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장비 사양서

□ 내시경기
1

1.

품 명

규격

수 량

내시경기

CV-290급(HD)

16대

비고

내시경기

1) Video System Center

방식으로 TV interlace scanning은 1080i이상,
TV Progressive scanning은 720P 이상이어야 한다.
◯ B/W CCD방식의 이미징 시스템이어야 한다.
◯ NBI(Narrow Band Imaging)기능이 있어야 한다.
- 특정영역의 광파장을 병변(Blood vessels in Mucosa) 보다 뚜렷하고 차별화
된 영상으로 표현하는 기능
- Double Exposure of blue light(Blue Light노출 2배 증가)기능이 있어야 한다.
◯ IHb color chart기능이 있어야 한다.
- 혈관분포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상 부위를 찾아 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며 병변의 상태를 자세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미지 잔상 보정기능(Rainbow color adjustment)이 있어야 한다.
- 몸 안에서 내시경의 이동시 나타나는 이미지의 잔상 (rainbow color) 현상을
줄여주어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자동 빛 반사 방지 기능(Automatic Iris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빛이 반사되어 하얀 부분이 생겼을 때 반사를 줄여 영상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윤곽 강조 기능(Structure Enhancement)이 있어야 한다.
- 영상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윤곽을 강조하여 정확한 영
상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단계는 8단계 이상으로 광범위해야 한다.
◯ 모서리 강조 기능(Edge Enhancement)이 있어야 한다.
- 영상의 가장자리를 잘 구현하도록 하는 기능으로써 모서리를 강조하여 정
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 HDTV (High-Definitio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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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전 저장기능 (Pre-Freeze)이 있어야 한다.
- 촬영되는 이미지를 메모리에 미리 지속적으로 저장하여 촬영 시 원하는 순
간의 이미지를 얻을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단계 이상의 ZOOM 기능이 탑재되어야 한다.
◯ 자동 색상 조절 기능(White Balance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정확한 색상의 재현을 위해 순수한 흰색을 기준으로 하여 색상을 자동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광량 증폭 기능(AGC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광량을 자동적으로 증폭시켜 어두운 부분까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야 한다.
◯ 키보드 조작으로 3단계 Image size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방수 원터치 커넥터를 통해 광원과 원터치로 연결할 수 있으며, 비디오 프로
세서에 별도로 영상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 휴대용 메모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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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ght Source

이미징 시스템: B/W CCD system / Fiberscopes
◯ Light Source 와 Scope의 one-touch Connecter
◯ 조명램프: 300W xenon shot-arc lamp
◯ 스페어 램프: Yes (automatic)
◯ 체내 스코프 (transillumination switch): 지속시간 7초
◯ 옵션 필터기능: Yes
◯ 램프수명확인: lamp hour meter (전면 패널)
◯ 자동 밝기 조절: 17단계
◯ 에어 주입: 4 modes
◯ 치수: 370mm (W) * 476mm (D) * 150mm (H) (standard)
◯ 무게: 18.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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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모니터(LMD-2735MD)
◯ 가시영역: 686mm(27 1/8inches)
◯ 화면비: 16: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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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시각도: 89°/89°/89°/89°(일반)(상/하/좌/우 콘트라스트>10:1)

4 Luminance: 300cd/m²(Typical)
◯
5 Pixel pitch: 0.2745 * 0.2745
◯
6
◯

입력신호: BNC, Y/C, RGB, DVI-D, SDI, HD15, EXTERNAL SYNC,
SERIAL REMOTE, DC INPUT

7
◯

출력신호: DVI-D, DC 5 V OUTPUT

8 Mounting : 100 * 100 mm VESA
◯
9 Colors : Approx 16.7million colors
◯

전력요구: AC 100~240V±10% 50/60HZ
◯ 치수: 658.8(W) * 426.8(H) * 78(D)mm
◯ 무게: 6.7kg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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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용 Suction (MS-700)
◯ Oil-less Piston 진공펌프
◯ 최대진공: 735mmHg
◯ 용기: 3000cc*2
◯ 유속: 50L/분
◯ 크기/중량: 340(L) * 440(W) * 840(H)mm / 20Kg
◯ 전원: AC 220/110, 50/60Hz
◯ 소비전력: 250W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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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rt

시스템센타(본체)와 프린터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4단 규격 이어야 한다.
◯ 스코프 2대 동시 거치가 가능해야 한다.
◯ 전원공급디스플레이: 220V (필요사항 시 110V)
◯ 크기: 500(W) X 600(D) X 1700(H)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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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동용 HD GATE WAY
◯ 영상입력신호는 HDTV, SDI, DVI 중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영상출력신호: D-Sub, DVI, HDMI
◯ 전원차단시 블랙아웃 기능으로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검사중 워크리스트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6)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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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중 노이즈 필터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검사종료 후 워크리스크 자동 검색
◯ 내시경 영상의 변환 및 전송과정에서 화질저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 PC의 운영체계: 윈도우10
5
◯
6
7
8

