1., 6.3.3.2., 6.3.3.101. 
참 조 )

     - 지속되는 체액균형오차의 중단

    b) 한외여과 양상 및 생리학적 폐회로 제어장치:
    사전 계획된 한외여과의 시간 의존성 편차가 존재하거나, 또는 환자의 

생리학적 관련 파라미터를 측정함으로써 한외여과의 피드백 제어가 가
능한 경우, 인공신장기는 제어시스템과 관계없이 제어시스템의 비의도적
인 변경으로 인해 위해요인이 유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보호시스
템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시스템의 가동은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시각 및 청각경보신호의 활성화 (6.3.1., 6.3.3.2., 6.3.3.101. 참
조)

     -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가 정의하는 기타 대책

    c) 인공신장기에 수액 볼루스(bolus) 투여 기능이 있는 경우, 인공신장기
는 제어시스템과 관계없이 수액 볼루스 투여 기능이 환자에게 위해요
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시스템의 가동은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시 각  및  청 각 경 보 신 호 의  활 성 화  (6.3 .1 ., 6 .3 .3 .2 ., 6 .3 .3 .101 . 
참 조 )

     - 수액 볼루스 투여 중단.

    적합성은 기능 시험, 고장 모의시험 및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  실제수액제거율 편차시험
     - 시험 대상 기기의 투석액 흐름을 최대로 설정한다.
     - 조정가능한 경우 보충액 흐름을 최대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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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되는 경우 투석액 온도를 37 ℃로 설정한다.
     - 한외여과유량을 최대 및 최소로 설정한다(한 번에 하나씩).
     - 보호시스템의 경보신호가 활성화될 때까지 실제수액제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각 펌프제어시스템의 낮은 우선순위 고장 및 높은 우선순위 
고장을 모의한다.

     - 이론적 용적과 관련하여 용적 차이를 구한다.

    12.4.4.104. 체외 혈액 손실
    12.4.4.104.1. 환경에 대한 혈액 손실
    *a) 인공신장기는 환경에 대한 체외 혈액 손실로 인한 위해요인 가능성

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비고 1: 현재 환경에 대한 혈액 손실을 완전히 감지할 수 있는 시스
템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다음 권고사항이 환경에 대한 혈
액 손실을 감지하는 가장 잘 알려진 시스템이다.

    보호시스템이 정맥혈압 측정치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적어도 
현재 측정치에 최대한 근접한 수치로 최소 경보한계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단일 니들 치료 모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b) 인공신장기는 내재적 안전 설계로 방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한 압력에 의한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의 파열 또는 분리로 인해 
발생한 환경에 대한 체외 혈액 손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
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비고 2: 환자 접속 또는 접속 니들의 분리와는 무관하지만, 펌프에 
의해 발생한 압력이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의 튜브 파열 또
는 연결 분리를 유발하는 경우와는 관계된다.

    *c) 보호시스템의 가동은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시 각  및  청 각 경 보 신 호 의  활 성 화 (6.3.1., 6 .3 .3 .2 ., 6 .3 .3 .101. 
참 조 )

     - 단일고장상태의 경우에도 인공신장기에 의한 외부로 혈류 유출 중단
     - 혈액여과 또는 혈액투석여과의 경우 보충액 흐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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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기능 시험 및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  정맥혈압 측정치를 사용하는 보호시스템에 대한 시험
     - 시험 대상 기기의 투석액 흐름을 중간으로 설정한다.
     - 정맥혈압을 중간값으로 조정한다.
     - 경보신호가 활성화될 때까지 정맥혈압을 낮춘다.
     - 경보지점과 기준값 간의 차이를 구한다.

    12.4.4.104.2. *투석액에 대한 혈액누설
    a) 인공신장기는 혈액누설로 인한 유발될 수 있는 위해요인으로부터 환

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b) 보호시스템의 가동은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시각 및 청각경보신호의 활성화 (6.3.1., 6.3.3.2., 6.3.3.101. 참조);
      - 투석액에 대한 추가적인 혈액누설 방지.

    적합성은 기능 시험 및 다음 시험이 의해 확인한다.

    •  경보한계판정을 위한 시험
      - 혈액누설 탐지기에 최대유량을 통과시킨다 (투석액 흐름 최대, 한외

여과 유량 최대, 관계되는 경우 보충액 흐름 최대)
      - 소 혈액(Hct 32 %)을 투석액에 첨가하여 혈액누설 탐지기를 통과하

는 혈류가 제조자가 지정하는 혈액누설 경보한계를 대표하도록 한
다.

    12.4.4.104.3. *응고로 인한 체외 혈액 손실
    a) 인공신장기는 혈류 중단의 결과로 발생한 응고로 인한 혈액 손실의 

위해요인 가능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을 갖추
어야 한다.

    ※ 비고: 이 요구사항에 적합한 허용가능한 방법의 예제로 장기간 혈액
펌프가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정지되는 경우 작동하는 
보호시스템을 들 수 있다.

    b) 보호시스템의 작동은 시각 및 청각경보신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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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6.3.3.2., 6.3.3.101. 참조)

    c) 응고로 인한 혈액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기타 영향 (예를 들면, 항
응고펌프의 정지 또는 미가동, 사후희석 방식의 혈액투석여과에 과도
한 보충액 흐름)은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에서 다루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 시험 및 고장 모의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2.4.4.105. *공기 주입
    a) 인공신장기는 단일고장상태에서도 공기 주입으로 인한 위해요인 가능

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비고 1: 이 요구사항에 적합한 허용 가능한 방법의 예로 용해되지 
않은 공기를 검출할 수 있는 공기검출기(예를 들면, 초음
파)를 활용하는 보호시스템을 들 수 있다.

    b) 보호시스템의 작동은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시각 및 청각경보신호의 활성화 (6.3.1., 6.3.3.2., 6.3.3.101. 
참조);

      - 단일고장상태의 경우에도 동맥 및 정맥혈액라인을 통한 추가적인 
공기 주입 방지.

     ※ 비고 2: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공기 주입 방지는 혈액펌프의 작동 정
지 및 정맥혈액라인의 클램핑(clamping)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적합성은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 비고

    3. 시험에 주어진 숫자는 예제일 뿐이다. 제조자는 자체의 위험관리프로
세스에 따라 값을 정의해야 한다.

    4. 공기 주입 모니터링 방법은 원칙상 다음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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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공기 트랩(예를 들면, 정맥주사용 점적통)에서 모니터링 공기 방울에 
부력이 작용하여 공기 방울이 공기 트랩에 존재하지 않고 정확한 설
정 수위가 유지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공기 방울 모니터링 방법은 
수위 모니터링 방법이다.

     b) 혈액라인에서 직접 모니터링, 여기에서는 공기 방울이 수액으로 전
달되며 유속을 사용하여 공기 용적을 구할 수 있다.

    비고 4.의 공기 모니터링 방법 외에도 두 가지 시험 절차가 있다.

    •  연속 공기 주입:
     - 표준 모세관 인공신장기용여과기(표면적이 1 ∼ 1.5 m2), 권장되는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및 캐뉼라(16 게이지)로 구성된 인공신장기를 
세팅한다.

     - 프라이밍(priming) 후 투석액 라인을 클램핑 또는 닫는다.

    ※ 비고 5: 이 조건은 최악의 경우이다. 탈가스 투석액을 순환시키면 인
공신장기용여과기에 의해 가스가 제거된다.

    - Hct가 0.25 ∼ 0.35(사람, 소, 돼지혈액)인 헤파린 처리 혈액, 또는 적
절한 시험용 수액으로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가동시킨다.

    ※ 비고 6: 적절한 시험용 수액은 37 °C에서 점도 3.5 mPa • s이고 가스 
방울의 파쇄를 유발하는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시험용 수액을 담을 저장 용기를 100 cm (±20 cm) 높이에 놓는다.
    - 시험용 수액을 담을 수집 용기를 100 cm (±20 cm) 높이에 놓는다. 또

는 수액을 저장 용기로 재순환시킨다.
    - 적어도 1개의 시험용 튜브 (예: 직경 약 8 mm, 길이 약 2.0 m)를 환

자커넥터와 수집 용기 사이의 정맥 경로에 있는 환자 정맥 커넥터에 
직경이 좀 더 작은 두 번째 튜브와 나란히 직립하여 세운다(그림 101.
의 세팅 예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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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지 펌프 
Qair = 0.2 ml/min-2.0 ml/min

4개의 평행한 시험용 튜브

공기 주입측

소 혈액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교반기가 장착된 히터, 

Tblood = 37°C

PVC 튜브 
직경 = 4.3 mm

PVC 튜브 
직경 = 8.0 mm 
길이 = 200 cm

그림 101. 대표적 예의 치수를 이용한 연속 공기 주입 시험 set-up

    - 동맥(혈액인출) 캐뉼라 연결에 가까운 음압 부위의 동맥혈관튜브에 22 
게이지 캐뉼라를 삽입하고 음압조건에서 공기 주입을 통제할 수 있는 
펌프에 연결한다.

    ※ 비고 7: 소형 가역적 연동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펌프는 혈액펌
프가 가동될 때 역방향 모드로 가동하여 시험용 수액을 프라
이밍함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공기 주입을 방지한다. 니들과 
펌프 사이에 체크 밸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펌프전음압이 – 200 mmHg ~ 250 mmHg가 되도록 혈액펌프속도를 
조정한다.

    - 공기검출기 경보가 활성화될 때까지 제조자가 지정한 속도로 천천히 
증가시키면서 공기를 주입한다.

    ※ 비고 8: 이 시험의 근거는 투석액 라인이 폐쇄되어 있을 때 공기가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빠져나갈 수 없어 펌핑 속도와 동
일한 속도로 수액 수집 용기로 펌프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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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검출기 경보가 활성화되면 시험용 튜브의 양 말단을 즉시 클램핑
한다.

    - 15 분 후 직경이 작은 시험용 튜브의 상단에 모인 공기 용적을 측정
한다.

    - 혈류속도, 시험용 튜브 용적, 측정된 공기용적 별로 공기유량을 계산
한다.

     •  인공신장기가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의 상류 및 하류 혈류로 인공
신장기용혈액여과기를 가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두 유량 방향으
로 각각 시험해야 한다.

     •  위험분석을 통해 혈액펌프(예를 들면, 수위조절펌프)를 지나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았다면 이 지점에서 지정유량으로 인공신
장기용혈액회로에 공기를 펌핑함으로써 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  볼루스 공기 주입:
    - 인공신장기를 권장되는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16 게이지 캐뉼라 및 

표면적이 1 ~ 1.5 m2로 구성된 표준 모세관 인공신장기용여과기로 세
팅한다.

    - 프라이밍(priming) 후 투석액 라인을 클램핑 또는 닫는다.

    ※ 비고 9: 이 조건은 최악의 경우이다. 탈가스 투석액을 순환시키면 인
공신장기용여과기에 의해 가스가 제거된다.

    - Hct가 0.25 ~ 0.35(사람, 소, 돼지혈액)인 헤파린 처리 혈액, 또는 적절
한 시험용 수액으로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가동시킨다.

    ※ 비고 10: 적절한 시험용 수액은 37 °C에서 점도 3.5 mPa·s이고 가스 
방울의 파쇄를 유발하는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시험용 수액을 담을 저장 용기를 100 cm (±20 cm) 높이에 놓는다.
    - 시험용 수액을 담을 수집 용기를 100 cm (±20 cm) 높이에 놓는다. 또

는 수액을 저장 용기로 재순환시킨다.
    - 눈금이 있는 실린더 또는 이전의 시험과 동일한 시험용 튜브를 회수

(정맥) 캐뉼라를 통해 펌프되는 공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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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피스를 혈액 튜브 연결과 동맥 캐뉼라 사이에 있는 루어커넥터에 
삽입한다.

    - 루어커넥터를 사용하여 5 cm 길이의 튜브연결피스를 T-피스에 연결
한다.

    -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와 튜브연결피스에 프라이밍한다. 튜브연결피스
를 클램핑한다.

    - 펌프전음압이 0 mmHg ∼ -250 mmHg가 되고 클램프를 열었을 때 
압력경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혈액펌프속도를 조정한다.

    - 튜브연결피스에서 클램프를 열고 공기검출기가 경보신호를 활성화할 
때까지 기다린다.

    - 눈금이 있는 측정 실린더 또는 시험용 튜브에 수집된 공기량을 확인
한다. 이 값은 지정된 볼루스 한계보다 작어야 한다.

     •  인공신장기가 인공신장기용여과기의 상류 및 하류 혈류로 인공신장
기용여과기를 가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두 유량 방향으로 각각 
시험해야 한다.

     •  위험분석을 통해 혈액펌프(예를 들면, 수위조절펌프)를 지나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았다면 이 지점에서 최대유량으로 인공신
장기용혈액회로에 공기를 펌핑함으로써 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12.4.4.106. 경보 중단 모드
    a) 모든 보호시스템은 치료를 실시하는 내내 가동되어야 한다.

    ※ 비고

    1. 예외는 아래의 b) 항목을 참조한다.

    2. 이 항의 의미에서 치료는 환자의 혈액이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통
과해 환자에게 반환되는 때 시작되고, 정맥 니들이 분리되는 
때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b) 투석액 성분 및 온도에 대한 보호시스템은 투석액이 인공신장기용혈
액여과기 내 혈액과 최초로 접촉하기 전에 가동되어야 한다.

    c) 경보상태 중에는 혈액누설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보호시스템에 대해 
개별적으로 일시중단모드를 적용할 수 있다(12.4.4.10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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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중단시간은 3 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특정한 임상상황에서
는 시간 제약 없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혈액누설 검출기를 비활
성화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e) 중단모드의 가동은 보호시스템이 중단되었다는 가시적 표시를 유지해
야 한다.

    f) 개별 보호시스템의 중단(b) 참조)은 연이은 그 외 경보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연이은 경보상태는 지정된 안전 조건을 충족해
야 한다. 중단시간이 경과한 후 유지되고 있는 경보상태도 지정된 안
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비고 3: 이 항에서 중단은 조작자가 보호시스템의 일시적 비활성화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경우 경보상태에서 인공신장기의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위해요인을 유발하지 않는 지연 
가동은 인공신장기의 중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적합성은 부속문서의 검사 및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2.4.4.107. 보호시스템
    12.4.4.항이 요구하는 보호시스템의 고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조작자

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

    a) 12.4.4.105.(공기 주입)을 제외한 모든 보호시스템:

     - 적어도 1 일 1 회, 불가능한 경우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가 정하
는 간격

     ※ 비고: 이 요구사항에 적합한 허용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작자가 가동 및 제어하는 보호시스템의 주기적인 기능점검
     •  조작자가 가동시키고 인공신장기가 제어하는 보호시스템의 주기적

인 기능점검
     •  인공신장기의 자가-점검을 통한 보호시스템의 중복성 확보
     •  인공신장기가 가동 및 제어하는 보호시스템의 주기적인 기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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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스템의 제어 기능은 단일고장 시 보호시스템과 함께 중단되
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b) 12.4.4.105.(공기 주입)이 요구하는 보호시스템:

     - 공기검출기의 최초 고장으로 인해 환자에게 주입되는 공기량이 위해
요인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이 고장에 대한 최대탐지시간은 고장 
허용 시간으로 계산된다.

     •  공기검출기와 정맥 캐뉼라 사이의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의 용적을 
최대혈류로 나눈 값

     - 기타의 모든 경우는 a) 항목을 적용한다.

    적합성은 기능 시험 및 고장 모의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2.4.4.108.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a) 청소, 멸균 또는 소독 중인 인공신장기로 환자를 치료해서는 안된다.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4.7. 및 11.8.을 적용한다.

    b) 단일고장상태인 경우에도 화학물질(예를 들면, 물, 투석액, 소독제 또
는 투석농축액)이 인공신장기에서 공급라인으로 유입되어서는 안된
다.

    적합성은 기능 시험 및 고장 모의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2.4.4.109. *혈액 펌프 및/또는 보충액 펌프 전도(reversal)

    치료 중 부주의한 혈액 펌프 및/또는 보충액 펌프 전도로 인한 위해요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적용가능한 위해요인(예를 들면, 동맥혈액라인을 통한 공기 주입)은 제
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가 정해야 한다. 기술적 고장 외에도 인적 오류
를 고려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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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4.110. 가동 모드의 선택 및 변경
    가동 모드의 부주의한 선택 및 변경을 방지해야 한다. 기술적 고장 외에

도 인적 오류를 고려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2.4.4.111. 온라인혈액투석여과 및 온라인혈액여과
    인공신장기가 온라인혈액여과 또는 온라인혈액투석여과용으로 설계된 

경우, 제조자는 제조자의 설명을 따랐을 때 대용량 정맥용 수액에 대한 
요구사항(예를 들면, 미생물)에 부합하는 보충액을 생산할 수 있는 인공
신장기를 공급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단일고장상태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3. 특정 위해상황 및 고장상태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제13절에 따른다.
  13.2.6. *액체의 누설
    추가:
    인공신장기의 액체 운반부는 정상 작동 압력에서 누설될 수 있는 액체

가 연면거리 단락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요인이 가해지지 않도록 
전기부를 보호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a) 피펫을 사용하여 파열될 가능성이 있는 커플링, 밀봉부위, 튜브연결, 
작동 또는 정지 상태의 이동부 중 가장 불리한 조건에 있는 부위에 
음용수 몇 방울을 점적한다.

    a) 시험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b) 파열될 가능성이 있는 커플링, 밀봉부위, 튜브연결, 작동 또는 정지 상

태의 이동부 중 가장 불리한 조건에 있는 부위에서 연결되는 인공신
장기의 부위에 주사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액체를 분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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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후 인공신장기는 음용수 또는 선택한 액체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쉬운 절연되지 않은 전기부 또는 전기절연이 젖
은 징후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확신할 수 없는 경우, 공통기준규격 
8.8.3.항에 규정된 내전압 시험을 인공신장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른 위해요인의 판별은 인공신장기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4. 프로그램가능 의료용 전기시스템(PEMS)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제14절에 따른다.
  14.13. *기타 기기에의 네트워크/데이터커플링에 의한 PEMS의 접속
    추가:
    네트워크/데이터커플링과 인공신장기 간의 데이터 전송은 단일고장상태

에서 환자에게 위해요인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15. ME기기의 구조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제15절에 따른다.
  15.4.1. 커넥터의 구조
    추가:
    15.4.1.101. *투석농축액 커넥터

    다양한 투석농축액 공급 용기와 세정액은 인공신장기의 투석농축액 커
넥터에 기계적으로 연결하거나 영구적으로 색상을 표시해서 구분한다
(ISO 13958 참조).

    인공신장기의 커넥터를 기계적 또는 색상 코드 표시로 구분하여 다양한 
투석농축액 및 세정액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환자에게 위해요인을 유
발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 비고 1: 사용하는 투석농축액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 잘못된 투석
농축액 사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요인을 유발하는 문제
가 나타낸다. 커넥터 및 색상 코드 방식의 설계는 이러한 위
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조작자가 제조자
의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지 않아 위해요인이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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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상 존재한다.

    제조자는 투석농축액 연결의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투석농축액 커넥터에는 다음 색상을 사용한다.

    - 아세테이트용 커넥터: 백색
    - 중탄산염 투석의 산성 성분 커넥터: 적색
    - 중탄산염 투석의 중탄산염 성분 커넥터: 청색
    - 여러 종의 투석농축액에 하나의 커넥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

공신장기의 커넥터에 각각의 색상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세
테이트와 산성 투석농축액 공용커넥터는 백색/적색으로 표시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 비고 2: ISO 13958은 투석농축액 용기의 색상 코드 방식에 대한 요
구사항이다.

    15.4.1.102. *혈압 트랜스듀서를 위한 커넥터
    혈액라인과 혈압 트랜스듀서 간의 연결 안전은 ISO 8638의 규정에 따라 

ISO 594-2의 안전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는 공기 주입, 상호교차 오염, 혈액 손실과 
같이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파일의 검사 및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6. *ME시스템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 제16절에 따른다.
  16.1. ME시스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추가:
    ME시스템은 이 기준규격이 다루는 투석 분야 전체에 관해 총체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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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거치지 않았다. 실제 투석 환경에서 특정한 완성품 ME시스템의 제
조자를 확실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공신장기 제조자는 
ME시스템을 고려한 위험관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통기준규
격[별표1], 부록 A, A.4.절, 4.2.항 및 16.1.항 참조).

  16.2. ME시스템의 부속문서
  d) 책임있는 조직을 위한 권고
    추가:
    - 인공신장기와 중앙공급시스템 또는 그 외 액체-운반 중앙 시스템(높

은 누설전류)과의 연결에 관한 위험 및 조치 목록.

    적합성은 부속문서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6.6.3. 환자누설전류
    추가:
    ※ 비고: 환자누설전류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중앙 용수 공급

시스템에 도전성 링을 활용하거나, 또는 인공신장기용여과기의 
모든 연결지점이 모두 동일한 전위와 보호접지를 가져야 한다
(ISO 11197 참조).

  16.9.1. *접속 단자 및 커넥터
    추가:
    - 중앙공급시스템 커넥터에는 영구적으로 색상을 표시해야 한다. 

15.4.1.101.항을 참조한다.
    - 색상 표시는 조작자가 투석농축액을 적절한 색상이 표시된 투석농축

액 용기 또는 중앙공급시스템에 쉽게 배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
다(15.4.1.101.항 참조).

 
    적합성은 검사 및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7.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제17절에 따른다.

3.2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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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안전은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
치 또는 추가시킨다.

  3.18. 생명-유지용 ME기기 또는 ME시스템
    추가:

    ※ 비고: 인공신장기는 투석 치료가 조기 종료되는 경우 환자에게 심각
한 부상이나 사망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의 전자파안
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3.18.항이 정의하는 생명유지용 
ME기기 또는 ME시스템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3. 의료기기 경보시스템에 관한 시험

공통기준규격[별표4]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번호에 대치 또는 추가시킨다.

  4. 일반 요구사항
    추가:
    인공신장기의 의도된 사용이 집중치료나 수술 환경을 포함하는 경우,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다음 항에서 벗어난 추가 경보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  6.1.2. 경보상태 결정 및 우선순위 부여;
    •  6.3.2.2. 시각 경보신호의 특성;
    •  6.3.3.1. 청각 경보신호의 특성;

    공통기준규격[별표4]에서 벗어난 추가 경보시스템을 구현하는 경우,

    a) 공통기준규격[별표4]에 따른 경보시스템은 출하 시 기본 값이어야 
한다.

    b) 책임있는조직만이 경보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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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공통기준규격[별표4] 6.1.2.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경보상태 
우선순위를 인공신장기 필요에 맞게 수정한 우선순위는 
부록 AA의 표 AA.1.에 나와 있다.

    인공신장기의 의도된 사용이 집중치료나 수술 환경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다음 항은 의무가 아니다.

    •  6.1.2. 경보상태 결정 및 우선순위 부여;
    •  6.3.2.2. 시각 경보신호의 특성;
    •  6.3.3.1. 청각 경보신호의 특성;

    ※ 비고 2: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7.8.1. 표시등 색상이 적용되지만, 
조작자 응답의 긴급성은 환자 중심 원인 이외의 원인만 
가질 수 있다.

  5.2.1. 사용설명서
    추가:

    ※ 비고 101: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보상태의 목록 및 설명에는 
인공신장기가 안전상태인 경우에도 위해요인이 남아 
있는 상태만을 기재한다.

  6.3. 경보신호 발생 
  6.3.1. *일반 사항
    추가:
    이 규격에 달리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보신호는 시각적인 방법과 

청각적인 방법 두 가지 모두 활성화해야 한다. 시각경보는 경보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내내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지만, 청각경보는 
6.3.3.101. b)에 지정한 시간만큼 중단할 수 있다.

    적합성은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6.3.3.2. *청각 경보신호 및 정보신호의 음량 및 특성
    추가:
    제조자가 지정한 초기 설정에서 인공신장기는 1 m 거리에서 최소 65  

dB(A)의 음압 수준을 생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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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IEC 61672-1에 따른 1 급 측정기와 ISO 3744에 지정한 
자유음장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계측기로 A 급 음압 수준을 
측정하여 확인한다.

    6.3.3.101. 인공신장기용 청각 경보신호의 특별한 특성
    청각 경보신호는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조작자가 인공신장기의 청각 경보 볼륨을 더 낮은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최소값을 정의해야 한다. 이 최소값은 책임있는 조직만이 
변경할 수 있다. 책임있는 조직이 청각 경보 볼륨을 0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단일고장상태에서 조작자에게 통지하는 대치 수단이 
있어야 한다.

    b) 청각 경보신호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 경보 오디오 중단 시간은 3 
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외: 12.4.4.101.(투석액 성분) 또는 12.4.4.102.(투석액 및 보충액 
온도)에 명시된 경보신호의 경우 경보 오디오 중단 시간은 10 
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c) 청각 오디오 중단 시간 중에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조작자의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경우, 오디오 중단 시간을 차단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3.4. 생리학적 폐회로 제어장치에 관한 시험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5]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록 A - 일반 가이던스 및 근거
  A.2. 절 및 항목에 관한 근거
  3.20. 생리학적 폐회로 제어장치 (PHYSIOLOGIC CLOSED-LOOP 

CONTROLLERS)
    추가:
    생리학적 파라미터는 혈액 온도, 혈압, 맥박 및 혈구용적(Hct) 등이다. 

제어회로의 제어기는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기준값과 비교하고 그 
편차를 사용하여 제어신호를 변경시킴으로써 한외여과유량, 도전성, 
온도와 같은 변수량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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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
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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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속서 외에도 다음을 적용한다.

부록 G
(규정)

가연성 마취제의 점화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 G는 적용하지 않는다.



- 368 -

부록 AA
(참고)

 가이던스 및 근거

 
AA.1 일반 가이던스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A.1.절을 적용한다.

AA.2 개별 절 및 항목의 해설

다음은 이 규격의 특정 절 및 항에 대한 해설이다. 절 및 항의 번호는 규격
의 본문과 일치한다.

3.8. 장착부(APPLIED PART)

환자는 액체를 통해 인공신장기 및 ME시스템과 직접 접촉한다. 환자누설전
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작자를 통해 환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
하는 ME시스템 또는 비-ME시스템의 부품도 고려해야 한다.
 
3.202. 혈액누설(BLOOD LEAK)

혈액은 혈액 구획에서 투석액 구획 사이에 압력구배가 존재하고 투석기의 
반투막이 파열된 경우에만 투석액 구획에 나타난다.

역여과로 인한 역오염 시에도 혈액누설이 동반될 수 있다.

혈액누설탐지기는 투석액에 유입되는 혈액량이 혈액누설탐지기의 탐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반투막의 파열을 탐지한다.

3.210. 인공신장기(HAEMODIAL EQUIPMENT)

혈액투석, 혈액투석여과 및 혈액여과 기기는 투석액을 제조할 수 있거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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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공신장기, 또는 일반적으로 용수처리시스템(RO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중앙공급시스템에 연결되기도 하며 투석액을 제조할 수 있는 인공신장기로 
분류할 수 있다.

혈액투석 또는 혈액여과 치료 절차에서 혈액투석여과 인공신장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때, 부속품 및 설정 파라미터로 치료 절차를 정의한다.

3.213. 및 3.214. 온라인혈액투석여과(ONLINE HDF) 및 온라인혈액여과
(ONLINE HF)

최신기술에 따르면 보충액은 인공신장기가 생산하는 투석액에서 생산된다. 
생산과정은 미생물 여과 및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로의 전달로 구성된다.
 
3.215. 보호시스템(PROTECTIVE SYSTEM)

Polaschegg HD, Levin N. Hemodialysis machines and monitors. 
Winchester J, Koch R, Lindsay R, Ronco C, Horl W, editors. Replacement 
of Renal Function by Dialysis, 5th Edi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323 - 447(342쪽)을 참조한다. 저자는 제어시스템과 중복형 설계의 보호
시스템으로 구성된 인공신장기를 강조하였다. 제어시스템 및 보호시스템이 
모두 고장나는 경우에만 환자에게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시스템들
의 고장가능성은 각각 1회 치료(4 ∼ 6시간)당 10-4이하이고, 두 시스템을 조
합하면 10-8이하이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최초의 저자가 3천 대의 인공신장
기에서 얻은 품질 피드백 데이터를 토대로 관찰한 결과이며, 미국에서 인공
신장기의 고장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 사례가 적다는 사실(FDA가 공개하는 
사고보고서 참조)로 확증되었다.

3.218. 한외여과(ULTRAFILTRATION)

혈액여과 또는 혈액투석여과 치료 시, 한외여과를 환자의 체중 감소(실제수
액제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한외여과에서는 보충액 흐름과 동일한 양이 
투석기 막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한외여과 속도 = 실제수액제거 속도 + 보충액 흐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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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필수성능

시험 절차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통 개념을 적용하였다.

시험 절차를 정의할 때, 인공신장기에 대한 안전 규격이 다음과 같은 실험실 
상식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적합한 측정 방법의 선택(예를 들면, 유량계를 사용한 유량 측정, 또는 용

적 및 시간별 유량 측정)

- 충분한 정확도를 가진 계측기 사용

- 보정된 계측기 사용
 
그러므로 시험 절차에는 인공신장기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
되어 있다.
 