기타사항
◯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하여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되 교육 및 설치 완료 까지 관련 소모품을 지원
하여야 한다.
◯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 장비의 하자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장비 고장 시 24시간이내 복구하여 검사
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 PACS와의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장비의 무상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 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무상A/S기간에 매분기 1회 이상 납품장비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
시하고 SERVIC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사양서의 어휘나 문구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회 해석을 우
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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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내시경스코프
2

품 명

규격

수 량

위내시경스코프

HD급

74대

비 고

세부사양
◯ Scope 외직경 : 8.9mm 이하이어야 한다.
◯ 겸자 구경 : 2.8mm 이하이어야 한다.
◯ 시야각 : 140°이상으로 폭넓은 영역 진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 관찰심도 : 3~100mm 전후
◯ 완곡각 : 상-210°, 하-90° 이상, 좌우-100° 이상이어야 한다.
◯ NBI(Narrow Band Imaging)가 이루어져야 한다.
◯ Hand switch상에서 4개 이상 Remote control기능 보유하여야 한다.
◯ 키보드 조작으로 Image size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 Light Source 와 Scope의 one-touch Connecter가 이루어져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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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
공하여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되 교육 및 설치 완료까지 관련 소
모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 무상수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장비 고장 시 A/S 요청 통보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이내 복구하여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 납품업체는 장비의 무상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사양서의 어휘나 문구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회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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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내시경스코프
3

1.

품 명

규격

수 량

대장내시경스코프

HD급

52대

비 고

장비 사양
◯ Scope 외직경 : 12.2mm 이하이어야 한다.
◯ 겸자구경 : 3.2mm 이하이어야 한다.
◯ 시야각 : 170°이상으로 폭넓은 영역 진단 가능하여야 한다.
◯ 관찰심도 : 5~100mm 전후
◯ 완곡각 : 상-180°, 하-180° 이상, 좌우-160° 이상이어야 한다.
◯ NBI(Narrow Band Imaging)이루어져야 한다.
◯ 경도가변 조정기능 (Variable Stiffness)이 있어야 한다.
◯ 이중밴딩구조(Passive Bending)가 되어야 한다.
◯ Hand switch상에서 4개 이상 Remote control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 키보드 조작으로 Image size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 Light Source 와 Scope의 one-touch Connecter가 이루어져야 한다.
◯ Water jet기능이 있어야 한다.
◯ 스코프 길이(1,330mm or 1,680mm)는 해당지부에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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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하여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되 교육 및 설치 완료까지 관련 소모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 장비의 하자보증 기간은 2년 2년으로 하며 장비 고장 시 A/S 요청 통보 시각
으로 부터 24시간이내 복구하여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 납품업체는 장비의 무상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사양서의 어휘나 문구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회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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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경세척기
4

1.

2.

품 명

규격

수 량

내시경세척기

-

24대

비 고

일반사양
1) 듀얼타입 세정 및 소독 기능 또는 동시 독립식 2 scope 세정 및 소독 가능
하여야 한다.
2) 와류방식의 세척 시스템 또는 임펠러 형식(수압방식)의 회전분사식 세척 시
스템이어야 한다.
3) 소독액 히팅이 가능하여야 한다
4) LEAKAGE TEST 가능하여야 한다.
5) 알코올 플러싱 가능하여야 한다.
6) 바신 자동 개폐 커버 시스템(Actuator) 또는 풋스위치(Foot switch)로 자동
door 개폐 시스템이어야 한다.
7) 세척기 내부 자가 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세부사양
1) 감염관리 추적을 위한 PC 연동 데이터베이스 (보유한 내시경 수량 이력관
리 가능, 수검자 및 사용된 내시경의 세척, 소독, 보관까지의 전 과정 데
이터베이스 저장 및 관리 가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수가 산출을 위한 데
이터 저장 및 관리 가능)구축 관리 기능 또는 7인치 lcd터치스크린 방식
및 독립적인 운영체제(소프트웨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누수검사 : 버블 검사 방식 또는 급수 방식
3) 세척과 소독시간:
◯ 세척(초단위 시간 세팅): 0초~999초 또는 0초~250초
◯ 세정액(초단위 시간 세팅): 0초~999초 또는 0초~250초
◯ 소독액(분단위 시간 세팅): 0분~999분 또는 0초, 1~120분
◯ 알코올(초단위 시간 세팅): 0초~999초 또는 0초~250초
4) 프로그램(자동)
◯ Memory 01(또는 A모드): 세척-세정-린스-소독-린스-알콜-에어-고정 방식
또는 세척-세정-세척-소독-세척-에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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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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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B모드): 사용자 지정 또는 세척-세정-세척-에어
◯ Memory 03(또는 C모드): 사용자 지정 또는 세척-소독-세척
◯ Memory 04(또는 D모드): 사용자 지정 또는 A모드와 동일하며 소독액이
1cycle 후 자동으로 버려짐
5) 탱크용량
◯ 세정액 탱크용량 : 1 리터
◯ 소독액 탱크용량 : 22 리터 또는 20리터×2
◯ 알코올 탱크용량 : 1 리터
6) 연결기: 세척, 세정, 소독, 알코올 플러싱 기준 연결구 6개(2 스코프)
7) 배출 : 배수구 2개(후면 판넬 필수 배수구 1개, 장비내부 탱크에 장착하여
필요시 배출 가능한 배수구 1개) 또는 4개(강제배수 장비뒤편 위치1
개, 앞면3개)
8) 전원: AC 220V, 60Hz
9) 크기: (W)545×(D)900×(H)1060mm 또는 (W)960×(D)780×(H)1030mm
10) 무게: 85kg 또는 90kg
11) 구성 : 구성(1) 또는 구성(2)
◯구성(1)
(1) 기기 본체 1세트
(2) 악세사리 바스켓 1개
(3) 내시경 채널 세정 튜브 6개
(4) 내시경 버튼 아답터 6개
(5) 내시경 리키지 연결잭 1개
(6) 리키지 테스트용 코일호스 1개
(7) 급수 호스 : 1개
(8) 급수 아답터 1개
(9) 배수 호스 1개
(10) 배수 클램프 1개
(11) 사용자 매뉴얼 1개
(12) 전원 코드 1개
◯구성(2)
2 Memory 02(
◯
3
4

1
2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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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본체 1세트
(2) 배수 호스 2개
(3) 악세사리 바스켓 2개
(4) 호스 조인트 1개
(5) 물 주입 튜브 1개
(6) 물 공급 호스 2개
(7) 채널 세정 튜브 6개
(8) 누수 시험 에어 튜브 2개
(9) 소독액 제거 호스 2개
(10) 소독액 튜브 2개
(11) 내시경 그리드 2개
(12) 사용자 매뉴얼 1개
(13) 전원코드
(1)

기타사항
1)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하여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되 교육 및 설치 완료까지 관련 소모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3) 무상수리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장비 고장 시 A/S 요청 통보 시각으로 부터
24시간이내 복구하여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현재 협회에서 사용하는 소독액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납품업체는 장비의 무상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6) 기타 본 사양서의 어휘나 문구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회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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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진단기

5
□

1.

품 목

규 격

수량

초음파진단기

프리미엄급(범용)

22대

비 고

일반사양

급 이상의 최신의
기술이
장착된 고해상도 화질의 프리미엄급 초음파 시스템이어야 한다
제조사 고유의 디자인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자 편의성 진료 워크플로우
편리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근골격계 혈관 산부인과 심장 비뇨기과 검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범용장비로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어야 한다
가 적용되어 고해상도 고선명도 고침투율과
동시에 프레임레이트 저하가 없어야 한다
영상저장 및 데이터 편집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다이콤 지원가능
유방 및 간외 조직검사시 초음파 횡파탄성영상기법
장착시 기능이 컨벡스 리니어 렉탈 트랜스바지널 가지 탐촉자에 공급
가능하여야 한다
공간합성기능인 컴파운드 영상구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컬러도플러와 스펙트럴 도플러의 한세대 진보한 도플러 기능이 공급되어야 한다
원버튼 리얼타임 오토 퀵 스캔 기능이 가능 하여야 한다
주조절판 펑션키 버튼을 사용자의 워크플로워에 맞추어서 임의 변경 세팅이
가능하여야 한다
주조절판 버튼 진행시 조절판 전체교체가 아닌 해당 키버튼만 부분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세부사양
일반 정보
① 최적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조작보드와 인치 이상의
모니터
② 상하 좌우 위치 조절 및 고정이 가능한 모니터
③ 주 모니터 핸들링이 용이하도록
탑재
④ 개 이상의 탐촉자 장착 포트 탑재 가능한 이하의 무게
⑤ 다중 중심주파수 확장 기술 혹은 광대역 디지털 빔 형

1)

Fully

Digital HD

Advanced

A-Beam-Forming
.

2)

,

.

3)

,

,

,

,

,

.

4)

Wideband

Doppler

Technology

,

,

.

5)

.

6)

(

3.0

(Shearwave Elastography)

,

,

(

) 3

7)

.

8)

.

9)

.

10)

.

11)

A/S

.

2.

)

1)

23

Front

4

Wide

handle

96kg

- 10 -

⑥ 어두운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광키 버튼 활성화 기능
⑦ 스캔 영상 깊이는 최소
메인패널 키버튼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위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버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정 소프트웨어가 공급 되어야 함
개 이상의 하모닉 영상 타입이 제공 가능해야 함
프리시젼영상
또는
플러스 또는
또는
컬러도플러 벨로시티 이미징
스펙트럴 도플러
멀티헤르츠 멀티플 프리퀀시 기능
줌 테크놀로지
자동
가능해야함
자동
최적화 및
가능해야함
오토 아이엠티
다이콤
컨벡스 트랜스듀서
싱글크리스탈
리니어 트랜스듀서
섹터 트랜스듀서
1cm

to

40cm

2)

.

3)

3

.

4)

5)

(Precision imaging)

Aplipure

Hi

Com

Hi REZ Plus

Spatial

6) Tissue Specific Optimization

Compound

Imaging

Tissue Adaptive Technology

7)

8)
9)
10)

HD

11)

Gain,

TGC

12)

Doppler

optimization

.

Baseline

scale

optimization

.

13)
14)

3.0

15)

(for

Abdomen

16)

(for

Thyroid

17)

3.