4.3.101. 추가적인 필수성능 요구사항

인공신장기의 필수성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판정했다. 한편으로
는 치료 효용성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를 포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필
요 이상의 파라미터를 정의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필수성능은 EMC 내성시
험의 방사조건에서도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필수성능 특성을 
관찰하고 기록하면 EMC 시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비실용적으로 높아진
다. 여기에 정의된 필수성능 특성의 목록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의 절충
점이다(「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참조).
 
규격은 일반적인 투석 절차를 수정 또는 확장한 특수 절차를 모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 절은 표준 인공신장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수 절차가 치
료 효용성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이 규격에 필수성능으로 
정의된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조자는 해당 인공신장기에 맞춰 
필수성능 특성 목록을 조절해야 한다. 제조자는 필수성능 및 적절한 근거를 
나열해야 한다.

비고에 대한 의견: 연동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흡인측 음압이 높으면 혈류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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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7. 투석액 성분

투석액 성분 판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모든 인공신장기에 적용 가능한 단순
한 수액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투석액 성분 판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
다.

- 이온 민감성 전극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표준 혈액 
분석 방법의 정확도는 투석액의 절대값 측정에 부족하다.

- 투석농축액에 염료를 첨가하여 희석액을 측정한다. 혼합 전후 흡착량을 측
정한다.

- 이미 알고 있는 투석농축액 성분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도전성을 계산한
다.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설정 매트릭스를 생성한다.

· 고나트륨 및 저중탄산염

· 저나트륨 및 고중탄산염

· 고나트륨 및 고중탄산염

· 저나트륨 및 저중탄산염

- 측정 수치와 이론 수치, 또는 매트릭스 요소 간의 상대적 차이나 비율을 
비교한다.

- 중탄산염에서 나트륨을 분리하기 위해 도전성 및 pH를 측정한다. 
 
7.9.2.2. 경고 및 안전사항 안내(6번째 대시 항목) 

투석기의 역류로 인해, 저유량 투석기(한외여과계수 < 10 ml/(h*mmHg))의 
경우에도 투석기의 적어도 한 부분에는 투석액의 역여과가 일어난다. 고유량 
투석기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수액제거에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한
외여과속도에도 불구하고 역여과는 막을 수 없다.

무결성 투석기 투과막을 통한 역여과의 영향은 투석액으로부터 혈액으로 분
자량이 큰 분자의 역운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투석액에 이러한 물
질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미생물 오염이 일어나면 투석액에는 
내독소와 기타 세균 파편들이 함유된다. 무결성 내독소 분자는 분자량이 너
무 커서 막을 통과할 수 없지만 작은 분자로 분해된다. 발열반응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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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성분인 지질A의 분자량은 2,000이며 저유량 투과막을 통해 쉽게 확산
된다. 혈류에서 세포이상반응을 일으키는 그 외 분자들은 이보다 더 작은 분
자량을 가지고 있다.

역여과는 고유량 투과막에서도 역운반의 50% 이하를 차지할 뿐이다. 미생물 
및 내독소 오염을 차수로 확장할 때 계수 2는 무의미하다. TMP 또는 한외
여과 증가에 의한 역여과 “회피”는 역운반을 방지하는 데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투석액에 대한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이 필요하다.

투석기의 구조적 누설을 통한 역여과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혈액누설탐지기
가 탐지할 수 없는 양으로 한정된다. 혈액연동펌프가 생성하는 맥동류로 인
해, 투석기에서는 역방향과 정방향 한외여과가 번갈아 일어난다. 역여과 단
계에서 탐지되지 않은 세균이 혈류로 유입될 수 있다. 역유량을 1 ml/min(혈
액누설탐지기의 일반적인 민감도보다 3배 큼)로 가정했을 때 이론상 혈액 오
염은 100 CFU/min ∼ 200 CFU/min이다. 이는 EuPharm과 AAMI 가이드라
인에 따라 각각 물 또는 투석액을 투석한 결과이다. 혈액누설탐지기의 탐지
한도 이하의 소량 누설이 투석기에 지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소량 누설은 수분 내에 응고되어 막힌다.
 
7.9.2.2. 경고 및 안전사항 안내(9번째 대시 항목)

많은 혈류가 좁은 통로를 통과하거나 특히 난류인 경우 과도한 전단으로 인
해 용혈이 일어날 수 있다. 정압(-600 mmHg ∼ +1000 mmHg)은 용혈을 유
발하지 않는다.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에서 측정한 압력 상승은 혈류 저항 증
가로 인해 준임상적 용혈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혈액펌프 
하류와 압력모니터 상류의 혈액튜브연결시스템 폐색으로 인한 급성 용혈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폐색은 정맥압 모니터에 의해 탐지되지 않는다. 사
고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한다:
 
POLASCHEGG, HD, LEVIN, N. Hemodialysis machines and monitors. 
Winchester, J., Koch, R., Lindsay, R., Ronco, C., Horl, W., editors. 
Replacement of Renal Function by Dialysis, 5th Edi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323 - 447 (pp 32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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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5. ME기기의 설명(7번째 대시, c) 항목)
Kt/V의 경우, 인공신장기에 대해 적용 가능한 규격은 K/DOQI 가이드라인 
및 ‘European Best Practise’ 가이드라인이다. 

7.9.2.12. 청소, 소독 및 멸균(2번째 대시 항목)

시험 절차 설명에는 적어도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권장하는 소독제 유형

- 용기에 담겨 있는 소독제의 요구농도

- 인공신장기의 소독제 농도

- 소독단계의 최소요구시간(인공신장기의 소독을 자동 설정하지 않은 경우)

- 헹굼단계의 최소요구시간(인공신장기의 소독을 자동 설정하지 않은 경우)
 
7.9.3.1. 일반(3번째 및 4번째 대시 항목)

다양한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인공신장기를 사용한 만성 혈액투석 치료의 
대표적 가동조건: 

- 투석시간: 4시간 + 준비시간 및 치료후 작업

- 투석액 흐름: 500 ml/min

- 혈류: 300 ml/min

- 한외여과유량: 0.5 l/h

- 투석액 온도: 37℃
- 제조자 사양에 따른 화학적 또는 열 소독
 
7.9.3.1. 일반(5번째 대시 항목)

항응고액-전달 장치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및 보호시스템이 고장 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위해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 혈액 전달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환자동맥을 통한 인공신장기용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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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부터의 액체흐름

- 올바르지 않은 용량의 항응고액 사용으로 인한 위해요인

- 환자동맥을 통한 공기 주입. 항응고제펌프는 혈액펌프 상류에서 항응고제
를 주입하므로 혈액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잘못된 전달속도 또는 전
달이 일어날 수 있다.

 
7.9.3.1. 일반(11번째 대시 항목)

혈액누설탐지기를 통과하는 흐름은 치료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혈액투석 및 
온라인혈액투석여과의 경우에는 투석액 흐름과 한외여과 흐름을 더한 것이
다. “순차적” 치료의 경우에는 한외여과 흐름으로 구성된다. 혈액여과의 경우
에는 여과 흐름과 한외여과 흐름을 더한 것이다.
 
8.3. 장착부의 분류

영구적 용수 연결 및 중앙공급시스템 연결을 가진 인공신장기에 대한 CF형
장착부 요구사항은 고급 기술로만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맥카테터가 
삽입된 환자에게 B형장착부를 가진 인공신장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예외 규
칙이 확립되었다.

예외 규칙의 목적은 CF형장착부를 가진 인공신장기와 동일한 효용성으로 정
상상태 및 단일고장상태에서 누설전류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두 가
지 누설전류의 원인을 구분해야 한다;

1) 인공신장기에서 유래하는 누설전류.
이 누설전류는 환자의 심장을 통해 중앙정맥카테터를 통과하고 접지된 환
자의 침상으로 흐를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 이 누설전류는 인공신장기의 
보호접지선을 통해 접지로 흐른다. 인공신장기의 보호접지선이 망가진 단
일고장상태에서는 다른 수단으로 누설전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ME기기가 
정상상태에서는 이러한 특수 누설전류 한계를 충족하지만 단일고장상태에
서 그렇지 않은 경우(예를 들면, 보호접지선의 차단), 외부 등전위화 케이
블을 사용하여 누설전류를 필요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외부 등전위화 케이블은 비의도적인 분리(예를 들면, 비의도적인 플러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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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공구 없이 의도적으로 플러그를 
분리할 수 있다.

 2) 환자환경에 세팅된 기타 전기기기 및 ME기기에서 유래하는 누설전류.

이 누설전류는 환자의 심장과 중앙정맥카테터를 통해 환자의 신체를 통과
하고 인공신장기의 접지로 흐를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 이 누설전류는 외
부기기의 보호접지선을 통해 접지로 흐른다.

인공신장기의 보호접지선이 망가진 단일고장상태나 CF형장착부를 가진 
인공신장기의 경우, 장착부와 나머지 기기 부분 사이에 절연 장벽이 존재
하여 누설전류가 환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다.

B형장착부를 가진 인공신장기에서는 기타 수단으로 누설전류를 최소화해
야 한다.

인공신장기가 아닌 기기에 적용되어야 하는 조치들은 이 규격 대상이 아
니므로, 이 규격의 규정 요구사항은 조작자(7.9.2.5.항의 8번째 대시 항목과 
7.9.2.2.의 14번째 대시 항목) 및 책임있는조직(7.9.2.6.의 3번째 대시 항목과 
7.9.2.2.의 14대시 항목)을 위한 부속문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중심정맥카테터의 사용 시 주의 :

� 카테터 누설 전류에 의한 마이크로쇼크(Microshock)는 배제할 수 없는 
잠재적인 위험이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된다.

� 우심방의 정맥 팁이 있는 중심 정맥 카테터만이 관련된다.

� 이는 상지(경정맥 또는 쇄골하 정맥)를 통하여 삽입되는 영구 카테터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카테터에 제한한다.

� 오늘 날의 대부분 카테터에는 돌아오는 루멘(정맥 루멘)에 측면 구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지 정맥에 있는 측면 구멍이 심장 밖의 인체에 
전류를 퍼뜨린다(Josson P, Stegmayr BG, Polaschegg HD. Central 
dialysis catheter LEAKAGE CURRENT distribution. Nephrol Dial 
Transplant 2007, 22, vi, 519).

� 회수하는 루멘(동맥 루멘)은 전기적으로 격리되어 있거나, 오로지 접지된 
높은 저항에만 연결된다(Jonsson P, Stegmayr BG. Current leaka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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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dialysis machines may be a safety risk for patients. Artif 
Organs 2000, 24:977-81).

� 영구 카테터에 권장하는 바대로 카테터 팁이 우심방에 위치하는 경우, 
카테터는 흐름(flow)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방 
벽면에 접촉되지 않을 것이다.

� 전류는 더욱 큰 표면 부분으로 분포되기 때문에, 카테터가 심근과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심근 표면의 전류 밀도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Starmer 외 몇 명의 연구자(Starmer CF, Mclntosh HD, Whalen RE. 
Electrical hazards and cardiovascular function. N Engl j Med 1971, 
284:181-6)들은 2.5 ㎜ 지름의 원형 표면에 적용될 경우, 세동이 500 
㎶까지(～ 500 ㎂) 요구된다고 발표하였다. 표면의 지름이 2.5 ㎝로 
증가할 경우, 세동을 위한 전류는 3000 ㎂ 이상까지 증가가 요구된다.

�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려면:
   - 카테터 팁이 우심방에 위치하여야만하고,
   - 심방 벽에 접촉하여야만 하며(실수로 인해)
   - 환자는 전류원에 접촉이 있어야만 한다.

 
8.7.4.7. aa)항 환자누설전류의 측정

“경보가 활성화되지 않는 일반적 치료 모드”는 예를 들면, 측정 중 가열기가 
켜져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가열기와 환자 사이의 전류 경로를 밸브로 차단
할 수 있는 경우 이 밸브는 열린 상태여야 한다.

8.11.2. 다중소켓아웃렛
다중소켓아웃렛을 가지는 인공신장기의 예시이다. 한 소켓은 온도 경보조건
의 경우에 있어 인공신장기에 의해 전원이 꺼지는 외부 히터를 위해 사용된
다. 다른 소켓은 읽기용 조명(reading light)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경보 조건
의 경우에 대해 전원이 꺼지지 않는다. 만약 히터가 읽기용 조명을 위해 비
의도적으로 연결되었다면 이는 안전 위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소켓에 의해 예방되어야 한다. 
 
11.6.6.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청소 및 소독
인공신장기의 표면은 표면 소독 후 미생물이 남아있을 수 있는 구석이나 간
극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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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독 효율과 소독제 잔류물에 대한 시험 예제이다.
 
a) 소독 효율 시험

1) 화학적 소독

소독 효율 시험은 다음 단계로 구성된다:

(1) 소독단계에서 인공신장기에 들어 있는 액체가 의도한 소독 농도에 
도달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 시험의 목적은 소독과정에서 유압부
품과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올바른지 검증하는 것이다. 투석액 회로
의 여러 지점에서 인공신장기에서 나온 액체 샘플을 채취하고 소독
제 농도를 측정한다.

(2) 인공신장기 내 소독제의 접촉시간이 의도한 시간에 도달한다는 것
을 입증해야 한다. 소독제 대신 색소를 주입한 시험용 액체를 사용
하여 유체 경로의 각 부위에서 육안 검사에 의해 접촉시간을 확인
한다.

(3) 모든 내부튜브연결이 소독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 소독제 대신 색소를 주입한 시험용 액체를 사용하여 정상 소
독을 실시한다. 그 다음 소독단계에서 액체시스템의 모든 부품이 
시험용 액체로 채워지는지 육안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부분적으로 
채워지거나 색상이 과도하게 옅은 액체로 채워지는 튜브나 용기가 
없어야 한다. “Methylene blue” 또는 “Fluorescein”을 시험용 액체
로 사용할 수 있다.

대체 방법은 도전성 액체의 도전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4) 조작자의 설명서에 따른 허용가능한 최악의 경우(최저농도, 최단시
간)에서 “정량적 현탁액 시험법”을 사용하여 소독제 농도와 소독 
시간이 미생물을 필요한 수준까지 불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시험에는 여러 종의 미생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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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미생물군은 인공신장기의 일반적인 화학적 소독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특수한 화학적 소독법 검증의 경우 적어도 4개의 하위
군을 선택한다:

- pseudomonas aeroginosa

- staphylococcus aureus

- bacillus subtilis

- Candida albicans

- aspergillus niger

- enterococcus hirae

ATCC 균주를 권장한다.

4단계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수행할 수 있다.

a) 인공신장기를 소독하고 미생물을 액체 ml당 알고 있는 수만큼 
투입한다. 미생물 수가 필요한 수준으로 감소되는지 확인한다. 
필요한 정도는 관련 규격으로 정한다(세균은 105개[EN 1040], 
효모균는 104개[EN 1275]). 각 미생물별 또는 몇 가지 미생물
의 혼합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위에 지정한 미생물 중 
적어도 4개로 구성된 하위군을 사용한다.

b) 위에 나열한 모든 미생물을 시험관에 넣고 인공신장기와 동일
한 조건에서(소독 농도, 온도 및 시간) 실험실 시험을 실시한
다.

c) 문헌에 따른 소독제 유효일자. 

2) 열 소독

제조자는 열저항성이 가장 높은 미생물을 지정한다.

Bacillus subtilis 포자와 같이 열저항성이 높은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조자가 지정한 미생물을 1) 항에 지정한 미생물 중 적어도 4개로 구
성된 하위군에 추가하고 인공신장기를 열 소독한다.

소독단계에서 인공신장기에 들어 있는 액체가 의도한 필수 온도에 도
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시험의 목적은 소독과정에서 관련 부
품과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올바른지 검증하는 것이다. 시간 경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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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석액 회로의 여러 지점에서 인공신장기 내 온도를 측정한다.

3) 화학적 소독과 열 소독의 조합

소독 절차 중 시간 경과에 따라 인공신장기 내 온도 및 농도 분포를 
검증한다.

 
b) 소독제 잔류물 시험

소독 후 헹굼과정에서 소독제 농도가 허용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것
을 입증해야 한다. 규격에 따라 “치사용량[LD＜50]”을 기준한계로 사용한
다. 시험은 다음 방식으로 실시한다:

실제 소독제 대신 색소(예를 들면, Methylene blue 또는 Fluorescein)를 
주입한 시험용 액체를 사용하여 정상 소독을 실시한다. 그 다음 헹굼단계
에서 액체시스템의 모든 부품이 시험용 액체로 채워지는지 확인한다. 부
분적으로 채워지거나 색상이 과도하게 옅은 액체로 채워지는 튜브나 용기
가 없어야 한다.

헹굼 후, 액체시스템의 부품에 색소액 잔류물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색소
액 잔류농도는 광도계로 측정할 수 있다.

색소를 주입한 시험용 액체를 사용한 측정치는 실제 소독액보다 민감도가 
높으나, 플라스틱으로의 소독제 확산 영향은 알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전도성을 측정하는 대체 방법이 있다. 액체 내의 전도성 수
준을 증가시키고 인공신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한다.

11.8. ME기기에의 전원공급/공급전원의 차단

다음 항목은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조치의 예제이다.
- 투석기로의 투석액 흐름 중단

- 보충액 흐름 중단

- 한외여과를 최소값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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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맥혈액라인 클램핑

12.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인공신장기의 특성이 “일반적” 값을 벗어나는 경우 제조자는 제조자의 위험
관리프로세스 경보한계를 정의 및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12.4.4.101. 투석액 성분

보호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은 인적 오류(예를 들면, 투석농축액에 관한 실
수)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15절(ME기기의 구조) 및 16절(ME시스템)도 참조
한다.

아세테이트(acetate) 치료 시 다음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종 투석액 전도성 12 mS/cm ∼ 16 mS/cm

- 투석액 내 나트륨 설정 농도에서 ±5%

중탄산염 치료:

- 투석액 내 중탄산염 설정 농도에서 ±25% 

그 외 성분이 각각 추가되는 경우:

- 투석액 내 기타 전해질 설정 농도에서 ±20% 

완충액(투석액이 아닌 보충액의 일부로 완충액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특수한 
HDF 형태) 및 고려해야 할 기타 특수 절차가 없는 인공신장기의 경우, 제조
자의 위험관리프로세스 범위 내에서 기술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해야 한다.
12.4.4.102. 투석액 및 보충액 온도

체온 이상의 투석액을 장기간 사용하면 환자에게 양성 열에너지 균형을 초
래하며 생리학적 반응과 관계된다. 체온 상승은 피부의 관류를 상승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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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임상적으로 중요한 혈압 강하가 자주 일어난다. 46℃ 이상의 투석액
은 용혈을 일으킨다.

체온 이하의 투석액은 불쾌감과 떨림을 유발한다. 신체의 허용한계는 수십 
℃이다.

단기간 42℃로 상승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온도 측정치별 재
순환 측정). 단기간 상승은 신체의 에너지 균형의 관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중요하지 않다.

혈액이 장기간 46℃ 이상으로 가열되면 혈액 손상(열성 용혈)이 일어난다. 
최대 46℃인 혈액을 사용하는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는 발열요법에 사용된 
바 있다. 저온은 혈액에 이상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 5℃의 혈액을 투석한 
사례도 있다.

투석기는 매우 효율적인 열교환기이며 온도 구배는 환자의 열에너지 균형을 
변화시킨다. 지속적인 양성 열에너지 균형은 저혈압을 유발하며,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성 균형은 환자의 불쾌감과 오한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양성 열에너지 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투석액 온도를 42℃ 이하로 제한한다.

저온 투석액 사용 시 환자의 불쾌감 이외의 다른 이상 반응은 알려지지 않
았다. 대량(5리터 초과)의 차가운 혈액(4℃)을 신속하게 주입하자 심장이 3
3℃ 이하로 냉각된 후 심실세동이 일어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혈액투석 
시 33℃로 냉각하려면 고혈류량, 낮은 투석액 온도(10℃), 가벼운 체중(50kg)
을 조건으로 가정하여도 15분 이상이 걸린다.

12.4.4.103. 실제수액제거

수액균형오류의 방향은 필수 요소이다: 장기 투석 환자를 퇴원시키기 전에 
감지 및 교정한다면 수액 제거 부족은 위해하지 않다. 과도한 수액 제거는 
위해하다. 수액 공급에 의한 과수화는 초기 상황에 따라 위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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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4시간 투석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호시스템으로 모니터
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실제수액제거: 설정점의 ± 0.1 l/h 이내, 및

2) 목표실제수액제거: 치료 중 항시 ± 400 ml로 유지.

TMP 모니터링은 고유량 투석기의 수액균형오차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단으
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TMP 모니터링은 2차 막, 투석중 과요소혈증, 탐지
할 수 없는 막 파열의 탐지, 헤파린 처리가 부적절한 경우 투석기의 “구조
(rescuing)”에 관계된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 및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보호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수액균형오차의 원인은 커넥터에서의 누
설(보충액 포함), 균형시스템의 오류(예를 들면, 유량계, 균형조절챔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2.4.4.104.1. a) 환경에 대한 혈액 손실

정맥압의 모니터링은 정맥 천자 캐뉼라가 미끄러져 빠지는 경우의 혈액 손
실 감지에 언제나 시의적절한 것은 아니다. 정맥압은 주로 정맥 천자 캐뉼라
의 유압저항으로 구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최대 500 ml/min의 고혈류량을 
사용한다. 따라서 정맥압 경보시스템은 천자 캐뉼라가 미끄러져 빠지거나 그
렇지 않은 경우를 항상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일 니들 모드에서 단 한 대의 혈액펌프(“단일 니들 단일 펌프”, “SN 
click-clack”)로 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정맥압 측정은 제어시스템의 필수 부
분이다. 이 제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예를 들면, 압력센서가 낮은 값으
로 고착) 정맥압의 최대전환지점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압력이 너
무 높아지고 튜브연결시스템이 파열되어 환자는 대량의 혈액을 손실할 수 
있다. 따라서 제어시스템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호시스템(예를 들면, 독립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단계 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튜브 연결의 파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프링이 장착되어 매끄럽게 작동되는 
펌프 로터와 같은 내재적 안전 설계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용
혈의 위해요인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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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그 외 수단으로는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와 투
석기가 꺾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홀더가 있다.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의 분리 또는 고장에 의한 환경에 대한 혈액 손실은 
보호시스템으로 방지할 수 없다. 보호시스템은 혈액 손실을 탐지하고 대량 
손실을 방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치명적인 혈액 손실에 관한 대부분의 보
고 사례들은 혈관 접속 캐뉼라가 누관 또는 이식부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에 의한다. 이는 인공신장기로 방지할 수 없다. 기존에는 환경에 대한 혈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맥압모니터를 사용해 왔다. 이 센서들은 혈액회수라
인에서 혈압 강하를 탐지한다. 혈액라인이 파열되거나 혈관접속장치(캐뉼라 
또는 중앙정맥카테터)에서 분리되면 혈관접속장치에서의 유량저항이 높아 압
력이 크게 강하된다. 정맥캐뉼라가 누관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압력 변화가 
너무 작아 정맥압모니터에서 탐지할 수 없다. 압력은 누관 압력(일반적으로 
5 mmHg ∼ 20 mmHg)만큼만 강하한다. 환자의 움직임에 의해 일과성 오동
작 경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정맥압과 저압경보한
계 간 차이는 일반적으로 10 mmHg ∼ 20mmHg로 조정한다.

압맥박 또는 그 외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모니터는 민감도가 높을 수는 있으
나, 고장상태 및 혈액펌프 꺼짐을 탐지하는 데 최대 1분이 걸릴 수 있다. 고
혈류량일 경우 500ml의 혈액이 손실될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치사에 이르
지는 않는다.

12.4.4.104.1. c) 환경에 대한 혈액 손실

경보가 발동되면 혈액펌프의 폐쇄를 정지시키는 조치가 적합하다. 파열은 압
력이 가장 높은 지점, 즉 일반적으로 혈액펌프와 투석기 사이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안전 클램프를 추가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는 무의미하다. 이 경우 
정맥혈액라인을 통한 “후향적”혈액 손실은 동맥혈액라인을 통한 직접적 혈액 
손실에 비해 무시할 수 있다.

정맥 천자 캐뉼라가 빠졌을 때 직원이 없거나(예를 들면, 자택 요양 환자)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정맥접속에서의 혈액 손실은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12.4.4.104.2. 투석액에 대한 혈액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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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사항에 적합한 허용가능한 방법의 예제로 혈액누설탐지기 사용을 들 
수 있다.

0.35 ml/min 이하의 혈액누설(Hct 32%)은 위해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혈액누설 민감도는 투석액 1리터당 헤모글로빈 밀리그램 (mgHb/l)으로 표시
해 왔다. 이는 헤모글로빈 측정을 위한 분광시험법에서 확립된 것으로 여겨
진다. 그러나 mgHb로 표시하려면 계산을 통해 손실된 혈액의 질을 알아야 
하며, 의사가 중요시 여기는 파라미터이기도 하다. 55 mgHb/l의 한계는 0.35 
ml/min으로 전환되었다. 계산은 정상 환자의 경우 혈액 100ml에 14 g의 헤
모글로빈이 있고 Hct는 46%(0.46), 일반적인 투석 환자의 경우 혈구용적은 
25%(0.25)까지 낮아지며 투석액 유량은 500 ml/min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였
다.

12.4.4.104.3. 응고로 인한 체외 혈액 손실

이 경우의 위해는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의 혈액 손실로 한정되므로 독립적
인 보호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12.4.4.105. 공기 주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인공신장기의 튜브연결시스템에 공기가 없는 경
우, 공기의 존재로 인해 최초 고장이 발생한다면 개별적인 두 번째 고장(예
를 들면, 공기검출기 고장)이 동일 치료에서 발생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
다. 이 경우, 공기검출기는 반드시 이중 안전 기능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
는 위험관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인공신장기의 튜브연결 시스템에 공기가 영구적
으로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면, 사용하는 점적통이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는 최초 고장이 아닌 정상상태이다. 기술고장이 아닌 정상작동모드에서 
환자에게 공기가 주입될 수 있는 경우 공기검출기는 이중 안전 기능을 제공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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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공기검출기는 이중 안전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a) 두 개의 채널로 설계되었고 각 치료 전에 각 채널을 시험하는 경우; 또는

b) 한 개의 채널로 설계되었고 치료 중 주기적으로 시험하는 경우, 이 때 시
험 간격은 고장허용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고장허용시간이 공기 방울이 
공기검출기에서 환자접속부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최단시간과 같은 경우.

   환자에게 전달되는 혈류를 중지시키기 위한 이중 안전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2채널을 각각 설계하고(예를 들면, 펌프 중단, 클램프 폐쇄) 각 채널을 시
험한다; 또는

b) 혈액펌프와 환자 방향으로 전달되는 모든 펌프는 2채널을 통해 끄고 기계
적 고장(예를 들면, 로터 스프링 파손)으로 인해 폐쇄되지 않도록 한다.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에 축적된 공기는 혈액펌프가 공기검출기의 경보에 의
해 정지되더라도 팽창을 통해 환자에게 도달할 수 있으므로 공기가 환자에
게 주입되지 않도록 방지할 추가 클램핑이 필요하다.

이는 공기검출기가 투석기 하류에 위치할 때 흔히 발생하는 사례이다.

공기검출기가 투석기 하류에 위치하지만 투석기 상류에 혈액펌프가 위치하
는 경우,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의 음압 부위가 공기 유입의 유일한 경로인 
경우에는 추가 클램핑이 필요하지 않다.

전기작동식 공기펌프를 사용하여 점적통의 수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인공신장기인 경우, 이 공기펌프에 고장이 발생하면 튜브연결시스템에 공기
가 유입될 수 있다. 이 공기펌프가 정맥 클램프의 폐쇄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정맥 클램프는 더 이상 안전한 차단 조치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중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공기펌프도 함께 꺼야 한다. 또한, 혈류
가 경보 등의 이유로 정지되었을 때 공기펌프가 동맥혈액라인을 통해 환자
에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고 공기검출기로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단일 니들 절차 시에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압축공기로 인해 실제혈류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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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혈류보다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공기검출기의 
스캔간격과 고장허용시간을 결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원공급중단 시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에 존재하는 공기에 압력이 가해지면 
정맥 및/또는 동맥환자접속 방향으로 유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기
가 환자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위험분석에서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공기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 점적통 내의 공기

- 혈액라인 내의 잔여공기

- 투석기 내의 잔여공기

- 혈압 트랜스듀서로 향하는 모니터라인 내의 공기

- 단일 니들 치료의 재순환 경로에서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공기

-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로 유입되는 공기

용해되지 않은 공기가 크기가 다양한 공기 방울의 형태로 대량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위험분석에서는 공기검출기에 관한 물리적 원칙, 전자식 지연, 또는 불감시
간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의 공기 검출에는 거의 대부
분 초음파 공기검출기를 사용한다. 이러한 공기검출기 중 몇 종류는 공기가 
부분적으로 충진된 정맥점적통에 위치한다. 이들은 수위검출기로 설계되므로 
점적통에 포말이 채워지거나 수위가 낮아지면 경보를 발생시킨다.

다른 공기검출기는 혈관튜브연결지점에 바로 위치하며 위해요인으로 여겨지
는 용적보다 훨씬 낮은 용적의 공기 방울 한 개도 검출할 수 있다. 공기검출
기의 중요한 파라미터는 이 각각의 방울들이 축적된 용적이다. 일과성 오동
작 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검출된 공기 방울의 수를 시간의 함수로 적분한다.