(for Cardiac

구성
본체
개 이상

1)

-

4

Transducer

-

Scan-Mode

-

23“

-

10..4“

-

1TB

-

128GB

:

Linear,

&

Breast

echo

exam)

Hard

Disk

&

carotid

exam)

1

활성 포트
Convex,

이상
이상 터치판넬 컨트롤
Wide

exam)

Sector,

Trapezoid

Scan

SET

Mode

Monitor

Capacity

이상 오퍼레이팅 시스템
원키 영상 최적화 기능
사용자 변경 가능 컨트롤패널과 사용자 버튼 설정 소프트웨어
티슈 하오닉 이미징
어드밴스 프리 포스트프로세스 이미징
SSD(Solid

-

(Gain,

TGC,

State

Drive)

Doppler Baseline,

Capacity

Scale)

-

2)
3)

1

-

EA

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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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11)
12)

4.

트랜스밋 컴파운드 이미징
컬러도플러 벨로시티 영상
스펙트럴 도플러
멀티헤르츠 멀티플 프리퀀시 기능
줌 테크놀로지
오토
다이콤
프로브구성
프로브 구성은 납품 전 지부와 협의
사용지침서 정비지침서

1

EA

1 EA

HD

IMT

3.0

/

1

EA

1

EA

1

EA

1

EA

1

EA

3

EA

1

EA

기타 사항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 및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공급장비는 납품일로부터 년 이내에 단종 되지 않는 기종이어야 한다
공급장비는 초음파진단기 내용연수인 년동안 및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해당지부에서 원하는 장소에 장비설치를 해주어야 하며 사용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연동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장비의 기간은 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개월전 전체 납품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무상 기간에 매분기 회이상 납품장비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해석
에 따라야 한다.

1)

.

2)

.

3)

1

4)

.

7

A/S

.

5)

.

6)
7)

PACS

.

A/S

3

2

.

8)

A/S

SERVICE

1

REPORT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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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초음파진단기(부인과)
품 목

규 격

수량

초음파진단기

부인과

1대

비 고

일반사항
- 고해상도 영상의 질을 나타내며, 프로브 호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 모니터는 19”이상의 고해상력 LCD이어야 한다.
- 조절판 상단에 8.4인치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작동이 편리하고, 메인 모니
터 전방 핸들이 장착되어 모니터 각도조절이 용이하여야 한다.
- Full package DICOM 연결로 장비에서 획득한 image data 를 효과적으로 저
장, 전송 및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조절판 펑션키 버튼을 사용자의 워크플로워에 맞추어서 임의 변경 세팅이
가능하여야 한다.
- 주조절판 버튼 A/S 진행시 조절판 전체교체가 아닌 해당 키 버튼만 부분 교
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세부사양
1.

1) B-mode

자동 최적화 기능
- 원 버튼으로 최적화가 가능한 이미지 보정 Quick Scan
- 깊이: Maximum 40 cm까지 (Convex 기준)
- 주파수 변화 / 티슈 하모닉 영상 / 줌기능 / 파워 도플러 Cursor / 음파 출력
- Focus – 다중포커스 가능
- Compounding imaging 가능
-

- 2D Gain / DGC(TGC) / Grayscale Map

지속성 / Edge 증대 / Smoothing
- 위/아래 전환 / 좌 / 우 전환 / 디스플레이 줌
-

2) M-mode

주파수 변화 / 티슈 하모닉 영상 / 음파 줌
- M Gain / DGC / 스윕 속도
- 디스플레이 포맷 또는 듀얼이미징(두개의 B 표준 영상 크기 및 전체 화면
스트립)
-

- 13 -

- M Map / M
Edge

다이나믹 범위 / 퍼시스턴스 / 위/아래 전환 / 좌/위 전환

/

3) Color Doppler

위치 / ROI 크기 조절가능
속도 눈금자 / Wall filter / Flash suppression
- 조정 각도(리니어 한정)/ PW Doppler Cursor
- 음파 줌 / 음파 출력
- Gain / Color Map / Baseline shift / 전환 / 지속성
- 디스플레이 줌(고정화면) / Edge 증대/smoothing
- ROI
-

4) Spectrum Doppler

트리플 모드 (동시에 라이브 2D 또는 라이브 2D , 칼라, PW 도플러 스트립)
- 업데이트 (라이브 2D 혹 칼라와 라이브 PW 도플러 스트립간의 빠른 전환)
- Cursor 위치 / Gate 크기 1~10mm / 조정 각도 / 속도 눈금자 / 음파 파워
- 각도 교정: 수동 0~±76도 또는 40도 (±20) , 속성 60도
- Baseline shift / Wall Filter / 전환 / 음향 볼륨
- 디스플레이 포맷(1/2, 1/3, 전체화면 스트립)
- 스윕 속도(3~5 단계 동등이상) / PW Map / PW 다이나믹 범위
-

5) THI (Tissue Harmonic Imaging)
- Pulse Subtraction, Differential

하모닉 조직영상

6) ApliPure
-

주파수/ 또는 실시간으로 공간 복리 영상 지원

7) Quick Scan
-

자동게인 컨트롤과 STCB모드 뿐만아니라 속도범위 및 스펙트럼 도플러에
대한 베이스 라인을 이동 콘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8) Cine Memory