12.4.4.106. 경보 중단 모드

혈액누설탐지기는 부주의하게 비활성화시킬 수 없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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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해결책은 조작자측에서 두 가지의 독립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다음 치
료 개시를 위한 자동 재시작을 설정하는 것이다. 혈액누설탐지기의 비활성화
는 혈액 손실의 위험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허용가능한 방
법은 혈액누설탐지기를 완전히 끌 수 있게 설계하고 민감도를 낮추는 것이
다. 이 민감도는 다음 치료 시작 시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한다.

12.4.4.109. 혈액 펌프 및/또는 보충액 펌프 전도(reversal)

다음은 인적 오류에 의한 위해요인의 예이다.

투석기의 주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직원은 큰 압박을 받으므로 인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혈액펌프 방향이 잘못되
어 동맥혈액라인을 통해 공기가 주입될 위해요인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

a) 아래와 같은 조치로 잘못된 수동 크랭크 방향 조작을 방지한다.

- 단방향 크랭크 장치, 또는

- 펌프에 화살표를 뚜렷하게 표시, 또는

b) 배터리 전력으로 혈액을 꾸준히 송출하여 수동 크랭크 조작을 방지한다.

다음은 기술적 고장에 의한 위해요인의 예이다.

기술적 고장으로 인해 혈액펌프 및 보충액 펌프가 잘못된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조치로 방지할 수 있다.

a) 임의적인 기계 고장으로 전류 방향이 역류되지 않도록 전기기계식 전류에 
DC 모터를 연결한다. 또는

b) 모터제어시스템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호시스템을 사용하여 잘못된 방향으
로 회전하는 모터를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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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액체의 누설

이 시험은 압력을 가했을 때 액체가 흘러넘친다고 본다. 결과 도출 및 재현
은 어렵지만 이 개별규격에서 지정하는 시험은 이 장비 유형에 적합한 것으
로 여겨진다.

14.13. 기타 기기에의 네트워크/데이터커플링에 의한 PEMS의 접속

네트워크를 통한 인공신장기 설정 전송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입증
된 방법은 전송된 데이터를 조작자가 확실하게 시험하고 인공신장기에 적용
되기 전에 조작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15.4.1.101. 투석농축액 커넥터

투석농축액은 분말 또는 액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분말 형태의 투석농축액
과 “투석액 염화나트륨 이온(분말)”의 경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기
능이 인공신장기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액상 투석농축액은 용기 또는 중
앙공급시스템에서 수취하므로 구조적 기능으로 오용이 방지되지 않는다.

위험관리프로세스에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투석농축액을 고려해야 한다.

- 아세테이트 투석농축액(acetate dialysing fluid concentrate)

- 염화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중탄산염 투석농축액과 사용하는 산성 투석
농축액

※ 비고 1: 35X, 36.83X, 45X 희석.

- 염화나트륨이 포함된 중탄산염 투석농축액과 사용하는 산성 투석농축액

※ 비고 2: 35X, 36.83X, 45X 희석.

- 염화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중탄산염 투석농축액

※ 비고 3: 액상 또는 분말로 사용할 수 있다.

- 염화나트륨이 포함된 중탄산염 투석농축액

- 염화나트륨

※ 비고 4: 액상 또는 분말로 사용할 수 있다.



- 389 -

- 나트륨 및 중탄산염 보완 농축액;

※ 비고

5. 나트륨과 중탄산염 농축액이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혼합시스템에 사용
한다.
6. 액상 또는 분말로 사용할 수 있다. 

15.4.1.102. 혈압 트랜스듀서를 위한 접속

내부 트랜스듀서 보호기를 내부 압력 트랜스듀서와 외부 트랜스듀서 보호기 
연결 사이에 설치하는 것은 인공신장기의 오염을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16. ME시스템

투석을 위한 ME시스템은 한 가지 이상의 인공신장기와 다음 중 한 가지 이
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

- 정수시스템

- 배출(배수)

- 데이터 전송

- 중앙공급시스템

- 직원호출시스템

※ 비고: 환자환경(예를 들면, 투석의자)에는 기타 기기의 터치스크린이 존재
하므로 이러한 기기에 등전위화도선이 필요할 수 있다.

정수시스템과 중앙공급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인공신장기와 멀리 떨어져 설치
되며 다중소켓아웃렛으로 연결할 수 없다. 인공신장기와 동일한 전위에 공급
라인을 설치하여 위해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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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시스템

장착부 또는 유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품

투석농축액

공급시스템

용수

공급시스템

투석기

인공신장기

그림 AA.1 - 인공신장기시스템의 예

CF형 장착부가 있는 인공신장기의 경우 다음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의 혈액라인은 절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튜브연결 
내 및 주위의 전도성 용액은 환자와의 전기적 접촉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또는 투석액 회로는 절연된 것으로 
본다:

a) 소재가 전기적 절연체인 경우, 및

b) 회로 파열이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제작된 경우

Point a) 항목은 1,500 V의 교류를 0.9%의 NaCl로 채운 해당 회로 부분에 
적용하여 시험한다. 전도성 호일로 튜브를 10 cm만큼 감싼다. 호일과 액체 
사이의 누출은 1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Point b) 항목은 인공신장기와 회로 간의 접속이 포함된 위험관리와 제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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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상황 경보상태 우선순위

다양한 사유(압력, 기술적 오류 등)

혈액 시스템의 정지  낮은우선순위, 노란색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의 캐뉼라에 의한 혈액 손실

핼액 펌프 정지 경보(12.4.4.104.3.)

중간 우선순위, 노란색 점멸
배터리가 소모되기 전에 배터리 운용 

시스템의 정지

우발적인 바늘 및 카테터의 분리 및 카테터의 파열, 개방으로 인한 혈액 손실 가능성

저정맥압의 감지 높은 우선순위, 빨간색 점멸

다른 기준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생리학적 경보 상황

정을 통해 회로 제조자가 입증한다. 

16.9.1. 접속 단자 및 커넥터

“투석액 성분”에 대한 보호시스템은 최신 기술에 따라 전도성 또는 부피혼합
물 측정을 바탕으로 한다. 작동 모드(아세테이스, 중탄산염)에 따라 올바르지 
않은 투석농축액이 전도성 또는 부피혼합물 측정을 통해 자주 발견된다.

투석농축액의 위험관리는 중앙공급시스템에 대해 색상 코드 방식 이외의 추
가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상범위 내에서 전도성을 전달하지만 성
분에 관련된 치료 방식에 따라 위해가 존재한다(예를 들면, 아세테이트 투석
을 위한 45X 산성 투석농축액).

이러한 경우, 책임있는조직은 아세테이트 투석의 작동모드 비활성화, 또는 
인공신장기 및 투석농축액 용기의 기계적 코딩과 같이 색상 코드와 작동방
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개시해야 한다.

표 AA.1 공통기준규격[별표5] 6.1.2.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경보상태 
우선순위를 인공신장기 필요에 맞게 수정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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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경보, 비침습적 혈압제한경보
높은 우선순위, 빨간색 점멸

두가지 값의 상향적 제한 설정

처방에 대한 영향 및 치료 이탈

투석액의 균형 및 장시간 우회로 흐름 낮은 우선순위, 노란색

기술적 정보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지만 혈액시스템은 

동작

정보 신호, 녹색 점멸 또는 낮은 

우선순위의 노란색

체외혈액 손실에 의한 경보신호의 활성화(12.4.4.104.1. 참조)가 조작자의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높은 우선순위의 경보신호이다. 연장된 기간동안 
혈액의 흐름이 정지되면(12.4.4.104.3. 참조), 중간 우선순위 경보 신호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다른 경보 상태는 보호시스템에 의해 적어도 임시적으로 
환자를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낮은 우선순위신호를 표시한다. 
그 외 경보신호는 제조자의 위험관리프로세서가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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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범용인공호흡기
(관련규격: ISO 80601-2-12:2011)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분류 A07010.01 범용인공호흡기, A07010.02 개인용인공호흡기, 
A07010.05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에 적용된다.

이 기준규격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진, 부속품과 결합된 호흡기의 기본 안
전 및 필수성능에 적용된다(이하 ME기기라 함).
- 기계식 호흡에 의존하는 환자들을 위해 전문 조작자의 입회하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

  ※ 비고 : 이러한 호흡기는 생명유지 ME기기 또는 ME시스템으로 간주된다.

- 전문 의료 시설의 중환자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 또는 전문 의료시설 
내부에서 이동 중 사용하기 위한 것.

  ※ 비고 : 전문 의료시설 내부에서 이동 중 사용하기 위한 인공호흡기는 
비상용 또는 이동용 호흡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기준규격은 부속품의 특성이 호흡기의 기본 안전이나 필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제조업체에 의해 호흡 시스템 또는 호흡기에 연결되는 부
속품에도 적용된다.

이 기준규격은 기계식 호흡에 의존하지 않는 환자를 위한 호흡방식으로 작동
하는 ME기기 또는 ME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비고 :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인공호흡기는 생명유지 ME기기 또는 
ME시스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기준규격은 지속적 기도 양압(CPAP) 기기, 수면 무호흡 치료기기, 간호 
지원용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지원 기기, 응급 및 이동식 인공호흡기, 마취
용 인공호흡기, 고주파분사식 인공호흡기(HFJVs) 및 고주파 진동식 인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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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기(HFOVs)는 다루지 않는다. 이 기준규격은 전문 의료시설 내에서 자발
적으로 호흡하는 환자의 호흡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38. 가스마취기에 수록된 마취
분야용 인공호흡기 또는 부속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규격은 ISO 10651-2에 수록된 인공호흡기 의존 환자에 대한 간호 인
공호흡기용 인공호흡기 또는 부속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규격은 ISO 10651-3에 수록된 응급 및 이동용 인공호흡기 또는 부속
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규격은 ISO 10651-6에 수록된 간호 인공호흡기 지원장치용 인공호흡
기 또는 부속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2. 정의

이 문서의 목적상, ISO 7396-1:2007, ISO 8185:2007, ISO 9360-1:2000, 「의료
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이라 한다.)[별표1],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공통기준규격[별표3], 공통기준규격[별표4],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31. 전기수술기, IEC 62304:2006, IEC 
62366:2007, ISO 4135:2001 및 다음에 수록된 용어와 정의가 적용된다.

추가 항목:
2.1. 기도 압력 (AIRWAY PRESSURE)



환자 연결부에서의 압력

2.2. BSF 호흡 시스템 필터 (BREATHING SYSTEM FILTER), BSF
미생물을 포함하여 호흡기에서 입자의 전달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
[ISO 23328-2:2002, 정의 3.1.]



- 395 -

2.3. 공급량 (DELIVERED VOLUME)
Vdel

인공호흡 중 연결부를 통해 환자에게 공급되는 기체의 체적
[ISO 4135:2001, 정의 3.4.2. 수정]

※ 비고: 공급량은 공급량 전체가 환자의 호흡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1회 
호흡량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신생아처럼) 중대한 기도 누설이 있
는 경우나 비침습적 호흡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2.4. 응급 흡기 포트 (EMERGENCY INTAKE PORT)
신선한 가스가 불충분하거나 없을 때 기체가 도출되는 전용 기체 흡입 포트
[ISO 4135:2001, 정의 3.2.3. 수정]

2.5. 배기 포트 (EXHAUST PORT)
폐가스가 대기중 또는 마취가스 배기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포트
[ISO 4135:2001, 정의 4.2.1.6, 수정]

2.6. 유량 방향성 구성품 (FLOW-DIRECTION SENSITIVE COMPONENT)
정확한 기능발휘 또는 환자 안전을 위하여 기류가 한 방향만을 가져야 하는 
구성품 또는 부속품
[ISO 4135:2001, 정의 3.1.7, 수정]

2.7. 신선 가스 (FRESH GAS)
인공호흡기 호흡계통에 공급되는 호흡가능 기체
[ISO 4135:2001, 정의 3.1.8., 수정]

※ 비고: 신선 가스는 아래의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 응급 흡입포트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
- 인공호흡기 호흡계통을 통해 새어 들어오는 공기
- 환자가 내뿜는 공기

2.8. 가스 흡기 포트 (GAS INTAKE PORT)
환자가 이용하기 위해 기체가 흡입되는 포트
[ISO 4135:2001, 정의 3.2.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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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가스 출력 포트 (GAS OUTPUT PORT)
가스가 호흡압력에서 호흡 분기관을 통해 환자 연결구로 공급되는 포트
[ISO 4135:2001, 정의 3.2.8., 수정]

2.10. 가스 회수 포트 (GAS RETURN PORT)
가스가 호흡압력에서 호흡 분기관을 통해 환자 연결구로부터 회수되는 포트
[ISO 4135:2001, 정의 3.2.9., 수정]

2.11. 고압 입력 포트 (HIGH-PRESSURE INPUT PORT)
기체가 100 kPa를 초과하는 압력으로 공급되는 입력 포트
[ISO 4135:2001, 정의 3.2.10.1., 수정]

2.12. 저압 입력 포트 (LOW-PRESSURE INPUT PORT)
기체가 100 kPa 미만의 압력으로 공급되는 입력 포트
[ISO 4135:2001, 정의 3.2.10.2., 수정]

2.13. 수동 호흡 포트 (MANUAL VENTILATION PORT)
수동 공기주입 장치가 연결된 포트
[ISO 4135:2001, 정의 3.2.12. 수정]

2.14. 최고 한계 압력 (MAXIMUM LIMITED PRESSURE)



정상 사용 중 및 단일 고장 조건 하에서 최고 기도 압력
[ISO 4135:2001, 정의 3.3.3. 및 3.3.4. 수정]

2.15. 최고 작동 압력 (MAXIMUM WORKING PRESSURE)



흡기 단계에서 정상 사용 중 최고 기도 압력
[ISO 4135:2001, 정의 3.3.5. 수정]

※ 비고: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 최댓값은 최대 제한 압력 이하
여야 한다.

2.16. 최저 한계 압력 (MINIMUM LIMITE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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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사용 중 및 단일 고장 조건 하에서 최소 기도 압력
[ISO 4135:2001, 정의 3.3.6. 과 3.3.7. 수정]

※ 비고: 최소 제한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을 수 있다.

2.17. 감시 기기 (MONITORING EQUIPMENT)
조작자에게 변수의 값을 연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측정하여 표시하는 
ME기기 또는 부품

2.18. 환자 연결 포트 (PATIENT-CONNECTION PORT)
기도 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호흡계통의 포트
[ISO 4135:2001, 정의 4.2.1.2., 수정]
예: 기관 삽관 튜브, 기관 개구 튜브, 안면 마스크 및 상후두 기도는 모두 기도 

장치이다.

※ 비고: 환자 연결 포트는 환자에게 가까운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의 끝이다.

2.19. 호기말 양압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PEEP
호기단계 종료시 기도 양압
[ISO 4135:2001, 정의 3.3.11.]

2.20.보호 장치 (PROTECTION DEVICE)
조작자의 개입 없이 부정확한 에너지 또는 물질 공급으로 인한 위해한 출력
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ME기기의 부품 또는 기능

2.21.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 (VENTILATOR BREATHING SYSTEM), 
VBS
호흡 압력에 의해 가스가 흐르고 신선 가스가 들어가는 포트, 환자 연결 포트 
및 배기 포트에 의해 구속된 흡기 또는 호기 통로
[ISO 4135:2001, 정의 4.1.1. 수정]

2.22. 인공호흡기 (VENTILATOR)
환자 기도에 연결하여 환자의 폐에 호흡을 공급하거나 자동으로 환자의 
자발적 호흡을 증가시키도록하는 ME기기



- 398 -

3. 시험규격

3.1. 전기 •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기‧ 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항목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번호에 대치하거나 또는 
추가 삽입한다.

  4. 일반 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4.에 따른다.
  4.3. 필수 성능
    항목 추가:
    4.3.101. *필수 성능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추가적인 필수 성능 요구사항은 표 201.101에 열거된 세부항에 수록되어 

있다.

표 201.101. 필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사항

조작자에 의해 설정된 경보 한계 이내의 환자 연결 
포트에서 또는 경보 조건 발생시 호흡 공급

  산소 레벨 경보 조건
  기도 압력

  날숨량
  전원 장애
  내부 전원 거의 고갈
  가스공급 장애
  가스 장애 교차 흐름

a

12.4.101.
12.4.106.
12.4.107.
12.4.108.
12.4.103.

11.8.101.1.
11.8.101.2.

13.101.
101.1.

a 6.2.1.10.은 이 기준규격이 요구하는 특정 시험에 따른 허용 기준으로서 
호흡 공급을 평가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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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환자와 접촉하는 ME기기 또는 ME시스템의 부분
    수정 (세부항 끝에 추가):
    VBS 또는 그 부분이나 부속품의 가스 통로는 이 세부항에 따라서 적용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이다. 환자와 접촉하는 VBS 또는 그 
부분이나 부속품은 이 세부항에 따라서 적용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이다.

    항목 추가 :
    4.11.101. *압축가스 입력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4.11.101.1. 과압 요구사항
    인공호흡기는 입력 압력 정격범위 전체에 걸쳐서 작동하고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1000 kPa의 단일 고장 조건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600 kPa를 초과하는 최고 정격 입력 
압력을 가진 인공호흡기는 최고 정격 입력 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단일 
고장 조건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비고

    1. 내부 압력 조정기는 최고 입력 압력뿐만 아니라 정격 입력 압력 범위의 
단일 고장 조건을 수용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2. 과압 단일 고장 조건에서는 가스가 VBS로 계속 흐르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인공호흡기로부터의 유량은 그 정격을 
벗어날 수 있다.

    정상 사용 시 및 가장 불리한 조작 설정값을 가진 정상 조건에서 단일 
고장 조건에서 기능시험을 하고 적합성은 위험관리 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4.11.101.2. 호환성 요구사항
    인공호흡기가 ISO 7396-1:2007을 준수하는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에 

연결되기 위한 것인 경우에
     - 정격 입력압력 범위는 ISO 7396-1:2007에 지정된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 정상 조건 하에서
      1) 각 가스에 대해 인공호흡기가 필요로 하는 10초 평균 입력 유량은 

가스 입구에서 측정 시 280 kPa의 압력에서 60 ℓ/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400 -

      2) 순간 입력 유량은 3초 평균 200 ℓ/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3) 부속 문서는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i) 각 가스에 대해 가스 입구에서 측정 시 280 kPa의 압력에서 인공

호흡기가 필요로 하는 10초 평균 입력 유량
       ii) 각 가스에 대해 가스 입구에서 측정시 280 kPa의 압력에서 인공

호흡기가 필요로 하는 3초 평균 최대 순간 입력 유량
       iii) 배관 설계 유량을 초과하는 것을 피하고 이에 따라서 인공호흡기가 

인접 장비의 조작을 방해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
호흡기가 높은 유량 장치를 갖고 지정된 단말 출구에서 표시된 
높은 유량을 허용하는 다이버시티 계수를 사용하여 설계된 파이프
라인 설치물에만 연결되어야 하는 효과에 대한 경고

    정상 사용 시와 가장 불리한 조작 설정값을 갖는 정상 조건 하에서 
기능 시험을 실시하고 첨부 문서를 검사하여 적합성을 확인한다.

    예: 최고 구동 가스 소비량, 최고 신선 가스 공급량 및 제공되는 경우 
가스 동력 공급 출력에서 최고 정격 가스 소비량

  5. ME기기 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5.에 따른다.
    항목 추가:
    5.101. *ME기기 시험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5.101.1. 인공호흡기 시험 조건
    시험을 위하여, 인공호흡기는 정상 사용을 위해 지정된 가스 공급에 연결

되어야 한다. 단, 산업용 산소 및 공기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동등한 
의료용 가스를 대체할 수 있다. 대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가스에 기름기가 없고 적절하게 건조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101.2. *가스 유속 및 누설 규격
    이 기준규격에서 가스 유속, 체적 및 누설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은 

STPD로 표시된다. 단, VBS와 관련된 경우에는 BTPS로 표현된다.

    ※ 비고
    1. 이 기준규격의 목적상, STPD(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dry, 

표준 온도 및 압력 건조)는 20 ℃의 조작 온도에서 101.3 kPa이다.



- 401 -

    2. 이 기준규격의 목적상, BTPS(body temperature and pressure saturated, 
체온 및 압력 포화)은 37 ℃의 조작 온도에서 국지 대기압이며 100 
%의 상대습도이다.

    모든 시험 측정값을 경우에 따라서 STPD 또는 BTPS로 수정한다.

    5.101.3. *인공호흡기 시험 오류
    이 기준규격의 목적상, 선언된 공차는 측정 불확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

다. 제조업체는 기술 설명서에 공개된 각 공차에 대해 측정 불확도를 공
개해야 한다.

    사용 설명서와 기술 설명서를 검사하여 적합성을 확인한다.

  6. ME기기 및 ME시스템의 분류
  다음 사항은 공통기준규격[별표1] 6.에 따른다.

  7. ME기기의 표식, 표시 및 문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에 따른다.
  7.2.3. *부속 문서 참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2.3.에 따른다.
    대치:
    인공호흡기는 필수 조치에 대해 안전표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안전 지시

사항을 따르시오”, ISO 7010-M002 (공통기준규격[별표1] 및 기술 정오표 
1, 표 D.2, 번호 10 참조).

    항목 추가:
    7.2.101. ME기기 또는 ME기기 부분 외부 표기 추가 요구사항
    ME기기, 부분 또는 부속품의 표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특별한 보관 및/또는 취급 지시사항.
     b) 인공호흡기의 즉각적인 조작에 해당하는 특정한 경고 및/또는 주의사항

    해당되는 경우에 조작자가 접근 가능한 ME기기, 부분 또는 부속품의 표
지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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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가스 고유 입력 또는 출력
      - 가스 명칭 또는 ISO 5359:2008에 따른 화학물질 심벌.
      - 칼라 코딩이 사용되는 경우 ISO 32:1977에 따른 가스 고유 칼라 코딩.
        예 : 유량 제어, 신축형 호스, 가스 실린더의 경우.

      ※ 비고: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칼라 코딩이 사용된다.
     d) 가스 입력 또는 출력에 대해서 공급 압력 범위 및 정격 유량 요구사항.
     e) 조작자가 공구 없이 분리할 수 있는 유량 방향성 구성품에 대해 유량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f) ME기기, 부품 또는 부속품이 그 이후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연월로 

표시된 날짜의 표기. ISO 15223-1:2007의 심벌 5.12가 사용될 수 있다.
     g) 응급 공기 흡입 포트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예 : 경고: 응급 공기흡입. 방해하지 마시오.
     h) 가스 흡입 포트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예 : 경고: 가스 흡입. 방해하지 마시오.
     I) 가장 일반적인 구성의 인공호흡기 질량.

    적합성은 검사하여 확인한다.

    7.2.4.101. 부속품 추가 요구사항
    별도로 공급되는 부속품은 7.2.101.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해당

되는 경우 인공호흡기의 기본 안전 또는 필수 성능에 미치는 부속품의 
제한 또는 악영향 표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부속품 표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이 정보는 사용 설명서에 수록될 수 있다.

    부속품의 제한 또는 악영향에 대해 적합성은 위험관리 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7.2.13.101. 생리학적 영향 추가 요구사항
    가스 통로 또는 부속품에 있는 모든 천연 고무 라텍스 포함 구성품은 

라텍스 포함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한 표기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ISO 15223-1:2007 및 개정 1:2008의 심벌 5.35 (표 
201.D.2.101, 심벌 10)가 사용될 수 있다. 사용 설명서는 천연고무 라텍스 
포함 구성품을 공개해야 한다.



- 403 -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2.17.101. 보호 포장 추가 요구사항
    포장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a) 일회용 호흡 부착물을 포함하는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내용 설명.
      - 단어 “일회용”, “재사용 불가”, “재사용 아님” 또는 ISO 15223-1 

:2007로부터 심벌 5.2.
      - 해당되는 경우, 단어 “살균” 또는 ISO 15223-1:2007로부터 심벌 

5.20～5.24 중 하나.
       - 뱃치, 형식, 일련번호에 대한 식별 참조 또는 ISO 15223-1:2007로

부터 심벌 5.14, 5.15 또는 5.16.
       - 천연고무 라텍스를 포함한 경우, 단어 “라텍스” 또는 ISO 

15223-1:2007 및 개정 1:2008로부터 기호 5.35(표 201.D.2.101, 심벌 
10).

    b) 재사용을 위한 호흡 부착물을 포함하는 패키지는 다음 사항으로 분명
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내용 설명.
       - 뱃치, 형식, 일련번호에 대한 식별 참조 또는 ISO 15223-1:2007로

부터 기호 5.14, 5.15 또는 5.16.
       - 천연고무 라텍스를 포함한 패키지는 단어 “라텍스” 또는 ISO 

15223-1:2007 및 개정 1:2008로부터 기호 5.35(표 201.D.2.101, 심벌 
10)로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특정한 모델 또는 형식 참조의 경우에 1회용 표시는 모델 또는 형식 
참조와 일치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4.3. *측정 단위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4.3.에 따른다.
    수정 (공통기준규격[별표1] 표 1에서 새로운 행으로 하단에 추가):
    모든 가스 체적, 유량 및 누설 규격은 STPD에 표시되어야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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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S에 관련된 것은 BTPS에 표시되어야 한다.

    ※ 비고
    1. 이 기준규격의 목적상, STPD(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dry, 표

준 온도 및 압력 건조)는 20 ℃의 조작 온도에서 101.3 kPa이다.
    2. 이 기준규격의 목적상, BTPS(body temperature and pressure 

saturated, 체온 및 압력 포화)은 37 ℃℃의 조작 온도에서 국지 대기압
이며 100 %의 상대습도이다.

  7.9.1. 일반
    수정 (최초 대시를 다음으로 교체한다):
     - 담당 조직이 인용할 수 있는 다음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 제조업체
       - 제조업체가 지역 내의 주소를 갖지 않은 경우, 지역 내의 역내대리

인 참조

    항목 추가 :
    7.9.2.1.101. 추가 일반 요구사항
    사용 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a) 인공호흡기, 그 부분 또는 부속품이 1회용인 경우에, 알려진 특성에 

관한 정보와 인공호흡기, 그 부품 또는 부속품이 재사용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알려진 위험을 부과할 수 있는 기술적 요인

     b) 사용설명서 발행일 또는 개정일.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9.2.2.101. *경고 및 안전 통지 추가 요구사항
    사용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인공호흡기는 적용 사례를 포함하여 인공호흡기의 조작 또는 성능이 

악영향을 받는 방법으로 덥히거나 놓이지 않아야 한다는 영향에 대
한 경고 문구.

        예)
        1. 냉각공기의 흐름을 차단하여 ME기기를 과열시킬 수 있는 커튼 

옆에 놓지 마십시오.
        2. 가스 흡입 포트 또는 응급 흡입 포트를 차단하지 마십시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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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b) 인공호흡기가 고장 나는 경우에 적절한 대안 호흡 수단에 대한 즉각

적인 접근성 미비가 환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예 : 마스크를 포함한 자기 호흡식, 수동식 인공호흡기(ISO 10651-4에 
지정됨)와 같은 대체 호흡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공호흡기 
고장 시 환자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c) 부착물 또는 그 밖의 구성품이나 하부 조립품을 인공호흡기 호흡
계통에 추가하면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에 걸친 압력 차이를 변화
시킬 수 있고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변화는 인공
호흡기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d) *분무 또는 가습이 호흡계통 필터의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고 조작
자가 증가된 저항 및 막힘에 대해 호흡계통 필터를 자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 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 인공호흡기를 고압산소가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f) 인공호흡기를 산화질소와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g) 인공호흡기를 헬륨 또는 헬륨 혼합물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h) 인공호흡기 정확성이 분무기(네블라이저) 사용으로 추가되는 가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9.2.8.101. *시동 절차 추가 요구사항

    ※ 비고: 이 기준규격에 대한 시동 절차는 인공호흡기가 사용 준비가 되
었는지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사용 전 기능시험이다.

    사용설명서는 모든 경보신호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능적인 시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이 시험방법 
부분은 인공호흡기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거나 조작자 조치를 
필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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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원 투입 자체시험 절차와 조작자 조치의 조합.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9.2.9.101. *가동 설명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사용 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a) 다음 압력의 열거:
      - 최고 한계 압력()
      - 제공되는 경우, 최고 작동 압력()이 조정 가능할 때 설정이 가

능한 정격 범위
      - 최고 작동 압력이 보증되는 수단
         예 1 : 압력 사이클링, 압력 제한, 압력 생성.
      - 기도 압력이 날숨 단계에서 대기압 미만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에 대한 날숨 단계 중 기도 압력이 대기압 미만이 될 
수 있다는 문구

      - 날숨 단계에서 대기압 미만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환자 연결구에서 대기압 미만 압력 제한

     b) 설정 및 감시되는 양과 압력의 정확성이 유지되는 범위로서 VBS의 
조립된 조작자 분리형 부품의 다음 특성의 정격 범위:

      - 들숨 가스 기도 저항
      - 날숨 가스 기도 저항
      - VBS 적합성

    이러한 규격은 범위로 제시될 수 있다. 설정 및 감시되는 양의 정확성은 
이러한 특성의 함수로 제시될 수 있다.

    ※ 비고: 적합성 및 저항성은 비선형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15 ℓ/min, 
30 ℓ/min, 60 ℓ/min, 최대 유속 또는 최고 압력과 같은 범위에 
걸쳐 지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c) 인공호흡기가 사용설명서에 공개된 대로 통제되고 표시되는 변수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조건

      예 : 가습기 수위의 허용가능 범위.
      예 : 유량 센서의 교정 간격.
     d) ME기기에 표시된 IP 분류의 의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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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인공호흡기가 비침습 환기를 위한 것인지 여부 표시.
      예 4: 마스크 환기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이 기준규격에 대한) 확인한다.

  7.9.2.12. 청소, 소독 및 멸균
    수정(정상 사용 다음에 추가) : 
    그리고. 단일고장 조건

    수정(글머리표 목록 다음에 추가) : 
    사용설명서는 인공호흡기를 통하는 가스 통로의 어떤 부분이 정상 조건 

및 단일고장 조건 모두에서 체액이나 날숨 가스로 오염될 수 있는지 구
별해야 한다.

    7.9.2.14.101. *부속품, 보조 기기, 사용된 재료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사용설명서는 정전기 방지 또는 전도성 호스나 튜브가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a)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 안에서 구성품의 위치결정에 관한 제한사항.
       예: 해당 구성품이 유량 방향성 구성품인 경우.
    b) 인공호흡기의 필수 성능 또는 기본 안전에 미치는 권장 부속품의 악

영향(추가 요구사항은 4.3.101. 및 16.에 수록되어 있다).

    검사와 권장 부속품의 악영향에 대한 위험관리 파일의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9.2.16.101. *기술설명서의 참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기술 설명서가 사용설명서와는 별도 문서로 공급되는 경우에 사용설명

서는 기술설명서의 내용을 열거해야 하고 적절한 경우에 항상 기술 설
명서에서 가용한 추가 정보에 대한 상호 참조를 제공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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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1.101. *추가 일반 요구사항
    기술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a) *통제에 표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으로서 측정 및/또는 계산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여과 및/또는 평활 기법의 요약 설명.
     b) 공급되거나 사용설명서에서 권장되는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의 조작

자 분리형 부품의 구성도를 포함하여 인공호흡기의 공압 구성도.
     c) 인공호흡기의 각 모드에서 들숨 단계를 시작하거나 끝내는 수단의 

요약 설명. 

    해당되는 경우 기술 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d) 권장되는 각 호흡계통 필터의 필수 기술 특성.
        예: 사강 및 저항.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7.9.3.101. 기술설명서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기술설명서는 시동 중 자동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규격에서 

지정된 각 경보조건에 대해서 경보 시스템의 기능을 점검하는 방법의 
설명을 공개해야 한다. 기술설명서는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점검을 공개해
야 한다.

    기술설명서를 검사하여 적합성을 확인한다.

  8. ME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은 공통기준규격[별표1] 8.에 따른다.

  9.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기계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9.에 따른다.
    항목 추가:
    9.6.2.1.101. 가청 음향 에너지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인공호흡기에 의해 방출되는 A 특성 음향출력 레벨은 엔지니어링 방법 

등급 2를 사용하여 ISO 4871:1996 및 ISO 3744:2010에 따라서 측정되어야 
하고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A 특성 음향출력 레벨은 ISO 3744:2010의 
8.1.에 따라서 계산되어야 하고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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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험으로 적합성을 확인 한다.
     a) 음향 반사면에 인공호흡기를 놓고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것으로부터 

가장 불리한 VBS를 부착한다.
        ※ 비고: 가장 불리한 VBS 구성은 방식, 호흡 형식 및 흐름 패턴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다.
     b) 인공호흡기에 가습기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가습기를 시험에 포함

시킨다.
     c) 그 값이 표 201.102에 표시되어 있는 적합성과 저항 성분을 가진 시험용 

폐를 구성한다.
      - 시험용 폐에 의해 유발된 소음이 인공호흡기의 음향측정을 간섭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으로 시험용 폐를 음향적으로 격리시킨다.
      - 환자 연결구를 시험용 폐에 연결한다.
     d) 인공호흡기를 표 201.102에 표시된 환기를 생성하는 가장 불리한 모드, 

호흡 형식 및 흐름 패턴으로 설정한다.
        ※ 비고: 가장 불리한 모드, 호흡 형식 및 흐름 패턴은 VBS 구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e) IEC 61672-1:2002에 규정된 형식 1 계기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소음계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ISO 3744:2010의 7.2에 지정된 대로 
인공호흡기의 기하학적 중심으로부터 반경을 가진 반구 안의 10개 
위치에서 음향출력 레벨을 측정한다.

     f) ISO 3744:2010의 8.1.에 따라서 측정 표면에 걸쳐 평균된 A 특성 
음향출력 레벨을 계산한다.

     g) ISO 3744:2010의 8.6.에 따라서 A 특성 음향출력 레벨을 계산한다.
     h) 극한 소음의 A 특성 음향출력 레벨이 시험 중 측정된 값의 최소 6 dB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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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102. 음향시험에 대한 시험 조건

가변조정 변수

시험 조건

공급량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호흡기에 대해

Vdel ≥ 300 ml 300 ml ≥ Vdel ≥ 50 ml Vdel ≤ 50 ml

공급량, Vdel
a 500 ml 150 ml 30 ml

환기 빈도,  10 min-1 20 min-1 30 min-1

I/E 비율 1/2 1/2 1/2

PEEP 5 hPa 5 hPa 5 hPa

저항, R b 5 hPa(l/s)-1±10 % 20 hPa(l/s)-1±10 % 50 hPa(l/s)-1±10 %

등온 적합성, C b 50 ml hPa-1±5 % 20 ml hPa-1±5 % 1 ml hPa-1±5 %
a: Vdel은 시험용 폐에 있는 유량센서에 의해 측정된다. 여기서,   ×max

b:  및 에 대한 정확도는 측정된 변수의 범위에 걸쳐 적용된다.

     i) ISO 3744:2010에 규정된 대로 반사면에 걸쳐서 자유장에서 주파수 
가중 특성 A와 시간 가중 특성 F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ISO 
3744:2010의 8.1에 따라서 값을 평균한다.

     j) 측정된 음향출력 레벨이 사용설명서에 공개된 것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한다.

    9.101. *흡입 절차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사용 설명서는 밀폐식 흡입 카테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권장된 환기

모드 및 설정값을 공개해야 한다.

    인공호흡기는 예정대로 폐 흡입 카테터의 사용 후 계속 작동한다 :
     -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각 공급량 범위의 최저 공급량을 갖는 각 환기 

모드에 대해
     -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내용과의 최저 적합성을 갖는 VBS 구성을 

사용하여.
    ※ 비고 : 이 요구사항의 목적상, 체적 목표를 가진 압력제어 기반 환기

는 정량제어 형식으로 간주된다.

    적합성은 사용설명서 검사와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a) 그림 201.101과 같이 흡입 시스템(9)을 연결하고 밀폐식 흡입 카테터 

어댑터(5)의 환자 연결구(4)는 대기 중으로 열어 놓고 인공호흡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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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한다. 최소 내경 2.95 mm(프랑스 (Charriere) 동등 사이즈 14 F)의 
밀폐식 흡입 카테터(6)를 활용한다.

     b) 다음과 같이 흡입 장치를 조정한다.
      - 유량 제어 밸브(7)를 닫고 흡입 장비의 진공 조정기를 대기압 미만 

200 hPa(204 cmH2O)의 누적 진공으로 조정한다.
      - 유량 제어밸브(7)를 개방하고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자유로운 기류를 

제공한다(흡입 유량).:
        i) 30 ℓ/min, Vdel ≥ 300 mℓ의 공급량을 제공하는 인공호흡기
        ii) 15 ℓ/min, 300 mℓ ≥ Vdel ≥ 50 mℓ의 공급량을 제공하는 

인공호흡기
        iii) 5 ℓ/min, Vdel ≤ 50 mℓ의 공급량을 제공하는 인공호흡기
     c) 유량제어 밸브 설정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흡입 유량을 무력화시킨다.
     d) 의도된 공급량 범위에 대해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최저 적합 VBS를 

활용하여 그림 201.101과 같이 인공호흡기를 연결한다.
     e) 밀폐식 흡입 카테터의 환자 연결구에 시험용 폐를 연결한다. 다음에 

적합한 시험용 폐를 사용한다.
      - 10 mℓ/hPa ± 10 %, Vdel ≥ 300 mℓ의 공급량을 제공하는 인공

호흡기
      - 3 mℓ/hPa ± 10 %, 300 mℓ ≥ Vdel ≥ 50 mℓ의 공급량을 제공

하는 인공호흡기
      - 0.5 mℓ/hPa ± 10 %, Vdel ≤ 50 mℓ의 공급량을 제공하는 인공

호흡기
     f) 특수 흡입 절차 모드를 활성화하여 밀폐식 흡입 카테터를 축소시키면 

안 된다.
     g)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대로 적합성 시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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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대상 인공호흡기
2. 밀폐식 흡입 카테터 어댑터를 추가하기 전 VBS의 환자 연결구
3. 시험용 폐
4. 밀폐식 흡입 카테터 어댑터를 추가한 후 VBS의 환자 연결구
5. 밀폐식 흡입 카테터 어댑터
6. ISO 8836:2007을 준수하는 14 Fr 밀폐식 흡입 카테터
7. 유량제어 밸브 (8에 통합될 수 있다)
8. ISO 10079-1:1999 또는 ISO 10079-3:1999를 준수하는 흡입 장비
9. 흡입 시스템

그림 201.101. 일반적인 밀폐식 흡입 시험 설정

     h) 다음 설정값으로 정량제어식 호흡방법을 선택한다.
      - 의도된 공급량 범위에 대한 최소 공급량
      - 환기 빈도: 10 min-1

      - 트리거: off 또는 구비되지 않은 경우 가장 둔감한 방법 및 설정.
     i) 안정화가 달성될 때까지 기다린다.
     j) 환자 연결구 (4) 이상으로 1 cm ～ 2 cm 사이로 밀폐식 흡입 카테

터를 전진시킨다.
     k) 유량제어 밸브 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흡입 유량을 가능케 한 다음 

30초 동안 유지한다.
        ※ 비고 : 일부 경보 조건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것은 예상된 가

능성이다.
     l) 흡입 장비 밸브를 폐쇄하여 흡입 유량을 종료시키고 흡입 카테터를 

후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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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 흡입 카테터를 공급된 슬리브 안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기
도를 밀봉하고 가스 누설을 줄이는 데 중요할 수 있다.

     m) 안정화가 달성될 때까지 기다린다.
     n) 인공호흡기가 의도대로 계속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한다.
        예: 공급량이 규격 안에 있다.
     o) 의도된 각 공급량 범위에 대해 a)～n)을 반복한다.
     p) h) 대신 다음 변수들을 가진 압력제어식 호흡방식을 사용하여 a)～o)를 

반복한다.
      - 5 cmH2O의 환기 압력 또는 인공호흡기가 이처럼 낮게 설정될 수 

없는 경우 가장 낮은 설정값
      - 환기 빈도: 10 min-1

      - 트리거: off 또는 구비되지 않은 경우 가장 둔감한 방법 및 설정.
     q) 권고되는 환기 모드와 설정이 이미 시험되지 않은 한 h) 대신 밀폐식 

흡입 카테터를 사용하기 위한 권장된 환기 모드 및 설정을 사용하여 
a)～o)를 반복한다.

  10. 원치 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은 공통기준규격[별표1] 10.에 따른다.

  11.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1.에 따른다.
  11.6.4. 누설
    수정(기존 본문 다음에 추가):
    VBS, 그 부품 및 부속품 제조업체는 위험관리 과정에서 가스 통로 안으로의 

물질 여과 또는 누설과 관련된 위험을 언급해야 한다.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이 있는 물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으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VBS, 그 부품 또는 부속품은 장치 자체에 또는 프탈레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포장에 표시되어야 한다. VBS, 그 부품 또는 부속품의 
의도된 용도가 어린이, 임산부 또는 수유부의 처치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들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당성이 위험관리 파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설명서는 이러한 환자집단에 대한 잔류 위험과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예방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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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위험관리 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항목 추가 :
    11.6.5.101. *ME기기 또는 ME시스템에의 물 또는 미립자 물질 침입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인공호흡기 외장은 물의 위해한 유입에 대하여 최소한 IP21의 보호등급

을 제공해야 한다. 인공호흡기 외장은 물의 위해한 유입에 대하여 최소
한 IP22의 보호등급을 제공한다.

    가장 불리한 정상 사용 위치에 놓인 인공호흡기로 IEC 60529:1989의 
시험과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 이후에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11.6.6. *ME기기 또는 ME시스템에의 청소 및 소독
    수정 (새로운 첫 단락으로 추가 요구사항을 추가한다) :
    정상 조건 및 단일고장 조건 중 체액이나 날숨 가스로 오염될 수 있는 

인공호흡기 및 그 부속품의 가스 통로는 청소 및 소독 또는 청소 및 멸균을 
위해 분해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추가 요구사항은 공통기준규격
[별표1]의 11.6.7에 수록되어 있다).

    수정 (추가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적합성 시험을 교체한다) :
    인공호흡기 외장은 인접 환자의 상호감염을 허용 위험수준으로 감소시

키기 위하여 표면 청소와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인공호흡기 및 그 부속품에 대한 처리 및 재처리 공정 지시사항은 ISO 
17664:2004 및 ISO 14937:2009를 준수해야 하고 사용설명서에 공개
되어야 한다.

    ※ 비고: ISO 14159는 외장 설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적합성은 위험관리 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이 기준규격과의 적합성
이 인공호흡기 또는 그 부분 또는 부속품의 청소 또는 소독에 의해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냉각 또는 건조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설명
서에 수록된 방법에 따라서 10번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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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절차 후에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제조
업체가 다수의 공정주기 영향과 이러한 주기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는지 
확인한다.

  11.6.7. ME기기 및 ME기기시스템의 멸균
    수정 (적합성 시험 앞에 비고를 추가한다) :
    ※ 비고 : 추가 요구사항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1.6.6.에 추록되어 있다.

    항목 추가 : 
    11.8.101. ME기기에의 전원공급/공급전원의 차단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11.8.101.1. 전원 고장에 대한 기술적 경보 조건
    인공호흡기는 전원이 정상 운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값을 벗어나는 

시점을 나타내는 고우선순위 기계적 경보조건을 포함하는 경보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인공호흡기의 정상 운전이 내부전원으로 전환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전원
고장 고우선순위 기술적 경보조건은 활성화되지 않아야 한다. 내부전원
으로의 전환은 정보 신호 또는 저우선순위 기술적 경보조건에 의해 표
시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확인한다.
     a) 전원고장 경보 조건이 발생하거나 내부전원으로 전환하여 정상 운전

이 유지될 때까지 전원공급/공급전원이 정격값 미만으로 하강하도록 
한다.

     b) 내부 전원으로의 전환에 의해 정상 운전이 유지되지 않는 한 고우선
순위 기술적 경보조건이 정상운전시 또는 이전에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c) 내부 전원으로의 전환에 의해 정상 운전이 유지되는 경우에 전환이 
정보신호 또는 저우선순위 기술적 경보 조건에 의하여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d) 전원공급/공급전원을 정격 값으로 되돌린다.
     e) 전원고장 경보 조건이 발생하거나 내부전원으로 전환하여 정상 운전

이 유지될 때까지 전원공급/공급전원이 정격값 이상으로 상승하도록 
한다.

     f) 내부 전원으로의 전환에 의해 정상 운전이 유지되지 않는 한 고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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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술적 경보조건이 정상운전 시 또는 이전에 발생하는지 확인
한다.

     g) 내부 전원으로의 전환에 의해 정상 운전이 유지되는 경우에 전환이 
정보신호 또는 저우선순위 기술적 경보 조건에 의하여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11.8.101.2. 내부 전원 또는 외부 예비 전원
    인공호흡기가 내부전원을 가진 경우에 인공호흡기는 이 전원에 의해 

제공되는 나머지 용량 또는 운전시간을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이 표시는 정성적일 수 있다.

    내부전원을 구비한 인공호흡기는 모든 전력손실 이전에 내부전원이 거의 
고갈된 시점을 나타내는 중간 우선순위 기술적 경보조건을 표시하는 경보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내부전원이 고갈됨에 따라서 고갈 최소 5분 전에 
고갈된 내부전원 기술적 경보조건은 고우선순위로 상승해야 한다.

    내부전원 또는 외부 예비전원을 구비한 인공호흡기에 대한 사용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a) 완충전시 전원 운전시간.
     b) 예비전원 시험 방법.
     c) 내부전원 또는 외부 예비전원으로 전환 후 인공호흡기의 거동.
     d) 내부전원 또는 외부 예비전원 재충전 중 인공호흡기의 거동.

    적합성은 기능시험과 사용설명서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2.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2.에 따른다.
  12.1.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수정(기존 문장 다음에 추가한다) :
    인공호흡기의 제어기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7.1.2.에 지정된 조건 하에

서 분명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 7.1.2.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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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추가:
    12.1.101. 정량제어 호흡 방식
    정량제어 호흡방식을 선택하고 인공호흡기가 정상 조건에서 작동할 때 

이 기준규격에 지정된 시험 설정값과 조건에 대해 결정된 정확도는 최
대 이탈 오차와 최대 선형성 오차로서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예: ± (5 mℓ + 설정량의 10 %)

    이러한 공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설정값과 관련된 공급량의 최대 오차
    - 설정값과 관련된 PEEP의 최대 오차
    - 환자 연결구에서 설정값과 관련된 들숨 산소 농도(FiO2)의 최대 오차.

    모든 오차는 의도된 공급량의 다음 범위에 대해 별도로 보고될 수 있다.
    - Vdel ≥ 300 mℓ
    - 300 mℓ ≥ Vdel ≥ 50 mℓ
    - Vdel ≤ 50 mℓ
    인공호흡기의 성능 정확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각 VBS 구성에 대해 결정되는 정확도 또는
    -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최악의 경우 VBS 구성에 대해 결정되는 정확도.
      ※ 비고 : 최악의 경우 VBS 구성은 각 오류 또는 정상 공급량에 대해 

다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VBS 구성이 사용되는 경우에 그 선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위험관리 파일에 기록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해당되는 경우 이론적 근거에 대해 위험관리 파일을 검사하고 
다음 시험으로 확인한다.

    ※ 비고 : 일부의 경우 다음 시험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a) 공급량 및 끝 날숨 압력 오차
      1) 그림 201.102와 같이 인공호흡기를 설정한다.
      2) 해당되는 경우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적합성 시정에 요구되는 VBS 

적합성을 결정하거나 입력하고 이 시정을 활성화시킨다. 가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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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경우 VBS 적합성을 결정하기 전에 가습기를 최대 수위
로 보충한다.

      3) 표 201.103의 첫 적용 행(의도된 공급량에 의해 선택)의 시험 변수와 
설정값을 사용한다.

         ※ 비고 : 시험 중 일부, 예를 들어 적합성 범위가 크거나 큰 
저항력을 가진 시험에 대해서는 끝날숨이 의도적으로 
0에 도달하지 않는다.

1. 시험대상 인공호흡기
2. 압력 센서
3. 유량 센서, 10 ms 이하의 10 % ～ 90 % 상승시간
4. 산소 센서
5. 데이터 수집 시스템, 200 샘플/s의 최소 샘플 속도
6. 온도 센서
7. 시험용 폐 저항(Rlung)
8. 압력 센서, 10 ms 이하의 10 % ～ 90 % 상승시간
9. 시험용 폐 적합성 (Clung)
10. 시험용 폐
산소 센서는 VBS 안에 놓일 수 있다.

그림 201.102. 정량 및 압력제어 호흡방식 정확도, 일반적인 시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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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103. 정량제어 호흡방식 시험

시험
순서

시험용 폐 변수 인공호흡기 설정값
적합성

(ml/hPa)
±10 %

선저항
(hPa/l/s)
±10 %

체적
(mℓ)

호흡빈도
(호흡/분)

들숨 
시간
(s)

FiO2

(%)
PEEP
(hPa)

1 50 5 500 20 1 30 5
2 50 20 500 20 1 90 10
3 20 5 500 20 1 90 5
4 20 20 500 20 1 30 10
5 20 20 300 20 1 30 5
6 20 50 300 20 1 90 10
7 10 50 300 20 1 30 10
8 10 20 200 20 1 90 5
9 3 20 50 30 0.6 30 5
10 3 50 50 30 0.6 30 10
11 3 200 50 30 0.6 60 5
12 3 50 30 30 0.6 30 5
13 3 200 30 30 0.6 90 10
14 1 50 30 30 0.6 90 5
15 1 200 30 30 0.6 30 10
16 1 200 20 60 0.4 30 5
17 1 200 15 60 0.4 60 10
18 1 50 10 60 0.4 60 5
19 0.5 50 5 60 0.4 60 10
20 0.5 200 5 30 0.4 30 5
21 0.5 200 5 60 0.4 30 10

      4) 예를 들면 환자 연결구에 위치한 교정된 유량 센서에 의하여 제공
되는 유량 신호의 통합을 통하여 또는 시험용 폐 적합성과 필요시 
가스의 빠른 압축으로 인한 온도에 대해 보상된 폐 압력의 측정된 
변화의 곱에 의하여 공급량을 결정한다.

      5) 결과를 시험을 위한 체적 설정값을 비교하고 결과적인 차이를 사용
설명서에 표시된 공차를 비교한다.

      6) 인공호흡기가 공급량 감시기기를 구비한 경우에는 판독값을 4)에서 
결정된 공급량과 비교하여 공급량 감시기기의 정확도를 결정한다. 
12.1.104.를 참조한다.

      7) 날숨 단계의 마지막 50 ms에 걸쳐서 기도압력 측정값의 평균으로 
PEEP를 결정한다.

      8) 결과를 시험을 위한 PEEP 설정값을 비교하고 결과적인 차이를 사용



- 420 -

설명서에 표시된 공차를 비교한다.
      9) 30 호흡에 대해 3)～8)을 반복한다.
      10) 표 201.103의 각 적용 행(의도된 공급량에 의해 선택)에 대해 3)～

9)를 반복한다.
      11) 가습기가 VBS에 포함된 경우에는 VBS 적합성을 재결정하지 않고 

최소 가습기 수위로 공급량 시험을 반복한다.
      12) 시험을 위하여 최악의 경우 유량 패턴(예: 일정한 유량, 감소하는 

유량)이 선택된 것으로 입증될 수 있지 않는 한 인공호흡기에 
가용한 각 유량 패턴에 대해 2)～11)을 반복한다.

      13) 적합성 시정 없이 인공호흡기가 작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시정 없이 2)～12)를 반복한다.

     b) FiO2 오차
     공급된 가스의 들숨 O2 농도의 정확도는 환자 연결구에 또는 시험용 

폐 내부에 O2 농도 측정 장치를 놓아서 평가한다. 센서가 환자 연결구에 
놓이는 경우에 농도의 값은 들숨 단계 중 유량 가중평균 농도이다.

     측정된 O2 농도는 FiO2 설정값과 비교되고 그 차이는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공차와 비교된다. 센서가 시험용 폐 내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시험용 폐 내부의 가스 혼합물이 안정된 농도에 도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비고
      1. 센서가 시험용 폐 내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시험용 폐 내부의 가스 

혼합물이 안정된 농도에 도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센서가 관 시스템 내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측정 장치가 들숨 단계 
중 유량 가중평균 농도를 결정할 수 있게 충분히 빠른 반
응을 갖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O2 농도 측정 장치가 압력 차이를 갖는 경우에는 이 특성을 보상한
다.

      14) FiO2 설정값을 위 a)에서 각 시험에 대해 측정된 값과 비교하여 
FiO2 오차를 얻는다.

      15) 각 결과를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공차에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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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02. 압력 제어 호흡 방식
    압력제어 호흡방식을 선택하고 인공호흡기가 정상 조건에서 작동할 때 

이 기준규격에 지정된 시험 설정값과 조건에 대해 결정된 정확도는 최
대 이탈 오차와 최대 선형성 오차로서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예: ± (3.0 hPa + 설정량의 5 %)

    이러한 공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들숨 단계 끝에서 설정값과 관련된 기도 압력(Paw)의 최대 오차
    - 설정값과 관련된 PEEP의 최대 오차
    - 환자 연결구에서 설정값과 관련된 들숨 산소 농도(FiO2)의 최대 오차.

    모든 오차는 의도된 공급량의 다음 범위에 대해 별도로 보고될 수 있다.
    - Vdel ≥ 300 mℓ
    - 300 mℓ ≥ Vdel ≥ 50 mℓ
    - Vdel ≤ 50 mℓ
    인공호흡기의 성능 정확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각 VBS 구성에 대해 결정되는 정확도; 또는
    -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최악의 경우 VBS 구성에 대해 결정되는 정확도.
    ※ 비고 : 최악의 경우 VBS 구성은 각 오류 또는 정상 공급량에 대해 

다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VBS 구성이 사용되는 경우에 그 선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위험관리 파일에 기록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해당되는 경우 이론적 근거에 대해 위험관리 파일을 검사하고 
다음 시험으로 확인한다.

    ※ 비고 : 일부의 경우 다음 시험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a) 공급량 및 끝 날숨 압력 오차
      1) 그림 201.102와 같이 인공호흡기를 설정한다.
      2) 해당되는 경우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적합성 시정에 요구되는 VBS 

적합성을 결정하거나 입력하고 이 시정을 활성화시킨다. 가습기가 
사용되는 경우 VBS 적합성을 결정하기 전에 가습기를 최대 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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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순
서

의도한 
공급량a

(ml)

시험용 폐 변수 인공호흡기 설정값

적합성
(ml/hPa)
±10 %

선저항
(hPa/l/s)
±10 %

호흡
빈도

(호흡/분)

들숨시간b

(s)
압력c

(hPa)
FiO2

(%)
PEEP
(hPa)

1 500 50 5 20 1 10 30 5
2 500 50 20 20 1 15 90 10
3 500 20 5 20 1 25 90 5
4 500 20 20 20 1 25 30 10
5 300 20 20 20 1 15 30 5
6 300 20 50 20 1 25 90 10
7 300 10 50 20 1 30 90 5
8 200 10 20 20 1 25 30 10
9 50 3 20 30 0.6 15 30 5
10 50 3 50 30 0.6 15 30 10
11 50 3 200 30 0.6 25 60 5
12 30 3 50 30 0.6 10 30 5
13 30 3 200 30 0.6 15 90 10

보충한다.
      3) 표 201.104의 첫 적용 행(의도된 공급량에 의해 선택)의 시험 변수와 

설정값을 사용한다.
         ※ 비고 : 시험 중 일부, 예를 들어 적합성 범위가 크거나 큰 저항

력을 가진 시험에 대해서는 끝날숨이 의도적으로 0에 
도달하지 않는다.

       4) 이전 50 ms에 대한 평균으로서 들숨 끝에서 기도 압력을 결정한다.
       5) 결과를 시험을 위한 체적 설정값을 비교하고 결과적인 차이를 사용

설명서에 표시된 공차와 비교한다.
       6) 예를 들면 환자 연결구에 위치한 교정된 유량 센서에 의하여 제공

되는 유량 신호의 통합을 통하여 또는 시험용 폐 적합성과 필요시 
가스의 빠른 압축으로 인한 온도에 대해 보상된 폐 압력의 측정된 
변화의 곱에 의하여 공급량을 결정한다.

       7) 인공호흡기가 공급량 감시기기를 구비한 경우에는 판독값을 6)에서 
결정된 공급량과 비교하여 공급량 감시기기의 정확도를 결정한다. 
12.1.104.를 참조한다.

       8) 날숨 단계의 마지막 50 ms에 걸쳐서 기도압력 측정값의 평균으로 
PEEP를 결정한다.

표 201.104. 압력 제어 호흡방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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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0 1 50 30 0.6 30 90 5
15 30 1 200 30 0.6 30 30 10
16 20 1 200 60 0.4 20 30 5
17 15 1 200 60 0.4 15 60 10
18 10 1 50 60 0.4 10 60 5
19 5 0.5 50 60 0.4 15 60 10
20 5 0.5 50 30 0.4 10 30 5
21 5 0.5 200 60 0.4 15 30 10
a 이 열에 있는 체적은 의도된 인공호흡기 공급량을 바탕으로 시험조건과 

변수의 설정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b 인공호흡기의 상승시간은 설정압력이 들숨 시간 이내에 도달될 수 있는 

값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c 이 시험의 목적상, 설정압력은 PEEP에 상대적이다.

      9) 결과를 시험을 위한 PEEP 설정값을 비교하고 결과적인 차이를 사
용설명서에 표시된 공차를 비교한다.

      10) 30번 호흡에 대해 2)～9)를 반복한다.
      11) 표 201.104의 각 적용 행(의도된 공급량에 의해 선택)에 대해 2)～

10)을 반복한다.
      12) 가습기가 VBS에 포함된 경우에는 VBS 적합성을 재결정하지 않고 

최소 가습기 수위로 공급량 시험을 반복한다.
      13) 적합성 시정없이 인공호흡기가 작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시정 없이 2)～12)를 반복한다.

     b) FiO2 오차
     공급된 가스의 들숨 O2 농도의 정확도는 환자 연결구에 또는 시험용 

폐 내부에 O2 농도 측정 장치를 놓아서 평가한다. 센서가 환자 연결구에 
놓이는 경우에 농도의 값은 들숨 단계 중 유량 가중평균 농도이다.