기록 / 재생모드
- 반복 재생가능
- Clips 동영상 저장 가능
-

19) Customizable key
(Control Panel)

주조절판
주요키 버튼을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 지정
할 수 있어야 한다
12) 운영 & 서비스 매뉴얼
- 14 -

구성

3.
:
1. B-mode

1

2. M-mode

1

3. Color Doppler
4. Spectrum Doppler

1EA
1EA

5. THI (Tissue Harmonic Imaging)

EA
EA

1EA

6. ApliPure
7. Quick Scan

1EA
1EA

8. Cine Memory

1EA

9, DICOM3.0
10. Customizable key

1EA
1EA

탐촉자
컨벡스1개, 바자이널1개(변경가능)
12. 운영 & 서비스 매뉴얼
11.

4.

2EA
1EA

기타 사항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 제공 및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공급장비는 납품일로부터 년 이내에 단종 되지 않는 기종이어야 한다
공급장비는 초음파진단기 내용연수인 년동안 및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해당지부에서 원하는 장소에 장비설치를 해주어야 하며 사용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연동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장비의 기간은 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개월전 전체 납품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무상 기간에 매분기 회이상 납품장비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협회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1)

.

2)

.

3)

1

4)

.

7

A/S

.

5)

.

6)

PACS

7)

.

A/S

3

2

.

8)

A/S

SERVICE

1

REPORT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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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초음파진단기(심장)
품 목

규 격

수량

초음파진단기

심장전용

1대

비 고

일반사양
1) 사용자 편의를 우선시하고 최상의 화질을 제공하는 인체공학적 프리미엄급
초음파 장비여야 한다.
2) 최신의 펄스 형성 및 코드화 기술로 광대역의 디지털 빔 형성이 가능하여
미세한 부분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상 표현력이 뛰어나야 한다.
3) 진보한 영상기술인 씨사운드 테크널러지나 iBeam 아키텍쳐를 장착하고 빠르
고 정확한 영상을 구현하는 초음파 장비이어야 한다.
4) 심장검사가 가능하며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장비여야 한다.
5) 영상저장 및 데이터 편집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다이콤 3.0 지원가능)
1.

세부사양
1) 본체
- 씨사운드 테크널러지 또는 iBeam 아키텍쳐
- 22인치이상의 고해상도 모니터
- 12인치이상의 고해상도 터치 스크린
- 4개이상의 탐촉자 설치 가능
- 부양이 가능한 키보드는 3방향 이동 가능
- 500GB 이상의 하드 디스크
- 심전도 포트
- 멀티 USB 포트
2) 컨포칼 이미징
3) 자동 이미지 최적화 또는 퀵스캔
4) 지속적인 최적화
5) 고밀도 스펙클 감소이미징 또는 프리시즌 이미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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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이미징
7) 다각도 실시간 공간합성 이미징 또는 어플리퓨어플러스
8) 맞춤검사 프로그래밍 또는 프로토콜어시스턴트
9) 아나토미컬 컬러 M모드
10) 흑백칼라 이미징
11) 칼라 엔지오 이미징 또는 ADF
12) 티슈 벨로시티 이미징
13) 스트레인 이미징 혹은 스트레인 정량화
14) 제트스코어 ( 소아심장치수 자동측정 )
15) 자동정량화 심장모션 분석기능
16) AI 기반으로 개발된 툴을 활용하여 LV Dimension 2D
자동으로 Doppler를 측정해주는 기능
6)

Measurement

구 성
1) 본체
2) 매트릭스 심장탐촉자( M5Sc-D ) 또는 심장탐촉자 ( PST30 )
3) 리니어(혈관) 탐촉자( 11L-D 또는 PLT 705 )

및

3.

1SET
1SET
1SET

4) DICOM 3.0 Package

1SET

5)

1SET

전동침대 변경가능
6) 초음파검사용 의자 변경가능
5) 사용지침서/ 정비지침서
(

)

(

1SET

)

1SET

기타 사항
1)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
및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3) 공급장비는 구매 당해 연도에 단종되지 않는 기종이어야 한다
4) 납품업체는 해당지부에서 원하는 장소에 장비설치를 해주어야 하며 사용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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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CS

연동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6)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장비의 A/S기간은 3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전 전체 납품장비
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납품업체는 무상A/S기간에 매분기 1회이상 납품장비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
시하고 SERVIC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해석
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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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유방촬영기
품 명

규격

수 량

유방촬영기

디지털방식

7대

비고

일반사항
1) 고품질의 영상을 구현 하여야 한다.
2) DICOM 3.0 표준 적용 및 PACS 시스템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필름/스크린방식과 비교하여 높은 생산성과 낮은 선량의 이미지 제공
4) PACS 방식과 관계없이 유방촬영상은 저장, 전송 및 판독과정에서 화질 및
해상도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Attachment Kit 없이 TOMO Upgrade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6) FDA, KFDA승인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1.