     측정된 O2 농도는 FiO2 설정값과 비교되고 그 차이는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공차와 비교된다.

     ※ 비고
      1. 센서가 시험용 폐 내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시험용 폐 내부의 가스 

혼합물이 안정된 농도에 도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
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센서가 관 시스템 내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측정장치가 들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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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유량 가중평균농도를 결정할 수 있게 충분히 빠른 반응
을 갖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O2 농도 측정 장치가 압력 차이를 갖는 경우에는 이 특성을 보상한다.

      14) FiO2 설정값을 위 a)에서 각 시험에 대해 측정된 값과 비교하여 
FiO2 오차를 얻는다.

      15) 각 결과를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공차에 비교한다.

    12.1.103. *공급량 감시
    인공호흡기가 공급량 감시기기를 구비한 경우에 공급량 감시기기의 

정확도는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50 mℓ 이상인 실제 공급량에 
대해서 공급량 감시기기의 정확도는 ±(4,0 mℓ + 실제 공급량의 15 %) 
이내이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으로 확인한다.
    12.1.101. a)6) 및 12.1.102. a)7)에서 측정된 공급량 감시기기 정확도가 

사용설명서에 공개된 정확도 이내인지 확인한다. 50mℓ 이상인 공급량에 
대해서 사용설명서에 공개된 정확도가 ± (4.0 mℓ + 실제 공급량의 15 %) 
이상인지 확인한다.

    12.1.104. *O2 농도 증가에 대한 인공호흡기의 반응
    공급량의 산소농도가 최대 설정가능 산소농도의 21 % ～ 90 % 비율의 

체적으로 변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시간은 
적절한 경우 최악의 경우 VBS를 사용하거나 최대 내부 체적 VBS를 
사용하고 제공되는 경우 최소 기준 용량에서 또는 연속 용량에서 500 mℓ, 
150 mℓ 및 30 mℓ의 공급량에서 별도로 보고되어야 한다. 이 시간은 
각 VBS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되거나 최대로 보고될 수 있다(최악의 경우 
VBS 및 최소 공급량에 대해).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확인한다.
     a) 최악의 경우 VBS를 사용하거나 최대 내부 체적 VBS를 사용하여 

그림 201.103과 같이 인공호흡기를 설정한다. VBS가 가습기를 포함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최소 가습기 수위를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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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표 201.105에서 인공호흡기에서 가용한 첫 적용 행(의도된 공급량 
범위에 의해 선택)에 대한 시험조건을 사용한다.

1. 시험대상 인공호흡기                  4. 산소 센서
2. 압력 센서                            5. 데이터 수집 시스템
3. 유량 센서                            6. 저항
7. 시험용 폐

그림 201.103. O2 농도 변화 시험 설정

     c) 시험용 폐를 21 % 체적비의 설정 산소농도로 환기시킨다.
     d) 환자 연결구에서 흡입된 산소농도에 평형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
     e) 설정 산소농도를 인공호흡기가 허용하는 최대 체적비로 변화시킨다.
     f) 새로운 농도 설정과 환자 연결구에서 들숨 중 90 %의 최종 산소농도 

달성 사이의 시간지연을 측정한다.
     g) 측정된 시간지연이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시간지연 이하인지 확인한다.
     h) 표 201.105에 있는 각 적용 행(의도된 공급량 범위에 의해 선택)에 

대해 c)～g)를 반복한다.
     i) 인공호흡기에 날숨 단계 중 기본 유량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인공호

흡기에 가용한 최소 기본 유량 설정값에서 c)～h)를 반복한다.
     j) 인공호흡기에 호흡 사이클 전체에 걸쳐 연속 유량이 제공되는 경우

에는 인공호흡기에 가용한 최소 연속 유량 설정값에서 c)～h)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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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105. O2 농도 변화시험에 대한 시험조건

가변조정 변수

시험 조건

공급량을 제공하도록 의도된 인공호흡기에 대해

Vdel ≥ 300 ml 300 ml ≥ Vdel ≥ 50 ml Vdel ≤ 50 ml

공급량, Vdel
a 500 ml 150 ml 30 mℓ

환기 빈도,  10 min-1 20 min-1 30 min-1

I/E 비율 1/2 1/2 1/2

저항, b 5 hPa(l/s)-1±10 % 20 hPa(l/s)-1±10 % 50 hPa(l/s)-1±10 %

a: Vdel은 인공호흡기의 설정값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b: 에 대한 정확도는 측정된 변수의 범위에 적용된다.

  12.4.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항목 추가 : 
    12.4.101. 산소 감시
    인공호흡기는 들숨 산소 농도 측정(예: 들숨 분기관 또는 환자 연결구에서)

용으로「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73. 호흡감시기를 준수하는 O2 감시
기를 구비해야 하며,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설명서는 인공호흡기가 
산소 농도 측정(예: 들숨 분기관 또는 환자 연결구에서)용으로 서비스 
투입 전에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73. 호흡감시기를 준수하는 O2 
감시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효과에 대한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O2 감시
기기가 인공호흡기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 O2 감시기기를 연결하는 곳에 
관한 정보가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O2 감시기기는 또한 산소레벨 경보조건을 포함하는 경보 시스템을 구비해
야 한다.

    ※ 비고: 낮은 산소 레벨 알람 조건은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73. 
호흡감시기에 의해 요구된다.

    적합성은 사용설명서를 검사하여 또는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73. 
호흡감시기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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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02. *기도 압력의 측정
    인공호흡기는 기도 압력을 표시하는 감시기기를 구비해야 한다. 실제 측정 

지점은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 내부의 임의 지점일 수 있지만 표시된 
값은 환자 연결구에 참조되어야 한다. 정상상태 조건 하에서 표시된 기도
압력은 ±(2 hPa (2 cmH2O) + 실제 판독값의 4 %) 이내로 정확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2.4.103. *호기량 및 저용량 경보조건 측정
    12.4.103.1. 공급량 > 50 mℓ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50 mℓ 이상의 공급량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호흡기는 환자 연결구를 통한 

호기량을 표시하는 감시기기를 구비해야 한다. 그렇게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설명서는 인공호흡기가 서비스에 투입되기 전에 이 기준규격
을 준수하는 감시기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영향에 대한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호기량 감시기기가 인공호흡기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 호기량 감시
기기가 연결되는 곳에 관한 정보가 감시기기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
야 한다. 50 mℓ 이상의 호기량 측정 정확도는 ± (4.0 mℓ + 환자 연결
구를 통한 실제 호기량의 15 %) 이내이어야 한다. 호기량 감시시기 정
확도는 감시기기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호기량 감시기기는 저호기량 경보한계와 고호기량 경보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을 나타내는 최소한 중간 우선순위 경보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보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호기량 감시기기는 호기량이 경보한계에 도달
하는 시점을 표시하는 저우선순위 경보조건으로 시작하여 이 상태가 
계속되면 중간 우선순위 경보조건으로 상승하는 경보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다.

    호기량 경보한계는 담당 조직 조정, 조작자 조정, 인공호흡기 조정 또는 
조작자 조정과 인공호흡기 조정의 조합으로 미리 조정될 수 있다. 경보
한계가 인공호흡기에 의해 조정되는 경우에 경보 한계값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요약 설명은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 비고: 사용되는 환기 방식의 종류에 따라 하나 이상의 활성 경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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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표 201.103 및 표 201.104에 수록된 시험조건을 사용한 기능
시험과 사용설명서를 검사하여 확인한다.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최악의 
경우 VBS를 선택하고 설정한다.

    예: 최소 및 최대 VBS 적합성.

    가습기를 사용한 시험에 대하여 최소 및 최고 수위에서 시험을 반복한다
(하나의 가습기에 대하여 2세트의 시험).

    12.4.103.2. 공급량 ≤ 50 mℓ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가 공급량 ≤ 50 mℓ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호기량 감시기기를 

구비할 수 있다.

    호기량 ≤ 50 mℓ에서 호기량 감시기기의 정확도는 사용설명서에 공개
되어야 한다. 호기량 감시기기는 최소한 호기량이 저호기량 경보에 도달
하는 시점을 나타내는 저우선순위 경보조건을 포함하는 경보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다.

    제공되는 경우에 호기량 경보한계는 담당 조직 조정, 조작자 조정, 인공
호흡기 조정 또는 조작자 조정과 인공호흡기 조정의 조합으로 미리 
조정될 수 있다. 경보한계가 인공호흡기에 의해 조정되는 경우에 경보 
한계값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요약 설명은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 비고: 사용되는 환기 방식의 종류에 따라 하나 이상의 활성 경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적합성은 표 201.103 및 표 201.104에 수록된 시험조건을 사용한 기능시
험과 사용설명서를 검사하여 확인한다.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최악의 경
우 VBS를 선택하고 설정한다.

    예: 최소 및 최대 VBS 적합성.

    가습기를 사용한 시험에 대하여 최소 및 최고 수위에서 시험을 반복한다
(하나의 가습기에 대하여 2세트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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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04. *최고 한계 압력 보호장치
    기도 압력이 정상 조건 및 단일고장 조건 하에서 최고 한계압력을 초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고 한계압력은 125 
hPa (125 cmH2O)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2.4.105. 고압 경보 조건 및 보호장치
    인공호흡기는 기도압력에 대한 고압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을 나타내는 

고우선순위 경보조건을 포함하는 경보 시스템을 가진 감시기기를 구비해야 
한다. 경보한계는 가변조정압력한계에 연결되어 독립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인공호흡기의 설정압력에 연계될 수 있다. 독립적
으로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보한계를 가변조정 압력한계의 경보한계보다 
낮은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환자가 생성하는 순간
적인 압력은 고압 한계 경보조건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예: 환자 커플링에 의해 유발되는 순간적인 압력증가.

    기도압력에 대한 고압 경보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인공호흡기가 작동하여 
환자 연결구에서의 압력을 설정된 PEEP 레벨로 감소시켜야 한다. 기도
압력이 고압 경보한계와 동일한 순간부터 압력이 감소하는 순간까지의 
간격은 200 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일고장조건 중, 기도 압력은 설정된 PEEP 레벨 미만이 될 수 있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2.4.106. PEEP 경보 조건
    인공호흡기는 끝 날숨 압력이 PEEP 경보 상한에 도달하는 시점을 나타

내는 경보조건을 포함하는 경보 시스템을 가진 감시기기를 구비해야 한다. 
인공호흡기는 끝 날숨 압력이 PEEP 경보 하한에 도달하는 시점을 나타
내는 경보조건을 포함하는 경보 시스템을 가진 감시기기를 구비할 수 
있다. 상한 및 하한 PEEP 경보조건은 모두 최소한 중간 우선순위이어야 
한다. 경보조건 지연은 3번의 호흡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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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모든 VBS를 사용한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 비고: 이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PEEP 제어 실패를 초래하는 인공호흡기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12.4.107. *장애물 경보 조건
    인공호흡기는 기도압력이 장애물에 대한 경보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을 

나타내는 기술적 경보조건을 포함하는 경보 시스템을 가진 감시기기를 
구비해야 한다.

    예: 다음을 경고하는 경보 조건
        - 방해된 들숨 또는 날숨 호흡관
        - 차단된 날숨 밸브
        - 차단된 날숨 호흡 시스템 필터

    장애물 기술 경보 조건은 고우선순위이어야 한다. 최대 경보 조건 지연은 
2호흡 사이클 또는 5초 중에서 큰 값 이하이어야 한다.

    장애물 경보 조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공호흡기는 호흡 사이클 하나 이내에 
기도압력을 대기압 또는 설정된 PEEP 레벨로 감소시켜야 한다. 인공
호흡기는 장애물 발생시 자발적 호흡을 허용하는 보호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보호장치를 구비한 경우에 모든 권장 부속품을 설치한 상태에서 
환자 연결구에서 측정된 압력 하강은 다음의 유속에서 6.0 hPa(6.0 
cmH2O)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30 ℓ/min: 공급량, Vdel ≥ 300 mℓ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 15 ℓ/min: 공급량, 300 mℓ ≥ Vdel ≥ 50 mℓ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 2.5 ℓ/min: 공급량, Vdel≤ 50mℓ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장애물 경보조건이 결정되는 수단과 이를 시험하는 수단은 부속 문서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부속 문서에 기술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각 VBS를 사용한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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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08. *부분 폐색 경보 조건
    인공호흡기는 날숨 분기관이 부분적으로 폐색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기술적 경보조건을 포함하는 경보 시스템을 가진 감시기기를 구비해야 
한다.

    날숨 분기관 부분 폐색 경보조건이 결정되는 수단의 요약 설명은 부속 
문서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부속 문서에 기술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각 VBS를 사용한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2.101. *우발적 조정에 대한 보호
    인공호흡기의 우발적 꺼짐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위해한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제어장치의 우발적 조정에 대한 보호 수단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수단의 사용적합성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공정에서 평가
되어야 한다.

    ※ 비고: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위한 요구사항은 공통
기준규격[별표1] 12.2.와 공통기준규격[별표3] 에서 찾을 수 
있다.

    적합성은 기능시험과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3. 특정 위해상황 및 고장상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3.에 따른다.
    항목 추가:
    13.2.101. *추가 특정 단일고장 조건
    인공호흡기는 다음의 단일고장 조건이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인공호흡기로부터 환자연결구로의 가스 공급 중단; 또는
    - 조작자 분리형 호흡계통 필터의 제거 또는 장애.

    적합성은 기능시험과 위험관리 파일의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3.102. *인공호흡기로의 가스공급기 하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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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급기 하나의 고장에 이어서 인공호흡기는 자동으로 나머지 가스 
공급기를 사용해야 하고 달리 정상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 전환 다음
에는 가스공급 고장 기술 경보조건이 이어져야 한다. 가스공급 고장 기술 
경보조건은 최소한 저우선 순위이어야 한다.

    고장난 가스공급 상실이 체적으로 3 % 이상 공급 산소농도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기술적경보조건은 최소한 중간 우선순위이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3.103. *환기 제어 기능 및 관련 위험통제 수단의 독립성
    단일고장 조건은 환기제어 기능과 상응하는 보호장치는 동시에 고장나

지 않아야 한다.

    단일고장 조건은 환기제어 기능의 상실이 검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이 
고장나지 않아야 한다.

    - 환기 제어 기능 및 해당 감시기기 또는
    - 환기 제어 기능과 해당 경보 시스템

    적합성은 검사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4. 프로그램가능 의료용 전기시스템(PEMS)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4.에 따른다.
    항목 추가:
    14.101.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인공호흡기의 프로그램 가능한 의료용 전기 하부시스템(PROGRAMMABLE 

ELECTRONIC SUBSYSTEMS, PESS)은 IEC 62304:2006을 준수하는 
설계 공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하드웨어 위험관리 수단이 없는 
인공호흡기 PESS의 환기제어 소프트웨어 품목은 소프트웨어 안전등급 
C로 간주된다.

    적합성은 소프트웨어 안전등급에 IEC 62304가 요구하는 문서를 검사하여 
확인한다(요구사항은 IEC 62304:2006, 1.4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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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ME기기의 구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5.에 따른다.
    항목 추가:
    15.3.5.101. 거친 취급 추가 요구사항
    15.3.5.101.1. *충격 및 진동
    의료시설 내부에서 환자 이동 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적용 

부속품을 포함한 인공호흡기와 그 부품은 정상 사용, 밀기, 충격, 낙하 
및 거친 취급에 의해 초래되는 기계적 응력을 받을 때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거치형 ME기기는 이 세부항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제외된다.

    다음 시험에 이어서, 인공호흡기는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을 유지해야 
하고 12.1. 및 12.4.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을 수행하여 확인한다.
     a) 다음 조건을 사용한 IEC 60068-2-27:2008에 따른 충격시험
        ※ 비고 : 이것은 IEC/TR 60721-4-7:2001. 7M2항을 요구한다.

      1) 시험방식: Type 1
       - 최고 가속도: 150 m/s2 (15 g)
       - 기간: 11 ms
       - 펄스 모양: 반 정현파
       - 충격 횟수: 축당 방향별 3회의 충격(총 18회)
       또는

      2) 시험방식: Type 2
       - 최고 가속도: 300 m/s2 (30 g)
       - 기간: 6 ms
       - 펄스 모양: 반 정현파
       - 충격 횟수: 축당 방향별 3회의 충격(총 18회)
         ※ 비고 :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15.3.4.1.에 있는 요구사항으로 시

험되고 이를 준수하는 인공호흡기는 이 요구사항을 준
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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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음 조건을 사용한 IEC 60068-2-64:2008에 따른 광대역 무작위 
진동시험

        ※ 비고: 이것은 IEC/TR 60721-4-7:2001. 7M1과 7M2항을 요구한다.

       3) 가속 진폭
          - 10 Hz ～ 100 Hz : 1.0(m/s2)2/Hz
          - 100 Hz ～ 500 Hz: -6 db/옥타브

       4) 기간: 10분/수직 축(총 3회)

     c) 다음 시험으로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 및 12.1. 및 12.4.의 요구사
항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15.3.5.101.2. *이동용 인공호흡기 충격 및 진동
    이동용으로(진료시설 내부 환자 이동 중) 적용 부속품을 포함한 인공호흡기 

및 그 부품은 정상 사용, 밀기, 충격, 낙하 및 거친 취급에 의해 초래되는 
기계적 응력을 받을 때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 시험을 
위하여 인공호흡기 및 그 부품과 적용 부속품은 부속 문서에 표시된 장착 
부속품을 사용하여 장착되어야 한다.

    ※ 비고: 부속문서에 하나 이상의 장착 시스템이 설명된 경우에는 다수의 
시험이 필요하다.

    다음 시험 중, 인공호흡기는 경우에 따라서 의도된 공급량에 의해 선택
되는 표 201.102의 조건 및 변수를 사용하여 시험용 폐를 환기시키는 동안에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정량제어 호흡
방식 또는 압력제어 호흡방식으로 시험을 수행한다. 시험 중 개별 호흡의 
공급량 오차는 35 %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1분 간격에 걸쳐 평균된 
공급량 오차는 25 %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시험 중 공급량 및 
경보조건은 최소 감지 레벨로 설정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을 수행하여 확인한다.
     a) 다음 조건을 사용한 IEC 60068-2-27:2008에 따른 충격시험
      1) 시험방식: Type 1
       - 최고 가속도: 50 m/s2 (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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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6 ms
       - 펄스 모양: 반 정현파
       - 충격 횟수: 축당 방향별 3회의 충격(총 18회)
     또는

     b) 다음 조건을 사용한 IEC 60068-2-64:2008에 따른 광대역 무작위 
진동시험

      2) 가속 진폭
       - 10 Hz ～ 100 Hz: 0.33(m/s2)2/Hz
       - 100 Hz ～ 500 Hz: -6 db/옥타브
      3) 기간: 30분/수직 축 (총 3회)

     c) 절차 1과 다음 시험을 사용한 IEC 60068-2-31:2008에 따른 자유낙하
      4) 낙하 높이
       - 질량 ≤ 1 kg에 대해, 0.25 m
       - 질량 > 1 kg 및 ≤ 10 kg에 대해, 0.1 m
       - 질량 > 10 kg 및 ≤ 50 kg에 대해, 0.05 m
       - 질량 > 50 kg에 대해, 0.01 m
       5) 낙하 횟수: 지정된 각 자세에서 2회

     d) 시험 중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시험 중 
공급량이 표시된 한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15.101. 가동 모드
    인공호흡기는 연속 가동에 적합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5.102. 공급 산소 농도
    인공호흡기는 환자에게 대기로부터 최소 90 %까지 범위 이상의 O 2 

농도를 포함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고장으로 가스공급 손실이 체적으로 3 % 이상의 공급 산소농도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경보조건은 최소한 중간 우선순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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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5.103. 부속 자체점검
    인공호흡기는 VBS 저항 및 적합성 특성이 7.9.2.9.101. b)에 표시된 정격 

범위 이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추가 요구
사항은 7.9.2.8.101.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수단은 조작자 조치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6. ME시스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6.에 따른다.
    항목 추가:
    16.1.101. ME시스템에 대한 추가 일반 요구사항
    VBS에 연결된 부속품은 인공호흡기가 있는 ME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공통기준규격의 해당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7.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7.에 따른다.
    항목 추가 :
    17.101. ME기기 및 ME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인공호흡기와 그 부속품은 생명유지 ME기기 또는 ME시스템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인공호흡기가 생명유지 ME기기 또는 ME시스템으로 간주된다는 
표시에 대해서 위험관리 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항목 추가(새로운 항) :
    101. 가스 연결
    101.1. *역 가스 누설에 대한 보호
    동일한 가스의 공급 시스템으로 가는 가스입구로부터의 역 가스 누설을 

정상 조건에서 100 mℓ/min 미만으로 제한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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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상이한 가스의 공급 시스템으로 가는 하나의 고압 입구로부터의 
교차 가스 누설을 정상 조건에서 100 mℓ/h 미만으로 제한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단일고장 조건 하에서 다른 상이한 가스의 공급 시스템으로 가는 하나의 
고압 입구로부터의 교차 가스 누설이 100 mℓ/h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에 
인공호흡기는 이러한 교차 누설을 표시하는 최소한 중간 우선순위 기술 
경보조건을 나타내는 경보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이 교차 유량은 100 
mℓ/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01.2.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 연결
    조작자 분리형 호스 어셈블리가 인공호흡기와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 

사이의 연결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ISO 5359:2008을 준수해야 한다.

    적합성은 ISO 5359:2008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1.3. VBS 커넥터
    101.3.1. *일반사항
    원뿔형 VBS 커넥터는 ISO 5356-1:2004를 준수하는 15 mm 또는 22 mm 

커넥터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커넥터와 체결되지 않아야 한다.

    비 원뿔형 커넥터는 ISO 5356-1:2004의 체결, 해제 및 누설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해당 개별기준규격을 준수하는 원뿔형 커넥터와 체결
되지 않아야 한다.

    VBS, 그 부품 또는 부속품은 ISO 594-1:1986 또는 ISO 594-2:1998을 
준수하는 기능적 연결을 허용하는 커넥터를 구비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 ISO 5356-1:2004의 시험과 기능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1.3.2. 그 밖의 명명된 포트
    101.3.2.1. 환자 연결구
    환자 연결구는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한다.



- 438 -

     a) ISO 5356-1:2004를 준수하는 F형 15 mm 원뿔 커넥터
     b) ISO 5356-1:2004를 준수하는 원뿔형 15 mm / 22 mm 원뿔 커넥터

    적합성은 ISO 5356-1:2004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1.3.2.2. 가스 출력 포트 및 가스 회수 포트
    가스 출력 포트 및 가스 회수 포트는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커넥터와 체결되지 않아야 한다.
     a) ISO 5356-1:2004를 준수하는 M형 22 mm 원뿔 커넥터
     b) ISO 5356-1:2004를 준수하는 M형 15 mm 원뿔 커넥터
     c) ISO 5356-1:2004를 준수하는 원뿔형 15 mm/22 mm 원뿔 커넥터

    적합성은 ISO 5356-1:2004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1.3.2.3. 수동식 환기 포트
    수동식 환기포트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ISO 5367:2000을 준수하는 호흡

관을 수용하는 M형 원통 커넥터이어야 한다.

    적합성은 ISO 5367:2000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1.3.2.4. 비상 흡입 포트
    비상 흡입 포트는 조작자가 접근 가능한 커넥터를 구비하지 않아야 한

다. 비상 흡입포트는 인공호흡기가 사용될 때 방해를 방지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01.3.2.5. 유량 방향성 구성품
    VBS의 조작자 분리형 유량 방향성 구성품은 환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결합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조작자 분리형 유량 방향성 구성품을 검사하고 위험관리 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101.3.2.6. 부속품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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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품 포트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ISO 5356-1:2004에 지정된 커넥터와 
호환되지 않아야 하고 부속품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수단과 부속품 제거 
후 덮개를 고정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비고: 이 포트는 일반적으로 가스 샘플링 또는 치료용 에어로졸의 
도입에 사용된다.

    적합성은 검사와 ISO 5356-1:2004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1.3.2.7. 감시 프로브 포트
    감시 프로브 도입용 프로브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ISO 5356-1:2004에 

지정된 커넥터와 호환되지 않아야 하고 프로브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수단과 프로브 제거 후 덮개를 고정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와 ISO 5356-1:2004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1.3.2.8. 가스 배출구
    커넥터가 가스 배출구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ISO 5356-1:2004를 준수하는 

30 mm 커넥터이어야 한다.
    ※ 비고: ISO 5356-1:2004를 준수하는 30-mm 커넥터는 「의료기기 기준

규격」[별표2] 38. 가스마취기를 준수하는 마취가스 배기 시스템
(ANAESTHESIA GAS SCAVENGING SYSTEM, AGSS)에 연결
하는데 적절해야 한다.

    인공호흡기는 제공된 가스 배기 포트가 사용 중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와 ISO 5356-1:2004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2. VBS 및 부속품 요구사항
    102.1. *일반사항
    모든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 그 부분 및 부속품은 인공호흡기 제조자 

또는 기타 단체(“제3의 제조자” 또는 의료 제공자)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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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은 이 기준규격의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02.2. 라벨링
    부속 문서에는 최소한 하나의 호환되는 인공호흡기의 모델 또는 형식 

참조가 102.1.에 적합한 각 VBS 또는 부속품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

    다음의 문구가 각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 부분 또는 부속품의 부속 문
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a)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 그 부분 및 부속품은 특정 인공호흡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검증되었다.

     b) 호환되지 않는 부분은 성능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c) 책임있는 조직은 사용하기 전에 인공호흡기와 환자에 연결하는데 사

용되는 모든 부분의 호환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적합성은 부속 문서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02.3. 호흡관
    가열식 호흡관을 제외하고 VBS에 사용하기 위한 호흡관은 ISO 

5367:2000을 준수해야 한다.

    적합성은 ISO 5367:2000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2.4. *수분 관리
    102.4.1. 가습 시스템
    가열식 호흡관을 포함하여 인공호흡기에 포함되거나 인공호흡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되는 가습기는 ISO 8185:2007을 준수해야 한다.
    적합성은 ISO 8185:2007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2.4.2. 열기 및 습기 교환기(HME)
    VBS에 포함되거나 VBS와 열기 및 습기 교환기는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

되는 가습기는 ISO 9360-1:2000 또는 ISO 9360-2:2001을 준수해야 한다.

    적합성은 ISO 9360-1:2000 또는 ISO 9360-2:2001을 시험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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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5. 가스 혼합기
    인공호흡기에 포함되거나 인공호흡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되는 가스 

혼합기는 ISO 11195:1995의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적합성은 ISO 11195:1995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2.6. 호흡 시스템 필터
    인공호흡기에 포함되거나 인공호흡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되는 호흡 

시스템 필터는 ISO 23328-1:2003 및 ISO 23328-2:2002의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적합성은 ISO 23328-1:2003 및 ISO 23328-2:2002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2.7.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
    102.7.1. 완비된 VBS로부터 누설
    VBS로부터 우발적인 누설은 300 mℓ 이상의 공급량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50 hPa (50 cmH2O)에서 200 mℓ/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300 mℓ ～ 50 mℓ 사이의 공급량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
호흡기에 대해서 40 hPa (40 cmH2O)에서 100 mℓ/min을 초과하지 않
아야 하며, 50 mℓ 미만의 공급량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호흡기에 대해
서 20 hPa(20 cmH2O)에서 50 mℓ/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확인한다.
     a)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의도된 적용을 위해 VBS를 설정한다.
     b) 모든 포트를 밀봉한다.
     c) 압력측정 장치를 연결하고 다음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VBS에 공기를 

투입한다.
      - 50 hPa(50 cmH2O), Vdel ≥ 300 mℓ의 공급량을 제공하기 위한 

VBS
      - 40 hPa(40 cmH2O), 300 mℓ ≥ Vdel ≥ 50 mℓ의 공급량을 제공하기 

위한 VBS
      - 20 hPa(20 cmH2O), Vdel ≤ 50 mℓ의 공급량을 제공하기 위한 VBS
     d) 공기 유량을 조정하여 압력을 안정화시키고 누설 유량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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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2. *비침습성 환기
    비침습성 환기에 사용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사용설명서는 환자의 호기

량이 마스크 주위의 누설로 인해 측정된 호기량과는 다를 수 있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비침습성 인공호흡기는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73. 호흡감사기(ISO 
21647 대체)에 따라서 날숨 분기관 또는 환자 연결구에서 날숨 이산화탄
소 농도 측정용 CO2 감시기기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설명서에는 인공호흡기가 서비스에 투입
되기 전에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73. 호흡감시기(ISO 21647 대체)
에 따라서 날숨 분기관 또는 환자 연결구에서 날숨 이산화탄소 농도 측
정용 CO2 감시기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적합성은 사용설명서를 검사하여 또는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73. 
호흡감사기의 시험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103. *정전 중 자발적 호흡
    정상 환기가 정상 작동에 필요한 값을 벗어난 전기 또는 공압 공급 

동력에 의해 훼손된 경우에 자발적인 호흡을 허용하는 보호장치가 제공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권장되는 모든 부속품을 설치하고 환자 연결구에서 
측정된 들숨 및 날숨 압력 하강은 다음의 모든 유속에서 6.0 hPa(6.0 
cmH2O)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30 ℓ/min, Vdel ≥ 300 mℓ의 공급량을 제공하기 위한 VBS
     - 15 ℓ/min, 300 mℓ ≥ Vdell ≥ 50 mℓ의 공급량을 제공하기 위한 

VBS
     - 2.5 ℓ/min, Vdel ≤ 50 mℓ의 공급량을 제공하기 위한 VBS
    ※ 비고: 이 요구사항은 환자가 훼손된 조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합성은 기능시험과 최고 압력하강을 산출하는 것으로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부속품과 결합된 환자연결구에서 유량, 압력 및 저항을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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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104. *훈련
  IEC 62366:2007, 7.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책임있는 조직의 조작자와 피지

명인 모두에게 필요한 훈련이 고려되어야 한다.
  ※ 비고: 훈련을 위한 요구사항은 IEC 62366:2007, 7항에서 찾을 수 있다.

  적합성은 부속 문서를 검사하여 확인한다.

  105. *동작 기간 표시
  인공호흡기 자동으로 또는 조작자 조치에 의하여 인공호흡기의 누적 작동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인공호흡기는 최종 
예방정비 이후 또는 다음 권장예방정비까지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06. 신호 입력/출력 부분
    106.1. 일반사항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은 인공호흡기의 신호 입력/출력 부분이 교란되는 

경우 또는 장비가 고장난 부품에 연결된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06.2. *전자식 건강 기록기 연결
    인공호흡기는 인공호흡기로부터 전자식 건강 기록기까지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는 신호 입력/출력 부품을 구비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06.3. *분산형 경보 시스템 연결
    인공호흡기는 분산형 경보 시스템에 연결을 허용하는 신호 입력/출력 

부품을 구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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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4. *원격제어 연결
    인공호흡기는 인공호흡기의 외부제어 연결용 신호 입력/출력 부품을 구비할 

수 있다.
    ※ 비고: ASTM F2761-09는 네트워크데이터 커플링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규격의 예시이다.

    107. 디스플레이 루프
    107.1. 압력-체적 루프
    인공호흡기에 압력-체적 루프 디스플레이가 제공되는 경우에 그래프는 

다음을 사용해야 한다.
     - 수직축에 공급량
     - 수평축에 기도 압력
    양의 값은 디스플레이의 상부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공급량의 증가는 

양의 값이어야 한다.

    체적은 호흡이 시작될 때마다 원점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107.2. 유량-체적 루프
    인공호흡기가 유량-체적 루프를 구비한 경우에 그래프는 다음을 사용해야 

한다.
     - 수직축에 유속
     - 수평축에 공급량

    양의 값은 디스플레이의 상부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환자로 가는 가스 
유량(들숨 유량)과 공급량의 증가는 양의 값이어야 한다. 체적은 호흡이 
시작될 때마다 원점으로 재설정 되어야 한다.

    인공호흡기에는 환자로부터의 가스 유량(날숨 유량)이 양의 값으로 제시
되는 경우 유량-체적 루프에 대한 추가적인 옵션 디스플레이가 제공
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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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시간설정 환기 중단
    108.1. 날숨 일시정지
    인공호흡기는 날숨에서 인공호흡기를 일시 정지시키는 조작자 제어 

수단을 구비할 수 있다.

    인공호흡기가 날숨에서 인공호흡기를 일시 정지시키는 수단을 구비한 
경우에,

     a) 날숨 일시정지 기간은 조작자가 구성가능하거나 조작자가 조정 가능
할 수 있다.

     b) 한 번 이상의 날숨 일시정지 기능이 제공될 수 있다.
     c) 날숨 일시정지 중 이 날숨 일시정지에 의해 초래되는 호흡 일시정지 

관련 환기 경보조건은 날숨 일시정지 기간 동안 오디오 일시정지 또는 
경보 일시정지이어야 한다.

     d) 공통기준규격[별표4] 6.8.5.의 경보신호 비활성화에 대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인공호흡기는 정보신호 또는 저우선순위 경보조건으로 
날숨 일시정지의 존재를 표시해야 한다.

     e) 날숨 일시정지의 최대 허용 기간은 60초이어야 한다.
     f) 신호 입력 부품/신호 출력 부품으로부터 날숨 일시정지를 개시하는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 비고
     1. 날숨 일시정지는 인공호흡기를 대기 모드 또는 CPAP에 놓거나 

미리 정해진 기간 이후 환기를 자동으로 일시 정지시키는 기능과 
동등할 수 있다.

     2. 날숨 일시정지를 사용하여 공기가 빠진 폐와 방사선사진 영상을 동기
화시킬 수 있다.

    적합성은 검사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108.2. 들숨 일시정지
    인공호흡기는 들숨에서 자동환기를 일시 정지시키는 조작자 제어 수단을 

구비할 수 있다.

    인공호흡기가 들숨에서 인공호흡기를 일시 정지시키는 수단을 구비한 
경우에,

     a) 들숨 일시정지 기간은 책임있는 조직이 구성가능하거나 조작자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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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 있다.
     b) 들숨 일시정지 중에 12.4.105.의 고압 경보조건과 보호장치는 계

속 활성화되어야 한다.
     c) 한 번 이상의 들숨 일시정지 기능이 제공될 수 있다.
     d) 들숨 일시정지 중 이 들숨 일시정지에 의해 초래되는 호흡 일시정지 

또는 지속적인 기도 압력 경보조건은 들숨 일시정지 기간 동안 오디오 
일시정지 또는 경보 일시정지이어야 한다.

     e) 공통기준규격[별표4] 6.8.5.의 경보신호 비활성화에 대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인공호흡기는 정보신호 또는 저우선순위 경보조건으로 
들숨 일시정지의 존재를 표시해야 한다.

     f) 비조정 들숨 일시정지의 최대 기간은 10초이어야 한다. 들숨 일시
정지의 최대 허용기간은 40초이어야 한다.

     g) 신호 입력 /신호 출력 부품으로부터 들숨 일시정지를 개시하는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 비고: 날숨 일시정지를 사용하여 폐 팽창의 방사선사진 영상을 동기
화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

    적합성은 검사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3.2.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전자파 안전은「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
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항목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
통기준규격」의 번호에 대치하거나 또는 추가 삽입한다.

  6.2.1.10. *적합성 기준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세부항 6.2.1.10.은 다

음으로 교체된다.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6.2에 지정된 시험 조
건 하에서 인공호흡기는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을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
라서 의도된 공급량에 의해 선택되는 표 201.102의 조건과 변수를 사용하
여 폐를 환기시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정량제어 호흡방식 또는 압력
제어 호흡방식으로 시험을 수행한다.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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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다음의 성능저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 구성품 고장
   - 프로그램 가능 변소 또는 설정값의 변화
   - 기본 설정값으로 리셋
   - 가동모드의 변경
     예: 호흡 방식, 환기 모드, 환기 빈도, I/E 비율의 변경.
   - 의도되지 않은 조작의 시작
   - 35 % 이상의 개별 호흡 공급량 오차와 1분 간격 동안 평균하여 25 % 

이상 공급량 오차

  기본 안전 또는 필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능의 일시적인 저하를 
보일 수 있다(예: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성능으로부터 변동).

3.3 사용적합성에 관한 시험
사용적합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항목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공통기준규격[별표3]의 번호에 대치 또는 추가 삽입한다.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3]에 따른다.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다음은 주요한 조작 기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 조작자 조정방식 제어기 설정
    - 경보한계 설정
    - 경보신호 비활성화
    - 상이한 환기 모드와 호흡방식 사이의 전환
    - 환기 제어변수 설정
      예 : 환기 빈도, 공급량, PEEP, 압력 지지
   b) 감시되는 환기 변수 관찰
      예 : 기도 압력 및 호기량
   c) VBS의 분리가능 부품을 인공호흡기에 연결하는 작업을 포함한 VBS 구성
      예 : 가습기, 분무기(네블라이저), 워터트립, 배관, 호흡 시스템 필터
   d) 환자 인터페이스의 VBS의 환자 연결구 연결 또는 분리
   e) 전원 꺼짐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시동
   f) 인공호흡기 정지
   g) 경보 시스템을 포함하여 인공호흡기의 사용 전 기본 기능점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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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경우에 다음 기능들도 주요 조작기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h) 대기 상태로부터 환기 시동
   i) 대기 상태 활성화
   j) 폐 기능 및/또는 인공호흡기 효과성 변수 설정값 평가를 도와주는 동작 

활성화
     예 : 들숨 일시정지, 날숨 일시정지, 완만한 팽창
   k) 밀폐식 흡입 기능 활성화
   l) 날숨 가스 농도 관찰.
     예 : FiO2 또는 etCO2

  환기에 관련된 다음 조치들도 주요 조작 기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비고: 이 기준규격의 목적상 다음 기능들은 호흡기의 조작자 장비 인터

페이스에서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요 조작 기능으로 간주
된다.

   m) VBS를 통해 공급되는 가스 가습/컨디셔닝
   n) 환자에게 흐르는 가스에 의약품 추가
      예 : VBS 보조포트 연결부에 액체 분무 또는 주입
   o) 환자의 기도 흡입
   p) 환자 X선 촬영
   q) 수동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환기 대체수단 제공
   r) 환자 정위치

3.4 경보시스템에 관한 시험
경보시스템은 공통기준규격[별표4]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항목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공통기준규격[별표4]의 번호에 대치 또는 추가 삽입한다.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4]에 따른다.

    항목 추가 :
    6.3.3.2.101. *경보조건 로깅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인공호흡기의 경보 시스템은 모든 고우선순위 및 중간 우선순위 경보

조건에 대해 공통기준규격[별표4] 6.12.에 따라서 경보조건 로깅을 구비
해야 한다.



- 449 -

    6.8.3.101. 전역 무한 경보신호 비활성화 상태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인공호흡기는 환자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전역 경보 정지를 초기화하는 

수단을 구비하지 않는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6.8.4.101. *경보신호 비활성화 종료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이 기준규격에 의해 요구되는 경보조건에 대한 오디오 일시정지 기간

은 조작자 개입 없이 12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비고: 이것은 조작자가 직접적인 조치에 의하여 오디오 일시정지 

기간을 신중하게 연장하도록 허용한다.

    적합성은 기능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4.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
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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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에 관한 설명 항목
특정 보관 및/또는 취급 설명서 7.2.101. a)
인공호흡기의 즉각 조작에 해당하는 특정 경고 및/또는 
주의사항 7.2.101. b)

해당되는 경우 유량 방향성 구성품에 대한 유량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7.2.101. e)

해당되는 경우 천연고무 라텍스 포함 7.2.13.101.
별도로 공급되는 부속품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우 인공호흡기의 
기본 안전 또는 필수 성능에 미치는 부속품의 한계 또는 역
효과 표시

7.2.4.101.

별도로 공급되는 부속품에 대해서, 7.2.101의 요구사항 7.2.4.101.
각 VBS,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우 프탈레이트 
포함 11.6.4.

재사용가능 호흡 부착물 포장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우 천연
고무 라텍스 포함 7.2.17.101. b)

재사용가능 호흡 부착물 포장에 대해서, 내용물 설명 7.2.17.101. b)
재사용가능 호흡 부착물 포장에 대해서, 뱃치, 형식 또는 일
련번호에 대한 식별 참조 7.2.17.101. b)

재사용가능 호흡 부착물 포장에 대해서, “일회용”, “재사용
하지 마시오”, “재생용 아님”, ISO 7000:2004로부터 기호 
1051 또는 ISO 15223-1:2007로부터 기호 5.2

7.2.17.101. a)

일회용 호흡 부착물 포장에 대해서, “살균” 또는 경우에 
따라서 ISO 15223-1:2007로부터 기호 5.20～5.24 중 하나 7.2.17.101. a)

일회용 호흡 부착물 포장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우 천연고무 
라텍스 함량 7.2.17.101. a)

일회용 호흡 부착물 포장에 대해서, 내용물 설명 7.2.17.101. a)

부록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부록을 적용한다.

부록 C
(참고)

ME기기 및 ME시스템에 대한 표시 및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

C.1. ME기기, ME시스템 또는 그 부품의 외부에 표시
인공호흡기,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외부 표시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표 
201.C.101에 열거되어 있다.

표 201.C.101. 인공호흡기, 그 부품 또는 부속품의 외부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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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호흡 부착물 포장에 대해서, 뱃치, 형식 또는 일련번
호에 대한 식별 참조 7.2.17.101. a)

해당되는 경우 가스 전용 입구 및 출구에 대한 가스 명칭 
또는 화학기호 7.2.101. c)

해당되는 경우 가스 전용 입구 및 출구에 대한 가스 고유 
칼라코딩 7.2.101. c)

해당되는 경우 ME기기, 부품 또는 부속품이 사용되지 않아
야 하는 유효일자 표시 7.2.101. f)

필수 조치 안전 기호: 사용설명서를 따른다 7.2.3.
가장 흔한 구성의 인공호흡기에 대한 가장 흔한 구성의 질량 7.2.101. i)
경우에 따라서 가스 입구 또는 출구에 대한 공급압력 범위 
및 정격 유량 요구사항 7.2.101. d)

해당되는 경우 응급 공기입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7.2.101. g)
해당되는 경우 가스 흡입 포트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7.2.101. h)

요구사항 설명  항목
각 VBS 및 부속품에 대해서 최소한 하나의 호환되는 
인공호흡기의 모델 또는 형식 참조 102.2.

각 VBS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 인공호흡기 호흡 시
스템, 그 부품 및 부속품은 특정 인공호흡기와의 사용에 
대해 검증되었다는 문구

102.2. a)

각 VBS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 호환되지 않는 부품은 
성능감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구 102.2. b)

각 VBS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 담당 조직은 사용전에 
환자에 연결되는데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및 모든 부품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것을 책임진다

102.2. c)

경우에 따라서 각 가스에 대한 최대 시간 가중평균 입력 
유량 4.11.101.2. 3) i)

경우에 따라서 각 가스에 대한 순간 입력 유량 4.11.101.2. 3) ii)
날순 분기 부분 중단 경보조건이 결정되는 수단과 이를 
시험하는 수단 12.4.108.

방해 경보조건이 결정되는 수단과 이를 시험하는 수단 12.4.107.
제조자의 이름 또는 상호 및 주소와 공인에게 허가받은 
현장 내에 제조자가 주소를 가지지 않는 장소 7.9.1.

체적, 유량 및 누설 측정단위 7.4.3.
인공호흡기는 경우에 따라서 고유량 장치 경고이다. 4.11.101.2. 3) iii)

C.2. 부속 문서, 일반
인공호흡기 또는 그 부품의 부속 문서에 포함되는 일반정보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표 201.C.102.에 열거되어 있다.

표 201.C.102. 부속 문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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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설명 항목

구비된 경우 호기량 감시기기의 정확도 12.4.103.1.
12.4.103.2.

구비된 경우 공급량 감시기기의 정확도 12.1.103.
해당되는 경우 천연고무 라텍스를 포함한 구성품 7.2.13.101.
해당되는 경우 인공호흡기의 기본 안전 또는 필수 성능에 
미치는 권장 부속품의 악영향 7.9.2.14.101. b)

인공호흡기에 의해 방출되는 A-특성 음향출력 레벨 9.6.2.101.
인공호흡기에 의해 방출되는 A-특성 음압 레벨 9.6.2.101.
내부 전원 또는 외부 예비전원으로 전환 후 인공호흡기의 
거동 11.8.101.2. c)

내부 전원 또는 외부 예비전원이 재충전되는 동안 인공호
흡기의 거동 11.8.101.2. d)

인공호흡기가 통제되고 표시되는 변수의 정확도를 유지하
는 조건 7.9.2.9.101. c)

기술설명서가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기술설명서의 추가 정
보에 대한 상호참조 7.9.2.16.101.

사용설명서 발행일 또는 개정일 7.9.2.1.101. b)
구비된 경우 호기량 감시기기의 경보 한계 값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설명 

12.4.103.1.
12.4.103.2.

해당되는 경우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 내부 구성품 배치 
제한 공개 7.9.2.14.101. a)

별도로 공급되는 부속품에 대해서 부속품 표시가 실질적
이지 않은 경우, 7.2.4.101의 요구사항 7.2.4.101.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ME기기에 표시된 IP 등급의 의미 
설명 7.9.2.9.101. d)

비침습형 환기용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환자의 호기량은 
마스크 주변 누설로 인한 호기량과 다를 수 있다는 영향
에 대한 경고 문구

102.7.2.

비침습형 환기용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VBS를 CO2 감시
기기에 연결하는 방법은 해당 장비가 VBS의 일체 부품이
지 않는 한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102.7.2.

일회용 인공호흡기, 그 부품 또는 부속품에 대해서, 인공
호흡기, 그 부품 또는 부속품이 재사용되는 경우에 위험을 
부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자에 알려진 특성 및 기술적 
요인에 관한 정보

7.9.2.1.101. a)

각 VBS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한 잔류 
위험, 임산부 또는 수유부의 치료와 해당되는 경우 프탈레
이트를 포함한 장치에 대한 적절한 예방수단에 관한 정보

11.6.4.

인공호흡기가 비침습형 환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7.9.2.9.101. e)

C.3. 부속 문서, 사용 설명서
인공호흡기 또는 그 부품의 사용설명서에 포함되는 일반정보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표 201.C.103에 열거되어 있다.

표 201.C.103.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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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시 
구비된 경우 호기량 감시기기 연결방법에 관한 정보 12.4.103.1.
해당 장비가 인공호흡기의 일체형 부품이 아닌 한 O2 감
시기기를 연결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12.4.101.

공급량에서 산소농도를 21% 체적비에서 최대 설정가능 
산소농도의 90%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시간 12.1.104.

기술 설명서가 별도인 경우 기술 설명서 내용 목록 7.9.2.16.101.
정상 조건에서 압력제어 호흡에 대한 설정값과 관련하여 
들숨 단계 끝에서 기도압력의 최대 오차 12.1.102.

정상 조건에서 압력제어 호흡에 대한 설정값과 관련하여 
공급량의 최대 오차 12.1.101.

정상 조건에서 정량제어 호흡에 대한 설정값과 관련하여 
환자 연결구에서 들숨 산소 농도(FiO2)의 최대 오차 12.1.101.

정상 조건에서 압력제어 호흡에 대한 설정값과 관련하여 
환자 연결구에서 들숨 산소 농도(FiO2)의 최대 오차 12.1.102.

정상 조건에서 압력제어 호흡에 대한 설정값과 관련하여 
PEEP의 최대 오차 12.1.102.

정상 조건에서 정량제어 호흡에 대한 설정값과 관련하여 
PEEP의 최대 오차 12.1.101.

최고 한계 압력 7.9.2.9.101. a)
최고 작동 압력이 보장되는 수단 7.9.2.9.101. a)
예비 전원을 시험할 수 있는 수단 11.8.101.2. b)
모든 경보신호를 기능적으로 시험하여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7.9.2.8.101.

만충전시 전원의 작동시간 11.8.101.2. a)
인공호흡기 및 그 부속품의 처리 지시사항 처리 또는 재
처리 11.6.6.

설정 및 감시되는 체적과 압력의 정확도가 유지되는 날숨 
가스 기도 저항의 정격 범위 7.9.2.9.101. b)

설정 및 감시되는 체적과 압력의 정확도가 유지되는 들숨 
가스 기도 저항의 정격 범위 7.9.2.9.101. b)

설정 및 감시되는 체적과 압력의 정확도가 유지되는 VBS 
적합성의 정격범위 7.9.2.9.101. b)

조정이 가능한 경우 최고 작동 압력이 설정될 수 있는 정
격 범위 7.9.2.9.101. a)

밀폐식 흡입에 대한 권장 환기 모드 및 설정값 9.101.
기도압력이 경우에 따라서 날숨 단계에서 대기압 미만 압
력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에 대해 날숨 단계 중 대
기압 미만이 될 수 있다는 문구

7.9.2.9.101. a)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에 정전기 또는 전도성 호스나 튜
브가 사용되지 않는 영향에 대한 문구 7.9.2.14.101.

구비된 경우에 인공호흡기가 가동 전 들숨 산소 농도 측
정용 O2 감시기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영향에 대한 문구 12.4.101.

구비된 경우에 인공호흡기가 가동 전 환자 연결구에서 호
기량을 나타내는 감시기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영향에 대
한 문구

1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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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숨 단계에서 대기압 미만 압력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
호흡기에 대해 환자연결구에서의 대기압 미만 압력 한다 7.9.2.9.101. a)

인공호흡기 호흡계통에 대한 추가 부착물 또는 기타 구성
품이나 하부 어셈블리가 인공호흡기 호흡계통에 걸친 안
력차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인공호흡기 호흡계통에 대
한 그러한 변화가 인공호흡기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7.9.2.2.101. c)

분무 또는 가습이 호흡계통 필터의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고 조작자가 증가된 저항과 막힘에 대해 호흡계통 필터
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7.9.2.2.101. d)

인공호흡기 정확도가 경우에 따라서 분무기(네블라이저) 
사용에 의해 추가된 가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7.9.2.2.101. h)

인공호흡기는 인공호흡기의 조작 또는 성능이 적용 사례
를 포함하여 악영향을 받는 방법으로 덮이거나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문구

7.9.2.2.101. a)

인공호흡기는 경우에 따라서 고압 챔버 안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7.9.2.2.101. e)

인공호흡기는 경우에 따라서 산화질소와 함께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7.9.2.2.101. f)

인공호흡기는 경우에 따라서 헬륨 또는 헬륨 혼합물과 함
께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 7.9.2.2.101. g)

인공호흡기 고장의 경우에 적절한 대체 환기수단에의 즉
각적인 접근 결핍은 환자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영향
에 대한 경고 문구 

7.9.2.2.101. b)

정상 조건 및 단일고장 조건 중 체액이나 날숨 가스로 오
염될 수 있는 인공호흡기를 통한 가스 경로의 부분 7.9.2.12.

요구사항 설명 항목
이 개별기준규격에 지정된 각 경보조건에 대해 경보 시스
템의 기능을 점검하고 점검이 자동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를 나타내는 방법의 설명 

7.9.3.101

권장된 각 호흡계통 필터의 필수적인 기술적 특성 공개 7.9.3.1.101 d)
공개된 각 공차에 대한 불확도 공개 5.101.3
공급되거나 사용설명서에 권장된 인공호흡기 호흡 시스템
에서 조작자가 분리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구성도를 포
함한 인공호흡기의 공압 구성도

7.9.3.1.101 b)

제어를 위해 표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으로서 측정된 및/또
는 계산된 모든변수들에 대한 여과 및/또는 평활화 기법
의 요약 설명 

7.9.3.1.101 a)

인공호흡기의 각 모드에서 들숨 단계 시작 및 종료 수단
의 요약 설명 7.9.3.1.101 c)

C.4. 부속 문서, 기술 설명서
인공호흡기 또는 그 부품의 기술 설명서에 추거되는 정보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은 표201.C.104에 수록되어 있다.

표 201.C.104. 기술 설명서



- 455 -

순위 기호 참조 제목

1

(YYYY-MM)

심벌 5:12
ISO 15223-1:2007
ISO 7000-2607

유효기간
(사용가능 날짜)

2
심벌 5:20
ISO 15223-1:2007
ISO 7000-2499

살균

3
심벌 5.21
ISO 15223-1:2007
ISO 7000-2500

방부처리 기법을 사용한 
살균

4
심벌 5.22
ISO 15223:2007
ISO 7000-2501

산화 에틸렌을 사용한 살균

5
심벌 5.23
ISO 15223-1:2007
ISO 7000-2502

방사선 조사를 사용한 살균

6
심벌 5:24
ISO 15223-1:2007
ISO 7000-2503

증기 또는 건조 가열을 
사용한 살균

7
심벌 5.14
ISO 15223-1:2007
ISO 7000-2492

뱃치 코드

부록 D
(참고)

표시 상의 기호

다음을 제외하고 공통기준규격[별표1] 부록 D항이 적용된다.

추가:

표 201.D.2.101. 표시 상의 추가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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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벌 5.15
ISO 15223-1:2007
ISO 7000-2493

카탈로그 번호

9
심벌 5.16
ISO 15223-1:2007
ISO 7000-2498

일련번호

10 ISO 7000-2725 천연고무 라텍스 존재,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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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록:

부록 AA
(참고)

개별 지침 및 이론적 근거

AA.1. 일반 지침
이 부록은 이 문서의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 문
서의 대상에 익숙하지만 문서의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
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적용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임상 시험 실시기준과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론적 근거는 이러한 개발에 의한 부득이한 이 문서의 
개정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확신된다.

AA.2. 개별 항 및 세부항에 대한 이론적 근거
다음 이론적 근거의 번호는 이 문서의 항 번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번호는 
연속적이지 않다.

4.6. 환자와 접촉하는 ME기기 또는 ME시스템의 부분
VBS의 많은 부분이 환자 위나 주변에 걸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 
사용 중 환자와 직접 접촉하기 쉽다. 추가적으로 가스 경로는 환자와의 사이에 
유체를 전달한다. 이처럼 VBS의 가스 경로는 가스 경로를 통해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물질과의 생체 교합 및 양립성에 관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로가 VBS 안으로 통합되는 경우에 전기적 위해와 관련된다. 
VBS 및 그 부품 또는 부속품의 가스 경로가 적용 부품에 대한 요구사항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공통기준규격에 이미 있는 요
구사항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4.3.101. 필수 성능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능동형 날숨 밸브를 구비한 현대식 중환자용 인공호흡기는 다수의 호흡방식
으로 구성될수 있는 상이한 환기모드를 갖고 있다. 환자가 시작한 호흡 또는 
들숨이 환자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에 호흡은 조작자에 의해 설정된 호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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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조작자에 의해 설정된 경보한계 이내의 환
기”로서 필수 성능은 환자가 조작자에 의해 설정된 환기 변수를 벗어나 수정
하는 호흡을 포함하지만, 조작자에 의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보한계 안
에 계속 있다. 조작자는 개별 환자에 대한 필수 성능을 정의하는 적절한 경
보한계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4.11.101. 압축가스 입력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압축공기 공급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중환자용 인공호흡기는 정격 공급압력 
범위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있게 작동해야 하며, 이러한 압력은 
정상 조건에서 인공호흡기가 공급에 설계된 가스원보다 가스원으로부터 많
은 유량 인출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공
호흡기는 압축가스 공급의 가능한 단일고장 조건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
험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행 해당 기준규격에 부합하는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 및 실린더 압력 조
정기를 포함한 압축식 의료용 가스 공급장치는 정상 조건 하에서 280 kPa 
～ 600 kPa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압력 범위 내에서 가스별 단말 출구를 공
급한다. 중환자용 인공호흡기는 이 범위 내의 공급 압력으로 선언된 규격으
로 작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력 조정기가 고장 나는 경우에 가스 공급 압력은 실린더(탱크) 압력이 될 
수 있는 압력 조정기 공급압력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또는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전용 의료용 가스 공급 시스템에는 출력압력을 1000 kPa 
이하로 제한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가스동력식 ME기기는 그 공급
압력이 이 값까지 상승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중환자용 인공호흡기의 경우에는 중환자용 유니트의 모든 
인공호흡기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공호흡기가 
이러한 과압 조건 하에서 경보신호만을 생성하고 정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호흡기는 허용되는 성능으로 계속 작동해야 하거나, 
환자는 정상운전이 복구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환기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안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600 kPa를 초과하는 최대 정격 입력 압력을 가진 인공호흡기는 최대 정격 
입력 압력의 2배까지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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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한 가스 공급압력이 정상상태 조건 하에서 280 kPa 미만으로 하강하는 
단일고장조건 하에서 인공호흡기는 이 가스에서 계속 작동할 것으로 예상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인공호흡기는 허용 가능한 저압을 검출해야 하고, 
경보 신호를 산출해야 하며, 2대의 압축가스 공급기의 경우에 자동으로 다른 
가스원(산소 또는 공기)으로 전환하여 이를 사용하여 인공호흡기를 구동할 
필요가 있다. 이 요구사항은 13.101.항에 명시되어 있다.

280 kPa의 최소 압력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스 전용 단말 출구를 통하여 압축된 의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은 배관으로 직접 연결된 단일 출구에서 최고 60 ℓ/min의 정상
상태 유량을 공급하면서 가수 동력식 장치의 입구에서 이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출구를 공급하는 배관에서 압력 하강과 60 ℓ/min에서 
단말 유니트와 장치를 배관에 연결하는 호스 어셈블리에 걸친 압력 하강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은 이러한 유량이 사전에 정해진 개수의 인접 단말 
유니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충분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개수는 공급되는 각 구역의 지정된 목적에 따라서 각 설치구간에 해당되는 
공급업체와 책임있는 조직 사이에서 합의된 부하경감률을 적용하여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 중에 결정된다.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
이 단말 출구에 요구되는 비율로 60 ℓ/min의 평균 유량을 공급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장된 공급 부하경감률이 형성된다. 그러나 인접
한 많은 인공호흡기로부터의 유량 수요가 60 ℓ/min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로 단말 유니트와 입력 호스 사이에 걸친 증가된 압력하강으로 인하여(그
리고 단일 단말 출구를 공급하는 압력 조정기의 경우에 유량 하강 특성으로 
인하여) 인공호흡기 입력 압력이 280 kPa 미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
한다.