세부사양
1) 엑스선 발생 장치
▪발전기타입 : 고주파수 방식
▪최대 출력 : 최대 5.0kW 또는 이상
▪kv 범위 : 22~39kV 또는 이상
▪mA 범위 : 소초점 40mA, 대초점 100mA 또는 이상
2) 엑스선관
▪엑스선관 종류 : W 또는 Mo/Rh
▪필터 종류 : Rh/Ag 또는 Mo/Ag
▪회전 스피드 : 9,500rpm 또는 이상
▪최대 양극열 수용용량 : 300,000HU 또는 이상
▪초점값 : 소초점 0.1mm / 대초점 0.3mm 또는 이하, 전용 엑스선관

2.

3) C-Arm(Gantry)

수직이동 : 71~141cm 또는 이상
▪회전 : -155° ~ +180° 또는 이상
▪조사야 : 66 cm 또는 이상 ( 자동Collimation기능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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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텍터
▪디텍터크기 : 24㎝×29㎝ 또는 이상
▪이미지변환방식 : 직접방식 ( A-Selenium ) 또는 간접방식 ( A-Silicon )
▪매트릭스사이즈 : 2,300 x 2,900 픽셀 또는 이상
▪그리드 해상도 ( Resolution ) : 7.0 lp/mm 또는 이상
▪픽셀 사이즈 : 100㎛(Square type) 또는 이하

4)

▪Auto Paddle Shifting Function

영상획득컴퓨터
▪프로세서 : Win10
▪메모리 : 8GB 또는 이상
▪하드 디스크 : 1TB 또는 이상
▪저장장치 : CD-RW 또는 이상
▪원격 : 인터넷
▪모니터 : ImageViewing Monitor and Operating Monitor ( Dual )
▪이미지 표현 : Capture App. 또는 Fine View
▪키보드, 마우스, 바코드 스캐너

5)

구성
1)엑스선발생장치 ---------------------------------------------1SET
2)엑스선관 ------------------------------------------------------1SET

3.

3)C-Arm(Gantry) ------------------------------------------------1SET

디지털디텍터 ------------------------------------------------1SET
5)영상획득컴퓨터 -----------------------------------------------1SET
6) X-ray 방어막(shield) ------------------------------------------- 1SET
7)얼굴보호대 ----------------------------------------------------1SET
8)압박모드 -----------------------------------------------------1SET
9) 압박패들 ( Auto-Tilting Paddle ) -------------------------------- 2SET
10) 자동노출제어모드 ------------------------------------------ 1SET
4)

- 20 -

기본구성품 -------------------------------------------------1SET
12) QC(정도관리) 악세사리 ---------------------------------------- 1SET
13) 국․영문매뉴얼(사용자및서비스) ------------------------------ 1SET
11)

기타사항
1)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
하여야 한다.
2)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이 부착되어야 한다.
3) 납품업체는 해당지부에서 원하는 장소에 장비설치를 해주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방어시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부합
되도록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을 장비납품의 완료로 본다.
4) 유방촬영상을 PACS로 저장, 전송, 판독함에 있어 화질저하 등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공급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무상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청사 내 장비 이전은 무상으로 하
여야 한다
6) 장비 고장 시 24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납품 업체의
사정으로 복구가 지연되어 검진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7) 납품업체는 장비의 무상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8) 기타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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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기, X-선촬영기(일반촬영겸용)
품 명

규격

수 량

1 유방촬영기
◯

디지털방식

1대

2 X-선촬영기
◯

FPD타입/일반촬영

1대

비고

Turn-Key

1) 유방촬영기

일반사항
1) 고품질의 영상을 구현 하여야 한다.
2) DICOM 3.0 표준 적용 및 PACS 시스템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필름/스크린방식과 비교하여 높은 생산성과 낮은 선량의 이미지 제공
4) PACS 방식과 관계없이 유방촬영상은 저장, 전송 및 판독과정에서 화질 및
해상도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5) FDA, KFDA승인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1.

세부사양
1) 엑스선 발생 장치
▪발전기타입 : 고주파수 방식
▪최대 출력 : 최대 5.0kW 또는 이상
▪kv 범위 : 22~39kV 또는 이상
▪mA 범위 : 소초점 40mA, 대초점 100mA 또는 이상
2) 엑스선관
▪엑스선관 종류 : W 또는 Mo/Rh Mo
▪필터 종류 : Rh/Ag 또는 Mo/Ag Mo/Rh
▪회전 스피드 : 9,500rpm 또는 이상
▪최대 양극열 수용용량 : 300,000HU 또는 이상
▪초점값 : 소초점 0.1mm / 대초점 0.3mm 또는 이하, 전용 엑스선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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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rm(Gantry)

수직이동 : 71~141cm 또는 이상
▪회전 : -155° ~ +180° 또는 이상
▪조사야 : 66 cm 또는 이상 ( 자동Collimation기능 포함 )
4) 디지털 디텍터
▪디텍터크기 : 24㎝×29㎝ 또는 이상
▪이미지변환방식 : 직접방식 ( A-Selenium ) 또는 간접방식 ( A-Silicon )
▪매트릭스사이즈 : 2,300 x 2,900 픽셀 또는 이상
▪그리드 해상도 ( Resolution ) : 7.0 lp/mm 또는 이상
▪픽셀 사이즈 : 100㎛(Square type) 또는 이하
5) 영상획득컴퓨터
▪프로세서 : Win7 또는 이상
▪메모리 : 8GB 또는 이상
▪하드 디스크 : 1TB 또는 이상
▪저장장치 : CD-RW 또는 이상
▪원격 : 인터넷
▪모니터 : ImageViewing Monitor ( Single )
▪이미지 표현 : Capture App. 또는 Fine View
▪키보드, 마우스, 바코드 스캐너
▪

구성
1)엑스선발생장치 ---------------------------------------------1SET
2)엑스선관 ------------------------------------------------------1SET

3.