60 ℓ/min의 정상상태 유량에 추가하여 내부 공압 시스템의 전환과 환자 수요 
시스템의 작동은 인공호흡기가 60 ℓ/min를 훨씬 초과하는 일시적인 입력 
유량을 필요로 하게 만들 수 있다. 압력하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된 배관 
압력과 배관 직경에서 가스의 압축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일시적 수요는 
일반적으로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의 파이프 공작물에 국지적으로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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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로부터 수용될 수 있다. 200 ℓ/min을 초과하는 일시적인 유량(3초 초
과)으로 인하여 인공호흡기 입구에서 280 kPa 미만까지 입력 압력의 일시적
인 압력하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압력하강의 대부분은 제조자에 의해 
지정된 공급 호스 조립품 안에서 이루어진다, 제조자는 자체 설계를 평가하
여 인공호흡기가 권장된 공급 호스 구성과 함께 사용될 때와 ISO 10524-1을 
준수하는 실린더 압력조정기에 결합된 것들과 같은 대체 가스 전용 단말 출
구에 연결될 때에 결과적인 일시적 압력 하강이 인공호흡기의 성능에 영향
을 주는지 여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의도된 용도에서 더 큰 평균 또는 일시적 유량을 인출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는 
허용되지만, 그의 부속문서는 이러한 유량과 상이한 부하경감률의 필요성에 
관한 경고를 공개해야 한다.

60 ℓ/min의 평균 유량은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의 시운전 중 사용되는 
시험 유량보다n 크다. 시험에 지정된 특정한 조건이 2개의 값 사이의 직접적
인 비교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것은 관련이 없어야 한다. 배
관 표준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ISO/TC 121/SC 6은 ISO/TC 121/SC 1 및 
ISO/TC 121/SC 3과 상의하여 60 ℓ/min의 평균 유량값을 합의하였고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에 대한 현재의 표준 시리즈 초판 작성 중 최대 3초의 일시적 
유량에 대해 200 ℓ/min을 합의하였으며,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 시험 요구
사항 최종 확정시 규격을 충족시킬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제조자는 다른 의료용 가스 공급 시스템 표준이 펜던트(pendant) 공급 유
니트와 같은 자극(spur) 시스템에 가스 전용 단말 출구를 결합하는 것을 허
용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하부 시스템은 그와 같은 시스템의 단말 
출구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유량을 제한한다.

5.101. ME기기 시험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상당한 숙고 후에 위원회는 이 기준규격이 성능 시험 기준 및 성능 선언
으로서 변수에 대한 인접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에 양 범위의 최종 값은 양 
범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제조자가 규격에 정수의 
최종값(예: 300 mℓ)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인접범위의 시험 요구사항을 만족시
킬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선언된 범위를 인위적으로 절사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컨대 하나의 인공호흡기가 300 mℓ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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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ℓ의 선언된 범위의 공급량을 갖고 다른 것은 100 mℓ ～ 300 mℓ의 범위
의 공급량을 가져서 각 인공호흡기가 각각 ≥ 300 mℓ 또는 ≤ 300 mℓ에 지
정된 조건에 대해서만 시험받으면 되도록 허용한다.
5.101.2. 가스 유속 및 누설 규격 
가스의 양은 종종 표준 조건에서 가스가 점유하는 체적으로 표시된다. 일반
적으로 표준 압력으로서 1 기압(101.3 kPa)이 사용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표준 온도도 사용된다. 물리학에서는 0 ℃를  표준온도로 사용하는 반면에, 
공학에서는 종종 20 ℃ 또는 21.2 ℃(70 °F)를 사용한다. 환기에서 폐에 있는 
가스는 인공호흡기에 의해 공급되는 가스의 온도와 무관하게 체온(～ 37 ℃)
과 동일한 온도를 갖는다. 주어진 가스량의 체적은 0 ℃에서 37 ℃ 까지 약 
13.5 % 또는 20 ℃에서 37 ℃까지 약 5.8 % 증가한다.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에 압축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 시스템은 
공학적 규칙을 따르며, STPD(Standard Temperature Pressure Dry) 조건에
서 가스량과 유속을 지정한다. 이 실행규격은 가스 입력과 관련된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해 이 개별기준규격에서 준수된다.

그러나 이 기준규격을 준수하는 인공호흡기는 70 kPa ～ 110 kPa 사이의 국
소 대기압에서 상대적으로 환자의 폐를 팽창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폐
에 있는 가스는 인공호흡기로부터 공급되는 가스의 습도와 상관없이 항상 
수증기로 포화된다. 0 °C의 표준온도에서 STPD를 참조하는 1 ℓ 가스는 70 
kPa 압력에서 1.8 ℓ 만큼 폐를 팽창시킬 수 있다. 상이한 인공호흡기 사이
에서 값을 비교하려면 모든 인공호흡기에 대한 정보를 동일한 표준조건에 
대해 참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폐를 팽창시키는 것은 분자의 개수가 아니라 
가스의 체적이기 때문에 BTPS는 사용하기에 적절한 일련의 기준조건이다.

인공호흡기에서는 다양한 유량 변환기가 사용된다. 열선 풍속계는 압력과 상
관없이 유량의 질량을 측정하는데 반하여 호흡유량계는 실제 압력에서 가스
의 유량을 측정한다. 그러므로 필요한 보정은 유량 변환기의 종류에 따라 좌
우된다. 압력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것은 적절하게 산정될 수 있다.

필요한 보정은 또한 VBS 내부의 유량 변환기의 위치에 따라 좌우된다. 가스의 
습도는 변환기가 인공호흡기 내부의 들숨 유량을 측정할 때 0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량 변환기가 Y 부분에 위치할 때 상대습도는 100 %까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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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및 습기 교환기가 가습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량 변환기의 출력은 열 및 
습기 교환기에 원거리 또는 근거리로 배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주위 공기를 사용하는 터빈 방식 인공호흡기에서 유입 공기의 습도는 인공
호흡기에 알려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함께 측정된 신호를 BTPS 
기준 조건으로 변환 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오차를 도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차는 수 % 범위 안에 속하는 정도일 뿐이다. 50 mℓ 이상의 공급량에 
대해서 위원회는 ±(4 mℓ + 15 %) 측정값의 허용 정확도가 충분히 넓으며 
유량 변환기의 부정확성과 BTPS 조건으로의 변환 부정확성을 포함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12.1. 및 12.4.103.의 정확도 요구사항이 충족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제조자의 책임이다.

5.101.3. 인공호흡기 시험 오류
인공호흡기 성능을 시험할 때, 특히 신속하게 변하는 유량을 적분하여 체적을 
측정할 때 달성될 수 있는 정확도 한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측정 불확도 
없이 다수의 시험 변수들을 측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불확도의 상대적인 중대성으로 인하여 제조자는 변수 정확도를 선언
할 때 이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제3의 시험자가 이 기준규격에 대해 시험 시 자체 측정에서 불
확도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예컨대 제조자는 ± 7 %의 변수 오차 허용도를 가진 것
으로 판단하지만 측정 불확도가 ± 3 %인 경우에는 ± 10 %의 변수 오차 허
용도가 선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의 시험자가 결과적으로 해당 변수의 측정값에 대해 ± 5 %의 측정 불확
도와 함께 ± 15 %의 오차를 얻는 경우에 제3의 시험자는 제조자 선언을 수
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조자는 이 기준규격에 대해 시험 시 필요한 측정 정확도에 
대해서 책임있는 조직에 정보를 제공하고 제3의 시험자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하기 위하여 선언된 각 값의 측정 불확도를 공개해야 한다.

7.2.3. 부속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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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사용설명서를 따르는 것이 인공호흡기의 안전한 조작을 위한 필수
적인 행위라는 점을 동의하였다.

7.4.3. 측정 단위
추가적인 정보는 5.101.2.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수록되어 있다.

7.9.2.2.101. 경고 및 안전 통지 추가 요구사항
호흡 시스템 필터의 기능성은 구조, 성질 및 국지적 환경의 많은 측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장 기본적으로 BSF는 가스내 부유 입자, 즉 “건조 에어로졸”을 제거하는 
필터로 설계된다. 이 VBS에서 주된 표적인 입자들은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입자(다른 입자가 보유될 수도 있으나)이다. 여과 재료(“매질”)는 고형물질과 
가스 흐름을 허용하는 개방 통로의 혼합으로 구성된다. 그러한 가스 필터에
서 통로는 제거되어야 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매질의 개방공간 대비 필터 매질의 고형 부분의 공간적 배치는 가까이 
있는 입자들을 매질 표면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물리력(전자기 인력 및 반데
르발스력)이 입자를 당겨서 매트릭스 안에 고정시켜 가스 흐름으로부터 제거
한다.

마취 또는 호흡기 치료의 실질적인 상황에서 환자 또는 치료에 관련된 환경적 
요인들은 이로부터 BSF의 성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은 BSF를 통한 부유 
미생물과 공기의 간단한 흐름에서 발생한다.

하나의 주요한 요인은 기류에 존재하는 습기의 존재, 상 및 양이다.

공기 습도가 낮은 경우(기체 상태 습기) 기체 물분자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필터 매질을 통과한다. 충분히 높은 상대습도가 있는 경우에 일부 
BSF는 이 습기의 일부를 탈착 또는 흡착할 수 있다.

습기가 액체 에어로졸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방울도 필터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물과의 이러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정도를 좌우하는 필터 매질의 성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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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상대적 친화력이다. 물을 쉽게 당기는 매질을 “친수성”이라고 하고 
물을 배척하는 매질을“소수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실제로 불연속
적이지 않고 연속적인 범위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필터는 (상대
적) 친수성 또는 소수성으로 그룹화된다.

액상 물의 또 다른 예는 “벌크 워터(bulk water)”라고 할 수 있다. 이 예는 
VBS의 날숨 분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집된 응축수이다. 회로 관리와 BSF의 
정치에 따라서 이 벌크워터는 실제로 필터를 완전히 덮고 차단할 수 있다. 
충분한 압력이 적용되는 경우에 액체 물은 필터 매질의 구멍으로 강제로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은 친수성 필터에는 비교적 낮은 압력을 필요로 하고 
소수성 필터에는 비교적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한다.

후자 시나리오의 실질적인 결과는 액체가 친수성 BSF를 강제로 통과하는 
경우에 가스흐름 차단이 해제될 수 있지만 필터에 의해 제거된 미생물은 액체 
스트림과 함께 필터를 통해 운반될 수 있다. 소수성 필터의 경우에 VBS 안의 
압력은 보통 매질을 통해 액체를 강제로 통과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 체류는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류 차단은 벌크 워터를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지속된다.

또한, 상대적 친수성 또는 소수성 성질에 대한 일시적 측면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물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BSF의 예상된 서비스 수명 중 이러한 
성질을 변경시킨다. BSF는 일반적으로 원통 주위에 라벨로 표시된 규격에 
대해 수행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예상 서비스 수명(시간 또는 날짜 수)으로 
라벨에 표시된다.

물이 성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대부분이 아니면 많은 BSF가 마취와 
호흡기 진료에 사용되도록 표시된 경우에도 마취 및 호흡기 진료에서 다르
다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

BSF 기능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장치로 유입되는 물이나 가스 이외의 
물질 도입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 그러한 물질은 환자로부터(예: 타액, 삼출물, 
혈액, 구토) 또는 조작자에 의해 VBS에 도입된 물질(예: VBS를 통한 투여를 
위해 분부되는 전체 약물의 양)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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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물질의 영향은 인공호흡기 또는 생리학적 압력에서 완전한 폐색까지의 
변화하는 정도로 흐름 저항의 증가가 될 수 있다. 분무식 약물의 경우에 
분무기(네블라이저)의 종류와 그 작동 변수는 처방된 약물 투여 중 상당히 
증가된 BFS 흐름저항의 가능성 또는 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다. 조작
자 또는 환자가 VBS를 조작하는 중 분무기(네블라이저) 저장통으로부터 전
체 약물의 우발적 도입은 갑작스러운 BSF 차단의 근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고 보아야 한다.

BSF에서 증가된 흐름저항의 원인은 매질 통로의 전체적인 막힘 또는 필터 
매질의 소수성에 의해 BSF에 도입된 물질의 계면활성제 성질의 영향이 될 
수 있다. 분무로 표시된 약물은 존재 또는 양과 관련하여 약물의 라벨에 표시
되지 않은 계면활성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것은 주어진 약물에 대한 통지 
없이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이 흐름 저항에 미치는 영향은 BSF의 개별 
모델과 브랜드마다 다르다.

조작자는 그러한 물질의 영향이 인공호흡기가 제공하는 호흡에 필요한 기도 
양압의 양적 증가로서 또는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기흉을 유도할 수 있는 
폐내 압력의 점차적 증가를 유발하는 날숨 흐름 저항의 증가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BSF 흐름 저항에서 간헐적이거나 드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대한 
증가의 가능성과 훼손된 환기의 이러한 원인 및 그 밖의 원인에 대한 고장
추적 방식에의 포함에 대한 인식은 BSF 흐름 폐색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역효과를 줄이거나 근절할 수 있다.

직접적인 환자 감시와 인공호흡기 경보 조건에 대한 해당 설정값의 사용 및 
이에 대한 즉각적인 주의는 최대의 환자 안전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

BSF가 훼손된 환기의 원인으로 인식되면 폐색된 BSF를 간단히 제거하고 
다른 BSF로 교체함으로써 환기를 정상 상태로 되돌린다.

7.9.2.8.101. 시동 절차 추가 요구사항
일부 설계에서 경보 시스템의 적절한 점검은 소프트웨어의 무결성과 인공호
흡기 제어 컴퓨터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센서 및 경보 신호 발생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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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자 조치 및 전원 켜기 자체시험의 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7.9.2.9.101. 가동설명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일부 인공호흡기는 MRI 절차 중 필요한 큰 길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정상보다 높은 관로 회로 적합성 및 저항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VBS 특성에 대한 지식은 조작자가 인공호흡기 
능력을 아는데 중요하다. 또한, 최대 VBS 저항(정상 및 최대 유속에서)은 폐색 
거짓 양성 경보조건이 VBS에서 고저항 구성품을 사용하여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VBS의 이러한 특성은 조작에 필요한 흡입 및 배출 입자/
박테리아 필터, 가습기, 분무기(네블라이저), 집수 용기 및 커넥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7.9.2.14.101. 부속품, 보조 기기 사용된 재료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VBS에서 정전방지 및/또는 전도성 재료의 사용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신에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환자에 대한 
감전 위험을 증대시킨다.

7.9.2.16.101. 기술 설명서의 참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사용설명서는 종종 조작자가 중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따를 수 있도록 가능
하면 간단하게 보관한다. 따라서 이 항목에 의해 요구되는 보다 많은 기술 
정보는 기술 설명서에 수록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적절한 상호참조가 없으면 
문제에 직면하는 조작자는 추가적인 정보가 별도 문서에서 즉시 가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

7.9.3.1.101. 추가 일반 요구사항
제조자는 독자들이 인공호흡기의 중요한 거동, 즉 평균값 및 시간 규격, 호
흡수 및 지연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용어로 인공호흡기 설명서를 
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9.101. 흡입 절차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환자의 동시적인 기계적 환기 중환자 구역에서 밀폐식 흡입 카테터를 사용
하는 것은 이제 흔한 관습이다. 밀폐식 흡입 카데터의 사용은 도관, 기관 
개구술 튜브 또는 그 밖의 기도 장치로부터 VBS를 분리하지 않고 무중단 
기계식 환기를 허용한다. 이것은 호흡기 트랙에 대기압 미만 압력을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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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VBS의 개방 또는 분리를 필요로 하는 종래의 개방식 흡입 카테터의 
사용과 대비된다.

밀폐식 흡입 카테터에는 환자 연결구에서의 연결을 허용하는 어댑터가 제공
된다. 의도대로 사용시 인라인 또는 밀폐식 흡입 카테터와 관련 흡입장비는 
인공호흡기의 부속품과 VBS의 연장부가 된다. VBS가 흡입 카테터 어댑터를 
구비한 경우에 밀폐식 흡입 카테터 어댑터의 환자쪽 끝은 ‘새로운’ 환자 
연결구가 된다.

밀폐식 흡입 카테터의 사용은 조작자에 의해 예상되는 정상적인 사용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VBS 내부의 관련 대기압 미만 압력은 일부 인공호흡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요구사항과 시험의 목적은 밀폐식 흡입 카테터에 의해 유발되는 최악의 
경우 사용 조건을 재현하고 인공호흡기가 흡입 카테터 사용 후(사용 중이 아님) 
의도된 기능을 재개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11.6.5.101. ME기기 또는 ME시스템에의 물 또는 미립자 침입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중환자용 인공호흡기는 생명유지 ME기기 또는 시스템이다. 중환자 환경에서 
발견되는 액체는 보통 식염수, 혈액 및 그 밖의 체액이다.

위원회는 IP22 지정이 인공호흡기, 그 부속품 및 부품이 정상 사용 중 기본 
안전 및 필수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한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다고 동의하였다.

11.6.6. ME기기 또는 ME시스템에의 청소 및 소독
ISO/TR 16142의 필수 원칙은 그 조건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나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직원 또는 제3자의 보건 및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기를 작동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인공호흡기, 그 부속품 및 부품이 인공호흡기, 부속품 또는 부품과의 
접촉 결과로서 감염되는 환자, 조작자 또는 그 밖의 인원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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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공호흡기, 그 부속품 및 부품은 사용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소독
을 필요로 하지만 살균은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공호흡기, 그 부속품 및 부품의 위생적 재처리 권고사항은 의료기기의 
위생적 재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위생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하며, 임상 환경
에서 환자 진료의 특수 요구사항과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
규격의 위생적 재처리 요구사항은 다음을 위한 것이다.
- 인공호흡기를 재처리하는 담당 조직이 이러한 작업을 적절한 위임을 통하여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 인공호흡기, 그 부속품 및 부품의 재처리에 종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제조자 지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도와준다.

제조업체의 청소 및 소독 절차는 환자 안전에 필요한 위생 수단의 이행과 
관련하여 임상 환경에서 환자 진료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실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병원성 미생물로 감염된 그 밖의 모든 의료기기처럼 인공호흡기는 
사람에 대한 잠재적인 감염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다른 환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호흡기는 달리 입증될 때까지 전염성 병원 미생물로 
잠재적으로 오염되어 있다. 적절한 취급 및 재처리 절차는 장치를 취급하는 
다음 사람 또는 장치가 사용되는 다음 환자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
므로 사용되었던 인공호흡기, 그것의 재사용 부속품 및 부품은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되기 전에 제조업체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재처리 공정을 겪어야 한다.

다음의 기본 고려사항은 인공호흡기, 그 부속품 또는 부품의 재처리 지시
사항을 규정할 때 제조업체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 환자, 조작자 및 담당 조직 보호(재처리 공정을 수행하는데 종사하는 인력 

포함)
- 재처리에 사용되는 절차의 한계(예를 들면 재처리 사이클수)
- 확립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높고 검증가능한 품질로 

입증된 표준화 절차를 보장할 필요성

권장되는 재처리 공정은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 인공호흡기, 부속품 또는 그 부품의 잠재적인 오염 정도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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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으로부터 유발되는 다른 환자 감염 위험과 인공호흡기의 적용 유형

단일고장 조건 하에서 환자의 재호흡으로 인한 가스 전달 구성품의 오염과 
관련된 가능한 위험의 특별 고려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 사항을 바탕으로 검증된 또는 유효화된 재처리 절차서는 성과가 재현될 
수 있도록 상세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다음 환자에 대한 감염 위해로부터 
허용되는 잔류 위험은 다음의 경우에 가정될 수 있다.
- 문서화된 재처리 절차서의 효과성이 제조업체에 의해 적절한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검증된 경우
- 문서화된 재처리 절차서의 신뢰성이 재처리 절차를 수행하는 책임 있는 

조직에 의한 적절한 품질보증 수단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검증된 경우 재
처리 절차를 선택하고 평가할 때 제조업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인공호흡기, 부속품 또는 부품을 오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성 미생물의 
양 및 종류

- 환자, 조작자 또는 그 밖의 인원에게 병원성 미생물이 전달되는 위험
- 권장된 재처리 절차에 대한 미생물의 내성

재처리된 인공호흡기, 부속품 또는 부품에 의해 부과된 위험은 다음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a) 다음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 이전의 사용
   - 이전의 재처리 공정
   - 운반 및 보관
b) 다음과 같은 후속 사용으로부터 위험
   - 이전 사용으로부터 잔류물(분비물, 기타 체액 및 약품)
   - 반응 산물을 포함하여 세제, 소독제 및 기타 물질과 같은 이전의 재처리 

공정으로부터 잔류물
   - 기기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능적 특성의 변화
   - 재료 상태의 변화(예: 가속 마모, 취화 및 변경된 표면 상태, 커넥터 및 

접착 접합)
c) 병원성 미생물의 전파 위험

인공호흡기, 부속품 또는 부품에 대한 재처리 공정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 470 -

고려할 때 제조자는 다음 요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 재처리 공정에 포함된 위험
- 재처리 공정의 비용 효과성
- 재처리 공정의 실현가능성
- 재처리 공정에서 지정된 세탁 장비와 세제의 가용성
- 재처리 공정의 효율성
- 재처리 공정의 재현성
- 재처리 공정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 재처리 공정의 환경적 영향과 인공호흡기, 부속품 또는 부품의 처분

제조업체는 사용 유형에 따라서 인공호흡기, 부속품 또는 부품의 적절성 및 
반복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세제 및 재처리 절차를 검증해야 한다.

책임있는 조직은 인공호흡기, 부속품 또는 부품의 수작업 청소 및 소독이 항
상 부속 문서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서 수행된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유효화된 자동식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지정해야 한다.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 청소 및 소독의 효과는 보장될 수 없다. 해당 번수는 
사용된 물의 양, 수압, 온도, pH, 세제 및 소독제 투여량 및 체류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자동식 재처리 절차의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이 수행
되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청소 및 소독된 인공호흡기, 부속품 또는 부품이 집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다음 환자, 조작자 또는 인원과 접촉할 때 복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허용되지 않는 감염 위험을 부가하지 않도록 지정된 소독 절차가 살균성, 
곰팡이 살진균성 및 박멸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효과적인 소독은 특히, 농도 및 잔류시간과 관련한 소독제에 대한 지시사
항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재처리 절차에 따라서 인공호흡기의 안전 및 기능 시험(제조업체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정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안전관련 기능시험은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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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사용 직전에 수행될 수 있다.

시험의 범위와 종류는 인공호흡기, 부속품 또는 부품에 따라 달라지며 부속 
문서에 정의될 필요가 있다.

12.1.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위원회는 설정 및 표시된 값의 정확도는 인공호흡기의 필수성능이 핵심요소
라고 간주했다(즉, 조작자에 의해 설정된 경보한계 이내의 환자 연결구 환기
공급 또는 경보조건의 생성). 공통기준규격은 제조업체가 위험관리 과정에 
정확도를 선언하고 관련 위험을 언급할 것을 요구한다. 관련 위험 중 하나는 
사용된 참조 설정과 시험조건 측면에서 정확도 선언에서 제조업체 사이의 
일관성 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관성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의해
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이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이 항목에 정해진 시험 설정 및 조건과 특정 변수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은 
지정된 변수에 대해서 중환자용 인공호흡기의 적절한 필수 성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에 의해 선택되었다. 시험절차는 형식시험으로 작성
되었고(추가적인 정보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3.135.와 제5항에 수록되어 
있다), 제조업체는 자체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지정된 설정값 및 조건에 대한 
그들의 선언된 정확도 공차오차 허용도가 이 항목에 정해진 시험절차에 따
라서 수행된 형식시험에 의해 획득된 결과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장할 것으
로 예상된다.

12.1.103. 공급량 감시
용적손상 및 기압장애가 모두 호흡기 이환율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호흡기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가 누적되고 있다. 폐의 과도한 팽창은 
호흡계에 적합성 감소, 폐의 함수량 증가와 폐포, 간질성 부종, 폐포 출혈 및 
호중성 침입을 일으킨다. 미숙한 폐는 특히 폐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한 부상에 
취약하다. 용적손상은 어린 쥐에서 기도 모델링 및 기도 과민반응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기도 과민반응의 초기 징후는 영구적인 폐 손상을 일으키는 
상태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의 예고이다. 결과적으로 조작자는 환자의 환기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급량과 기도압력 모드를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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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압력 측정으로 체적 측정 장소는 지정되지 않지만 그 값은 환자 연결구로 
참조되어야 한다(추가적인 정보는 12.1.102.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도 수록되어 
있다). 기도압력 및 공급량의 설정 및 측정 모두에서 허용가능한 오차는 50 mℓ 
공급량 이상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타당하다. 즉, 해당 환자를 과다 또는 과
소 환기시킬 위험이 거의 없다. 이것은 특히 정량 제어 모드에서 경직된 폐
를 가진 50 mℓ 미만의 일호흡용적을 요구하는 작은 환자들에게 사실성이 
덜하다. 결과적으로 50 mℓ 미만의 일호흡용적을 공급하는 인공호흡기의 제
조업체는 환자의 심폐 상태가 안정화되어 정량제어 환기로 변할 수 있을 때
까지 압력 환기 모드의 초기 사용을 권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준규격에 대한 최초 개정으로 향후 공급량 감시를 의무로 만
들 것을 예상한다.

12.1.104. O2 농도 증가에 대한 인공호흡기의 반응
공급된 산소농도의 변화가 주요한 지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들이마신 산소농도의 급격한 증가가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개방흡입 전에 짧은 기간 동안 90% 이상 산소로 환자를 
미리 로드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인공호흡기 설계와 설정에 따라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가능한 임상 시나리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 지연을 개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작자는 인공호흡기가 특히 산소농도 공급의 갑작스러운 증가 
요청에 반응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시험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시험의 결과는 조작자가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12.4.102. 기도 압력의 측정
추가 정보는 항목 12.1.104.의 이론적 근거에도 수록되어 있다.

VBS에서 압력이 감지되는 곳은 인공호흡기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제조자는 다음 2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한다.

- 환자 연결구에서 직접 샘플링하여 기도압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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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호흡기의 2개 위치, VBS의 들숨 쪽(“환자에게” 공급되는 포트에서)과 
VBS의 날숨 쪽(“환자로부터” 배출되는 포트에서)에서 압력을 측정하고 
수학적 조작 후 2개의 값을 평균하여 압력을 간접적으로 산정한다.

첫 번째 전략이 선택된 경우 실제 압력 변환기는 환자연결구에 있는 압력 
샘플링 포트에서 압력 변환기에 있는 샘플링 니플을 연결하는 좁은 직경의 
“플라스틱” 관을 가진 인공호흡기 외장 내부에 위치한다. 그리고 안전을 이
유로 별도의 변환기가 “환자에게” 포트에서 들숨 쪽 압력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표시된 기도압력은 항상 환자 연결구에서 측정된 실제 값을 정
확히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전략을 통한 압력 측정은 압력 변환
기의 오차 안에서 실제 기도압력을 정확히 반영한다.

제조자가 실제 기도압력 예측에 2번째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 기도압력의 추정 값을 얻을 수 있다.

들숨 중 날숨 분기에서 가스가 기본적으로 정체된 경우에는 VBS의 날숨 쪽
에서 측정된 압력이 실제 기도압력을 반영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날숨 중 들숨 분기에서 정체 현상을 가정하는 경우에 VBS의 들숨 
쪽에서 측정된 압력은 기도압력으로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들숨 및 날숨 
중 “편향” 또는 “기본” 유량은 이러한 개별 분기에 걸쳐 상당한 압력 상실을 
일으키며 이러한 압력상실은 산정될 필요가 있다. 들숨 쪽에서 기도압력, 은 
공식 (1)에 의하여 근사화될 수 있다.


  

×     (1)

여기서,

  年 年年年의 들숨 쪽에서 측정된 압력

 年 들숨 분기의 유량

 年 들숨 분기의 저항

날숨 쪽 기도 압력, 
 는 공식 (2)에 의해 근사화 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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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年 年年年의 날숨 쪽에서 측정된 압력

   年 날숨 분기의 유량

  年 날숨 분기의 저항

들숨 압력과 날숨 압력의 평균을 취한 것은 공식 (3)에 있으며 이것은 기도

압력의 최고 산정 값, 에 도달한다.

≅


  


   (3) 

이 최종 방법의 적용은  와 를 추정하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적절한 알

고리즘과 2개의 압력 변환기의 정기적인 교차점검으로 의 신뢰성이 보

증된다.

12.4.103. 호기량 및 저용량 경보조건 측정
체적의 신속한 반응 측정과 좁은 경보한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환자의 환기 압력과 체적에는 종종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좁은 경보한
계는 불가피하게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보조건을 유발한다. 결과적
으로, 조작자는 중요하지 않은 경보조건의 건수를 감소시키는 넓은 경보한
계를 설정하는데 이것은 장기간 환자 환기에 작은 변화가 있을 때 환자 진료
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공호흡기는 처음
에 낮은 우선순위 경보조건을 사용하고 경보한계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에 높
은 우선순위 경보조건으로 상승되도록 설계할 것을 권고한다. 최초 경보조건 
우선순위와 상승 우선순위 및 타이밍은 조작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시간길이와 조합하여 환자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의 심각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12.4.104. 최고 한계 압력 보호 장치
최고 한계 압력에 선택된 값은 압력장애를 회피할 필요성과 폐 보호 및 폐 
회복을 목표로 한 최적 환기관리 전략에 알맞게 반응하지 않는 특정 환자에 
대하여 높은 PEEP 및 높은 불충분 압력을 모두 공급하는 조작자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범위의 압력을 제공할 필요성 사이의 타협이다. 그
러한 경우에 조작자는 최후 수단으로서 높은 PEEP와 높은 취입 압력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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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환기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2가지 모순되는 필요성을 고려한 후
에 위원회는 최고 한계 압력에 대해서 이전의 인공호흡기에 사용된 125 hPa 
값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였다.

12.4.107. 장애물 경보 조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도압력 레벨은 내흉 압력의 위해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압력증가는 감소된 정맥 회수, 감소된 분문 출력 및 동맥
혈압의 후속적인 하강을 초래할 수 있다. 날숨 분기의 방해는 인공호흡기에서 
가장 흔한 방해이다. 날숨 분기 경보 조건의 방해는 날숨 분기에서의 증가된 
저항으로 인해 감소된 날숨 유량을 즉시 검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VBS의 날숨 분기에서 폐색의 성질 또는 기간은 예측될 수 없다. 폐색이 
심각하고 안전밸브가 신속하게 개방된다고 가정하면 환자는 PEEP 상실의 
가능한 대가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높은 압력에 노출되지 않는다. 
인공호흡기에 의한 도움 여부를 불문하고 추가적인 들숨은 들숨 분기에 갇힌 
이전 날숨 가스의 재흡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과 그 결과를 감안
할 때 관련 경보조건은 최소한 중간 우선순위이어야 한다.

인공호흡기는 고도로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VBS의 날숨 분기에서의 폐색은 
환자에게 필수적인 호흡 지원을 제공하는 인공호흡기의 능력의 상당한 훼손을 
나타내며, 이는 조작자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지속적인 기도압력에 대한 원인의 예는 날숨 밸브 기능고장, 꼬인 관 및 날숨 
필터 막힘이 있다. 분무된 약제는 단기간 안에 날숨 필터를 막을 수 있다.

불완전한 날숨(증가된 첨두 기도압력 또는 감소된 환기)의 그 밖의 결과는 
이 기준규격에 의해 요구되는 그 밖의 경보조건에 의하여 검출되고 표시
될 수 있다.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보한계는 이러한 잠재적으로 위해한 상
황을 조기에 구체적으로 탐지하는데 항상 충분히 민감하지는 않다는 점을 
관례적으로 보여준다.

12.4.108. 부분 폐색 경보 조건
즉각적으로 증가된 끝 날숨 압력을 유도하는 날숨 가스 경로의 총체적인 
방해는 12.4.107.과 같이 검출되고 조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숨 안전밸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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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 필요하다. 보다 흔하게 총체적인 방해에 대한 근본 원인은 부분 방해
(예: 날숨 호스의 사소한 꼬임) 또는 느리게 증가하는 저항(예: 필터 재료와 
분무되는 약품의 조성에 따라서 날숨 호흡계통 필터에서 분무되는 에어로졸의 
느린 침적)을 일으킬 수 있다.

부분적인 방해는 환자의 불편(호흡의 날숨 작동, 누락 트리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총체적 방해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날숨 분기의 증가된 저항을 
가능하면 조기에 검출하여 조작자에게 경고함으로써 조작자에게 환기를 
중단하지 않고 고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준규격은 검출되어야 하는 방해의 정도 또는 부분 방해 경보조건의 우
선순위를 지정하지 않는다. 경보조건 검출 오류는 인공호흡기의 설계뿐만 아
니라 개별 환자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더욱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2.101. 우발적 조정에 대한 보호
환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위험은 작동 제어기의 우발적 조정이나 인공호흡기
의 전원 차단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작자-
기기 인터페이스는 우발적 조정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적합성 
공학 공정을 사용하여 이러한 위험이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방법의 예는 잠금, 차단, 마찰 로딩 및 멈춤쇠, 압력에 민감한 손
가락 패드, 용량성 손가락 스위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소프트” 위험통
제, 키 또는 스위치 작동의 특정한 순서와 같은 위험통제 기법을 포함할 수 
있다.

13.2.101. 추가 특정 단일고장 조건
조작자 분리형 호흡계통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인공호흡기를 조작하는 것은 
체액이나 날숨 가스로 오염될 수 있는 VBS의 부분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공호흡기가 호흡계통 필터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호흡계통 필터 없이 작동되었고 이로 인하여 VBS 부분들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추가적인 정보는 11.6.6.에 대한 이론적 근
거에도 수록되어 있다.

13.102. 인공호흡기로의 단일 가스공급 장애
이 항목은 최소한 하나의 가스원이 압력식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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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경우에 전체 유니트(예: 전체 중환자 유니트 또는 조작 현장 전체)가 
단일 가압식 가시원의 상실에 의해 유발된 다수 인공호흡기의 동시 장애를 
경험할 때 생성되는 위해한 상황을 다룬다.

예 1: 인공호흡은 공기 및 산소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에 연결되고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 중 하나가 고장 난다. 인공호흡기는 다른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스를 공급한다.

예 2: 산소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에 연결된 송풍기 방식 인공호흡기와 해당 
의료용가스 배관 시스템이 고장난다. 인공호흡기는 송풍기에 의해 제공
되는 실내 공기를 사용한다.

13.103. 환기제어 기능 및 관련 위험통제 수단의 독립성
이 요구사항은 감시 실패의 경우 액추에이터의 검출되지 않은 기능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엑추에이터 제어를 위한 감시장치의 사용을 방지한다.

15.3.5.101.1. 충격 및 진동
전문 진료시설 또는 가정 진료 환경에서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인공호
흡기를 포함한 ME기기는 기계적 응력(예: 진동, 충격)을 받으며, 무작위로 
추가적인 응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진료기관과 가정 진료 환경에서 
사용되는 ME기기는 IEC 60721-3-7 레벨 7M1에 의해 기술되는 진동 및 충격 
시험에 견디기에 충분하게 견고할 필요가 있다. IEC 60721-3-7은 이 등급이 
저레벨 진동 또는 중간 레벨 충격이 있는 장소 간의 내부 및 직접적인 이동
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환경에서는 제품의 세심한 취급 및 이동이 
예상된다.

IEC 60068-2-64:2008의 무작위 진동시험 검토 시 위원회는 환경이 차량 내부
(항공기포함)에서의 세심한 취급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중환자용 인공
호흡기는 그러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속 진폭의 
최대 주파수는 비차량 환경을 보다 많이 반영하는 500 Hz로 제한되었다.

이 시험의 의도는 정상 사용시 인공호흡기에 가해지는 기계적 응력을 평가
하는 것이며 예상되는 서비스 수명 또는 피로에 대한 설계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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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01.2. 이동용 인공호흡기 충격 및 진동
이동식 인공호흡기(환자가 진료시설 내부에서 이동되는 동안 작동하기 위한 
것)는 이동되는 동안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정도의 기능감소는 허용되지만 환자는 계속 적절하고 안전하게 환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 근거인 6.2.1.10.은 필수 성능에 대한 적절한 수용 기준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01.1. 역 가스 누설에 대한 보호
이러한 조건은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이 역류를 통하여 오염되는 것을 보호
하여 환자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이 항목의 기본 요구사항은 다수의 가스원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역가스누설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10년 이상 전에 
기준규격으로 도입되었다.

기기를 동일한 가스에 대한 다수의 가스 입력 포트에 결합한 상태에서 1차 
공급으로의 역누설로 인하여 백업 가스 공급의 탐지되지 않은 손실로부터 
위해한 상황이 발생한다. 상이한 가스 입력 포트에서 위해는 다른 가스원으로
부터 나오는 가스에 의한 한 가스원의 오염이다. 오염 위해는 의료기기가 가스
공급 시스템에 연결되었지만 가스공급 시스템으로부터 흐름을 도출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 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공호흡기는 더 큰 유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파이프라인 공급과 병행
하여 가스 실린더와 같은 국부적인 백업 공급을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가스 
입력 포트를 구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백업 공급은 사용 
중 또는 연결되었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조기에 고갈될 수 있고, 탐지 없이 
고갈될 수 있으며 비상시 필요할 때 가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상이한 가스 입력 포트를 구비한 인공호흡기에서는 가스 시스템 
하나에서 다른 시스템으로의 매우 작은 누설이라도 적은 유량이 인출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에 상당한 오염물질 축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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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경험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효과적인 위험통제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101.3.1. 일반사항
비표준 VBS 커넥터는 응급 상황에서 표준 VBS를 인공호흡기에 연결하려고 
시도할 때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 비표준 VBS 커넥터는 
유사하지만 호환되지 않는 커넥터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누설을 일으킬 
수 있다.

ISO 594-1 또는 ISO 594-2를 준수하는 Luer 테이퍼 또는 Luer 잠금 커넥터의 
사용은 VBS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폐로의 이물질 흡입으로 인하여 
심각한 질병 및 사망을 일으키는 정맥 주사액과 비경구 및 장내 투입 용액
과 우발적으로 연결되는 다수의 사례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102.1. 일반사항
제품이 이 기준규격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인공호흡
기 호흡 시스템, 그 부품 또는 부속품 제조업체의 책임이다.

102.4. 수분 관리
수분 관리는 수증기 상태의 습기가 환자의 폐에 공급되는 호흡 가스에 추가되
는 완전한 과정과 가습 호흡 가스가 인공호흡기의 날숨 시스템으로 역으로 
운반되어 실내로의 배출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 본질적인 것은 VBS에서의 압력 및 온도변화의 탓인 습기 응축으로 
인한 벌크 워터의 제거 필요성이다. 호흡 가스가 추가된 습기 없이 환자연결
구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인공호흡기로 역류하는 호기 호흡 가스는 유한한 
양의 습기를 포함하고 있다. VBS에서의 수분 관리는 VBS가 VBS의 들숨 또
는 날숨 분기에 가열선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능동형 가습기를 갖
고 있는지 아니면 환자 연결구에 수동 능동 HME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
한 주의를 요구한다.

환자 기도 분비물과 점막 섬모 운반 시스템의 적절한 관리는 정상적인 가습 
과정이 시작되는 상부 기도를 우회하는 삽관법에 의해 유발된 습도부족에 
대한 인공호흡기 보상을 필요로 한다. 환자 연결구에 공급되는 과도한 습기는 
기관지 기도에 위치한 섬모를 잠기게 하여 점액을 도관으로 이동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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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점감시킬 수 있다. 한편, 들숨 가스의 불충분한 가습은 기관지 기도를 
건조시켜 점액 분비물의 침적과 증가된 기도 저항 또는 악화를 일으킨다. 
가습에 대한 평형 접근법은 건강한 섬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액화된 
점액은 흡입 카테터를 사용하여 쉽게 흡입될 수 있다.

환자 기도의 최적 가습은 들숨 가스 스트림으로 수증기를 추가하기 위해 
선택된 기법의 물리학을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환자에게 가습된 호흡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선택된 시스템에 따라서(예: 가열선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능동 증기 가습기, 전형적인 HME 또는 능동형 HME), 응축수가 VBS의 
들숨 분기에 축적될 수 있다. 응축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VBS는 액체를 제거
하는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장 드문 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폐포를 떠나는 가스는 37°C에서 포화
된다. 물방울 낙하는 습한 가스가 냉각되어 환자 연결구로 이동할 때 존재하며 
인공호흡기로 역류한다. HME가 환자 연결구에 결합된 경우에 약 50 % ～ 
70 %의 수증기가 HME에 갇힌다. VBS의 날숨 구성에 무관하게 날숨 가스
의 수증기 함량은 상당하여 거의 포화상태이다. 들숨에서와 같이 이 액체는 
제거될 필요가 있다. 날숨 분기에 가열 전선이 존재하는 것은 날숨 가스가 
인공호흡기의 가스 회수 포트에 들어가기 전에 응축수를 줄이거나 제거 하
지만, 이 지점에서 배기 포트까지 가스는 추가로 냉각되어 습기가 응축된다. 
VBS는 이러한 추가적인 응축수를 관리하는 수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102.7.2. 비침습성 환기
부정확성은 비침습형 누설의 성질로 인한 것이다(환자의 입이 열릴 때, 코 
마스크에 있을 때 또는 내부 압력이 특정 압력에 도달 시 마스크 밀봉이 누설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것).

103. 정전 중 자발적 호흡
정상 운전에 필요한 값을 벗어난 전기 또는 공압 동력은 주어진 유니트의 
모든 인공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동력 상손실로 한정되지 않으
며 과도한 동력도 포함한다. 이것은 드문 사태이지만 많은 혹은 전체 인공호
흡기가 동시에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형성한다. 따라
서 환자는 대체 환기가 제공될 때까지 이 조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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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규격의 이전 버전(IEC 60601-2-12:2001)은 고장 조건 하에서 내성
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중환자용 인공호흡기에 대한 이전 개별기준규격
은 성인용에 대한 압력 하강이 60 ℓ/min에서 6 hPa(6 cmH2O) 미만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환자용 유니트에서 환자들은 보통 그렇게 높은 들숨 유
량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 사항과 부속품이 VBS 안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이 값이 불필요하게 설계를 제한한다는 결론에 도달했
다. 또한, 자발적 호흡은 대체 환기가 제공될 때까지 시간을 연결하는데만 
필요하다. 위원회는 단순한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선택
된 값은 이러한 드문 사태에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의도된 공급
량 범위로 수정되었다.

104. 훈련
현대식 중환자용 인공호흡기는 복잡한 생명유지 ME기기 또는 의료용 전기 
시스템이며, 이를 사용하려면 각 제조자의 제품과 모델에 대한 특정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상이한 제조자는 종종 상이한 명칭으로 유사한 환기 모드를 인
용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제조자의 인공호흡기와 유사하지만 그 모드는 간혹 
사소하고 간혹 복잡한 방법으로 독특하다. 따라서 조작자가 경험을 갖고 있
어도 조작기 설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용하기 전에 인공호흡기의 조
작 특성, 특히 그 제어, 용량 및 한계에 대해 충분히 훈련을 받는 것이 필수
적이다.

105. 동작 기간 표시
인공호흡기는 지속적인 안전사용을 위하여 유지보수를 필요로 한다. 이 정보를 
조작자나 책임있는 조직이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실질적인 수단은 인공
호흡기가 조작중인 기간을 추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106.2. 전자식 건강 기록기 연결
환자진료의 전자식 문서는 급속하게 진료의 표준이 되고 있다. 주요한 동기는 
정확하고 완전한 문서화를 통하여 개별 환자에 대한 진료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체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2015년까지 전자의무기록을 제공하는 정부 고시가 
있다. 전자의무기록으로의 전자식 데이터 전송은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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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은 ASTM F2761-09에 따라서 네트워크/데이터 접속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106.3. 분산형 경보 시스템 연결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들은 보통 환자의 입원실로부터 나오는 경보
신호를 듣기에 충분히 가까운 조작자가 근무하는 임상 환경에 위치하고 있
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은 환자 입원실에 충분히 근접한 곳에 조작자 없이 
예민성이 낮은 방에 있다. 이러한 설정에서는 조작자가 경보 신호를 듣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지연되어 치명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산형 경보시스템은 경보 신호를 원격지에 위
치한 조작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적시적
인 대응과 개입을 가능케 한다.

데이터 전송은 ASTM F2761-09에 따라서 네트워크/데이터 접속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108. 시간설정 환기 중단
기계식 인공호흡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은 특정한 임상 절차에 필요하다.

예: 조작자가 선택한 팽창 수준에서 흉부 X-레이, 종료 날숨에서 흉부 X-레이, 
중앙 정맥 압력 또는 심장 출력 측정, 호흡단계 혈압 변동 측정, 기도 흡입, 
환자 회전.

현재, VBS가 환자로부터 분리된 동안 성가신 경보신호를 피하고 인공호흡기 
순환을 피하기 위하여 조작자는 보통 인공호흡기를 꺼놓고 나중에 인공호흡
기를 되돌려 놓는 것을 잊어버림으로써 장시간 탐지되지 않는 호흡정지의 
위험을 발생시킨다.

또한 방사선사는 효과가 변하는 손과 눈의 조정을 통하여 흉부 X-선 노출을 
호흡단계에 수동으로 동기화를 시도한다. X-선 노출과 환기의 자동 동기화는 
임상적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호흡의 최소 교란을 허용하기 위하여 인공호흡 일시정지의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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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장비로부터 유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다. 이것은 조작자가 즉각적인 
구역 대피를 필요로 하거나 수동 동기화가 덜 효과적일 때 높은 방사선 
선량과 같은 절차에 특히 중요하다.

위험관리 과정의 일부로서 외부에서 발생되거나 반복적인 환기 일시정지가 
발생할 때 환자의 폐가 계속 적절하게 호흡되도록 보장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날숨 일시정지는 ASTM F2761-09에 따라서 네트워크/데이터 접속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6.2.1.10. 적합성 기준
위원회의 의도는 내성 시험을 여러 번 (예: 다수의 공급량에서 정량제어 호흡 
방식과 압력제어 호흡방식)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자는 
어떤 호흡방식과 공급량이 주어진 내성시험에 최악의 경우를 나타내는지 판
단하여 이러한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압력 오차 허용기준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주어진 일련의 
시험조건과 변수에 대해서 적합성과 내성은 고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공급량 
오차로서 반영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공급량 허용기준이 충분하다고 간주한다.

6.3.3.2.101. 경보조건 로깅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최적의 환자관리는 중요한 경보조건의 이력을 검토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경보신호를 잠그는 대신 생명유지 ME기기 또는 ME시스템에 대한 
중환자 환경에서 보다 타당한 위험방지 수단이다. 추가적인 정보는 공통기준
규격[별표4] 부록 A, 6.12. – 경보시스템 로깅에도 수록되어 있다.

6.8.4.101. 경보신호 비활성화 종료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경보신호의 매우 긴 일시정지를 허용하는 것은 조작자가 경보조건의 존재를 
통보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관리는 종종 가청 
경보신호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정교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조작자 의해 일시 정지된 오디오를 연장시키는 조치는 인공호흡기가 조작자나 
환자의 방에 주변의 다른 사람(예: 의사 또는 심장병리학자)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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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는 경보조건을 생성하기 전에 조작자가 경보신호를 일시정지시키도록 
허용하는 오디오 일시정지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한 능력은 불쾌한 경보
신호 생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조작자가 성가신 가청 경보
신호를 최소화할 수 있게 허용한다. ‘계획된’ 분리는 이 능력이 필요한 공통
적인 상황이다. 그 예는 개방 흡입, 호흡계통 필터 교환 또는 약물치료 삽입
이 있다. 밀폐식 흡입 모드 역시 그러한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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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R 
16142:2006의 
필수 원칙

이 문서의 해당 항/세부항 적격 비고/유의사항

1, 2, 3 전체

1 13., 106., 107., 108., 3.3. 
그리고 
공통기준규격[별표3] 
을 통하여

2 13., 103., 105., 106.

3 12.1., 12.4., 102., 105., 108.

4 12.1., 12.4., 13., 15., 102., 105.

5 7.

6 103.

7.1 9., 11.

7.2 11.

7.3 11.

7.4 – 해당없음

부록 BB
(참고)

필수 원칙들에 대한 참조

이 문서는 ISO/TR 16142:2006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인공호흡기, 그 부속품 
또는 부분의 안전 및 성능의 필수 원칙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문서는 적합성 평가 목적에 허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서와의 적합성은 ISO/TR 16142:2006의 특정한 필수 원칙과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을 제공한다. 표 BB.1은 이 문서의 항 및 세부항을 
ISO/TR 16142:2006의 필수 원칙과 대비시키고 있다.

표 BB.1. 이 문서와 필수 원칙 사이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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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1., 13.

7.6 11., 13.

8.1 11.

8.1.1 – 해당없음

8.1.2 – 해당없음

8.2 –  해당없음

8.3 – 해당없음

8.4 –  해당없음

8.5 11.

8.6, 8.7 7.

9.1 8., 9., 11., 14., 15., 16., 101., 102., 
106., 108.

9.2 8., 9., 12., 15., 101., 106., 108., 
3.2., 3.3.

9.3 8., 11., 13., 15.

10.1 12.

10.2 12.

10.3 7.

11.1.1 10., 12., 17., 3.2.

11.2.1 – 해당없음

11.2.2 – 해당없음

11.3 10., 12.

11.4 7.

11.5.1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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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 해당없음

11.5.3 – 해당없음

12.1 14.

12.2 11.8.

12.3 12., 11.8.

12.4 12.4., 12., 3.4.

12.5 17., 3.2.

12.6 8., 15., 16.

12.7.1 9., 15., 16.

12.7.2 9., 16.

12.7.3 9., 16.

12.7.4 7., 8., 15., 16., 101.

12.7.5 11., 15., 16.

12.8.1 12., 101.

12.8.2 7., 12.

12.8.3 7., 12., 104., 107., 3.3.

13.1 7., 16.

14.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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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저주파자극기
(관련 규격: IEC 60601-2-10:2012)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
전처 고시) 소분류 A16010.01에 해당하는 저주파자극기, A16010.02에 해당하
는 간섭전류형저주파자극기, A16010.03에 해당하는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
장치, A83010.01에 해당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A83080.01에 해당하는 개
인용조합자극기(해당 기능이 조합된 조합자극기)에 적용된다.

대치:
이 기준규격은 2.5.에서 정의한, 물리 의학에서 사용되는 신경 및 근육 자극기
(이하 “ME 기기”라 한다)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로는 경피 신경 전기 자극기 (TENS) 및 전기 근육 자극기(EMS)를 포함
하고 있다.
※ 비고: 전기 근육 자극기는 신경근 자극기로 알려져 있을 것이다.

다음 ME 기기는 제외된다.:
- 이식되었거나 또는 이식용 전극에 연결될 ME 기기
- 뇌에 자극을 주기 위한 ME 기기 (예를 들어, 전기경련요법 ME 기기)
- 신경 연구를 위한 ME 기기
- 체외형심장박동기(체외형심장박동기(IEC 60601-2-31) 참조)
- 평균 유발 전위 진단을 위한 ME 기기(근전도계 및 유발성응답기(IEC 

60601-2-40 참조))
- 근전계를 위한 ME 기기(근전도계 및 유발성응답기(IEC 60601-2-40 참조))
- 심장 제세동을 위한 ME 기기(저출력심장충격기(IEC 60601-2-4) 참조)

2. 정의

대치: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기의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공통기준규격”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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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이 기준규격에서 “전압” 및 “전류”의 값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
도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1초 동안 평균한 교류, 직류 또는 합성
된 전압 또는 전류의 r.m.s. 값을 의미한다.

2.1. 장착부(APPLIED PART)
추가:
자극기(STIMULATOR)의 전극 및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전극과 연결되는 모든 부분

항목 추가:
2.2. 리드(LEAD)
한 측은 자극기(STIMULATOR)와 연결되고 다른 한 측은 전극과 연결할 수 
있는 절연 처리된 도체로서, 자극기(STIMULATOR)의 출력 신호를 전극으
로 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3. 펄스(PULSE)
두 개의 제로 전압 레벨 사이의 파형(WAVEFORM)의 부분

2.4. 펄스 폭(PULSE DURATION)
최대 진폭의 50 %에서 출력 펄스 폭

2.5. 자극기(STIMULATOR)
신경근육장애 진단 그리고/또는 치료를 위하여 전극을 통한 전기 전류의 응
용으로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ME 기기

2.6. 파형(WAVEFORM)
전기 신호 진폭의 변화로써 장착부(APPLIED PART)로부터의 시간 함수로
서의 출력(전압 또는 전류)

3. 시험규격

3.1. 전기 •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기 • 기계적 안전성은 공통기준규격[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이 기준규격에 따라 대치하거나 또는 추가 삽입한다(다음의 각 번호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번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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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 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4.에 따른다.

  4.1. ME 기기 또는 ME 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위한 조건
    항목 추가:
    4.1.101. ME 기기 또는 ME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추가 조건
    결합된 ME 기기(예를 들어 초음파 치료를 위한 장착부(APPLIED 

PART)이거나 초음파 치료 기능을 가지는 자극기(STIMULATOR))의 
경우, 추가 부품들은 관련 개별기준규격에 따라야 한다.

  4.2. ME 기기 또는 ME 시스템을 위한 위험관리 프로세스
    추가:
    제조자들은 10 mA를 초과하는 전류 또는 어떤 전극에서도 2 mA/cm2 

이상의 전류밀도를 전달하기 위해 자극기(STIMULATOR) 및 액세서리
를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들을 위험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

  4.11. 전원입력
    추가:
    기기는 출력모드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최대 진폭 안정 상태 전류를 발생

하는 부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5. ME 기기 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공통기준규격[별표1] 5.에 따른다.

  6. ME 기기 및 ME시스템의 분류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6.에 따른다.

  6.2. *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수정:
    B형 장착부(APPLIED PART)를 삭제한다.

  6.6. *가동 모드
    수정:
    연속가동 이외 모든 것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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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ME 기기의 표식, 표시 및 문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7.에 따른다.

  7.2. ME 기기 또는 ME 기기 부분의 외측 표시
  7.2.7. 공급전원에서의 전원입력 
    네 번째 단락의 대치:
    전원으로 작동되는 자극기(STIMULATOR)의 정격 입력전원은 제조자가 

지정한 작동조건 하에서 어느 5초간의 시간에서의 평균화된 최대 전원
이어야 한다.

    항목 추가:
    7.2.101. *출력
    어느 1초간의 시간에서의 평균화된 10 mA 또는 10 V 이상의 출력을 제

공할 수 있는 ME 기기는 전극 연결부위 주위에 공통기준규격[별표1] 표 
D.2의 기호 10을 표시하여야 한다.

  7.9. 부속문서
  7.9.2. 사용설명서
    항목 추가:
    7.9.2.101. 추가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직류 성분, 펄스 폭(PULSE DURATION), 펄스(PULSE) 반복 주파

수, 출력 전압 그리고/또는 전류의 최대 진폭, 그리고 이러한 파라미
터들의 부하 임피던스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출력 파형
(WAVEFORM)에 대한 정보

    b) *전극의 크기 및 종류에 대한 제안 그리고 자극기(STIMULATOR)가 
의도하는 개별 치료법에 대한 적용 방법

    c) 출력이 직류 성분을 포함할 경우의 예방 조치에 대한 충고
    d)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식용 전극기

기(예: 심장박동조율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자극기
(STIMULATOR)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

    e) 다음의 잠재적 위해에 대한 경고:
      - 고주파 수술용 ME 기기에 대한 환자의 동시 연결은 자극기

(STIMULATOR) 전극 연결부위의 화상이 있을 수 있고, 자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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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ATOR)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 단파 또는 극초단파 치료 ME 기기 근접 위치(예: 1 m)에서의 조작

은 자극기(STIMULATOR) 출력에 불안정을 줄 수 있다는 것.
      - 흉부 근처에서의 전극의 조작은 심장 제세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f) *10 mA 또는 10 V 이상의 출력 값을 낼 수 있는 ME 기기의 경우:
      - 자극기의 사용을 위하여 제조자가 권고하는 전극에서의 최대 출력 값
    g) 2 mA/cm2 이상의 전류밀도를 가진 전극들은 조작자의 특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는 것.
    h) 머리를 가로지르거나 또는 통하거나, 바로 눈 위이거나, 입을 덥거나, 

목 전면(특히 경동맥동)에 자극을 가하거나 또는 흉부와 등 윗부분 
또는 심장을 가로 질러서 전극을 올려놓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

  7.9.3. 기술설명서
  7.9.3.1. 일반
    추가:
      - 기술설명서는 7.9.2.101.a)에 언급된 파라미터들과 이 파라미터들이 

유효하게 되는 부하 임피던스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8. ME 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의 8.에 따른다.

  8.3. *장착부의 분류
    수정:
    자극기(STIMULATOR)의 장착부(APPLIED PART)는 BF형 또는 CF형 

장착부(APPLIED PART)여야 한다.

  9. ME기기 및 ME시스템의 기계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 9.에 따른다.

  10. 원치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공통기준규격[별표1] 10.에 따른다.

  11.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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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기준규격[별표1] 11.에 따른다.

  12. 제어기와 계측기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기준규격[별표1] 12.에 따른다.

  12.1. 제어기 및 계측기의 정확도
    항목 추가:
    12.1.101. *출력 진폭
    자극기(STIMULATOR)의 출력을 최소에서부터 최대까지 연속적으로 제

어 또는 단계별로 1 mA 또는 1 V 이하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
되어야 한다. 최소의 설정에서는 출력이 최대 설정의 2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부속문서에서 명시된 부하 임피던스 범위 내에서 가장 불리한 
상태의 부하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검사 및 측정하여 확인한다.

    12.1.102. *펄스(PULSE) 파라미터
    오프셋 또는 비대칭 파형(WAVEFORM)으로부터 기인한 직류 부분을 

포함하여 부속문서에서 서술하거나 ME 기기에 표시된 펄스 폭(PULSE 
DURATION), 펄스(PULSE) 반복 주파수 및 진폭의 값들은 부속문서에
서 명시한 범위 내 부하 저항으로 측정할 때 ±20 % 이상의 편차가 없
어야 한다.

    적합성은 ±10 %를 초과하지 않는 오차로 측정하여 확인한다.

  12.2. 사용적합성
    항목 추가:
    12.2.101. *전극
    자극기(STIMULATOR)는 개방 또는 단락 전극 어느 것으로 동작하여도 

본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다:
    모든 출력을 최대 상태로 설정하여 자극기(STIMULATOR)를 작동한다. 

각 한 쌍의 출력 단말기를 개방회로 상태에서 10분간 유지한 후 단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