3)C-Arm(Gantry) ------------------------------------------------1SET

디지털디텍터 ------------------------------------------------1SET
5)영상획득컴퓨터 -----------------------------------------------1SET
6) X-ray 방어막(shield) ------------------------------------------- 1SET
7)얼굴보호대 ----------------------------------------------------1SE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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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모드 -----------------------------------------------------1SET
9) 압박패들 ( Auto-Tilting Paddle ) -------------------------------- 2SET
10) 자동노출제어모드 ------------------------------------------ 1SET
11)기본구성품 -------------------------------------------------1SET
12) QC(정도관리) 악세사리 ---------------------------------------- 1SET
13) 국․영문매뉴얼(사용자및서비스) ------------------------------ 1SET
8)

기타사항
1)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
하여야 한다.
2)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이 부착되어야 한다.
3) 납품업체는 해당지부에서 원하는 장소에 장비설치를 해주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방어시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부합
되도록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을 장비납품의 완료로 본다.
4) 유방촬영상을 PACS로 저장, 전송, 판독함에 있어 화질저하 등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공급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무상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청사 내 장비 이전은 무상으로 하
여야 한다
6) 장비 고장 시 24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납품 업체의
사정으로 복구가 지연되어 검진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7) 납품업체는 장비의 무상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8) 기타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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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선촬영기

일반사양
1)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고화질 영상을 제공 및 쉬운 동작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안정적 운용을 위해 X-ray제조사와 제너레이터제조사는 동일해야 한다.
3) 139micron(또는 이하) 화소크기는 고화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검출기(스탠드)와 X-ray Tube는 서로 싱크로나이즈되어야 한다

1.

구성
1) 제너레이터 ··········································································· 1 세트
2) 바닥레일형 X-ray 지지대 ·················································· 1 세트
3) 고용량 튜브 ········································································· 1 세트
4) 조사야 조절장치 ·································································· 1 세트
5) 디텍터 ··················································································· 1 세트
6) 버키스탠드 ··········································································· 1 세트
7) 이미지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 1 세트
8) DICOM 패키지 ····································································· 1 세트
9) 액세서리
1) 서비스 및 사용자 매뉴얼 ············································· 각 1 개

2

사양
1) 제너레이터
◯ 용량 : 50 kW ( High-frequency inverter type )
◯ kV범위 : 40~150kV
◯ mA범위 : 10~630mA
◯ mAs범위 : 0.1~630mAs
◯ 타이머범위 : 0.001~6.3sec

3.

1
2
3
4
5

6 Self-Diagnostics, Anode Heat Unit Monitor, Error Messaging, Auto
◯

Shut-off timer, History reporting log

바닥레일형 X-ray 지지대
◯ 수직 ( Vertical ) 이동범위 : 1,540mm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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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방향 ( Longitudinal ) 이동범위 : 2420mm (촬영실에 맞게 설치)
◯ 횡방향 ( Transverse ) 이동범위 : ±120mm
2
◯
3

4 Auto Synchronizing Function
◯
5 Color-Coded Buttons on the tube-head Handle
◯

고용량튜브
◯ 양극열수용용량 : 400,000HU
◯ 초점 : 0.6/1.2mm
◯ 전압범위 : 40~150kV
◯ 타켓각도 : 12°
◯ 표시
- 튜브측 10.1inch Touchscreen LCD모니터 (Image-PreViewing 기능포함)
4) 조사야조절장치
3)

1
2
3

4

5

1 Type : LED
◯
2 Max. Rating : 150kVp
◯
3 Manual Shutter Control
◯

디텍터
◯ 디텍터방식 : 간접방식
◯ 리셉터방식 : Amorphos Silicon, CsI
◯ 크기 : 17×17inch
◯ 해상도 : 3.6lp/mm
◯ 화소크기 : 139micron

5)

1
2
3
4
5

6 A/D Conversion Bit Processing : 16bit
◯

매트릭스 : 3,072×3,072 pixels
6) 버키스탠드
7
◯

1
◯

AEC (Automatic Exposure Control)

그리드 : 고정형
◯ 높낮이 이동범위 : 1,690mm
7) 이미지프로세싱시스템
◯ 운영체계 : 윈도우10
◯ 하드디스크 : Min. 500GB
2
◯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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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U : Intel Corei3-8100 3.6GHz
◯
4 RAM : Min. 16GB
◯

모니터 : Touchscreen 23inch
◯ 소프트웨어
- 검증된 이미지프로세싱 : EVP-Plus
5
◯
6

- DICOM Worklist / Store / Print
- Edge Enhancement S/W
- Black Surround Mask S/W
- Preview Image Display Time : 3.5sec
4.
1)

2)

이하

기타사항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 제공 및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본 장비의 무상보증 기간은 년으로 한다
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부합하고 검사 등 제반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납품장비는 방사선안전관리규칙 및 방사선장비의 등록 설치 사용 및 운영에
따른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는 장비이어야 하며 문제발생시 납품 업체가 모
든 경우의 책임을 진다
장비는 협회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장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존 장비는 청사 내 협회가 원하는 기간 및 장소에 무상 설치하여야
한다
프로그램과 원활한 연동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개월 전에 장비 전반에 대한 세부 점검 및
이상부위에 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스템과 디텍터 공급회사가 동일하여야 한다
기타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해석
에 따라야 한다
3

.

3) X4)

5)

.

,

,

.

6)
7)

8)

PACS

2

X-ray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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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전산화단층촬영기(CT)
품 명

규격

수 량

전산화단층촬영기(CT)

128채널

1대

비고

일반사항
1) 다영상 컴퓨터단층촬영기 기술은 의료영상 분야에서 많은 환자의 진단과 임
상적 적용의 증대에 있어 혁신적이어야 한다.
2) 본 장비는 혁신적인 검출기 기술과 장대한 영상정보 처리장치 그리고 높은
처리능력을 지닌 소형화 된 갠트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본 장비는 한번의 갠트리 회전으로 최소 128장 이상의 영상을 제공하는 기
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Axial(conventional) 스캔 시에도 128장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A.

구성
1. 갠트리시스템
2. 환자 테이블
3. X-선관
4. X- 선 발생장치
5. 디텍터 시스템
6. 사용자 콘솔 컴퓨터 시스템

B.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7. 3D 씬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1set

8.

1set

심장 검사 패키지
9. 듀얼 에너지 획득 모드
10. 악세사리

1set
1Lot

규격
1. 갠트리 시스템
1) 1회전 당 최대 획득 영상의 수 : 384-Slice 동등 이상
2) 갠트리 구경 크기 (cm) : 70 cm 동등이상
3) 최대 촬영영역 (cm) : 50 cm 동등 이상
4) 최소 회전시간 (sec) : 0.35 sec 동등 이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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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t

환자 테이블
1) 수평검사 범위 (Metal-Free, cm) : 170cm 동등 이상
2) 테이블 정확도 : ±0.25mm 동등 이하
3) 테이블 하중 (kg) : Max 227kg 동등 이상
3. X-Ray 튜브
1) X-선관 : Performix HD Plus 또는 Straton MX P
2) 양극열 저장능력 (MHU): 0.6MHU 동등 이상
3) 초점크기 (mm): 소초점 1.0 x 0.7mm 또는 0.7 x 0.7m
4) 초점크기 (mm): 대초점 1.6 x 1.2mm 또는 0.9 x 1.1mm
4. X-Ray 발생장치
1) 최대 출력 : 100kW 동등 이상
2) 최대 관전압 : 140kVp 동등 이상
3) 최소 관전압 : 80kVp 동등 이하
4) 최대 관전류 : 800mA 동등 이상
5. 디텍터 시스템
1) 검출기 : Gemstone Clarity Detector 또는 Stellar detector
2) Z-축 채널 수 : 128 채널 동등 이상
3) 검출기 z-축 열의 수 : 64 rows 동등 이상
4) 최대 검출기 z-축 크기 : 38.4mm 동등 이상
5) 나선형 촬영 시 최대 피치 : 1.531 pitch 동등 이상
6. 사용자 콘솔 컴퓨터 시스템
1) 메인 컴퓨터: Clarity OC 또는 syngo AWP
2) CPU: Quad Core 2.66GHz 또는 동등 이상
3) 메모리: 8GB 동등 이상
4) 최대 데이터저장용량: 1.0TB 동등 이상
5) 추가 저장장치: CD&DVD-RW and USB 2.0 또는 동등
6) 모니터: 듀얼 19" 모니터 또는 동등
7) 최대 영상 재구성 속도: 50 images/sec 동등 이상
8) MIP, MPR, SSD including Curved MPR, MIP 제공
9) 볼륨렌더링 제공
10) 볼륨분석 및 다이나믹 평가 제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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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스캔, 영상재구성, 분석 등의 프로세싱 제공
12) 필름 자동화 기능 제공
13) 인터콤시스템 제공
14) 자동 피폭조절 : SmartmA 또는 Care Dose4D
15) 조영제 추적 소프트웨어 : SmartPrep 또는 Care Bolus
16) 빠른 영상 리뷰 소프트웨어 : Image Check 또는 Slab View
17) 영상 재구성(reformat) 프로그램 : Direct MPR 또는 Workstream 4D
18) 반복적재구성기법: ASiR-V 또는 ADMIRE
19) 넓은 CT 관류 및 4 차원 혈관조영 촬영 : Volume Helical Shuttle 또는
11)

Adaptive 4D Spiral

방사선에 민감한 장기 보호를 위한 부분 차폐 기능(Breasts, 수정체 등):
Organ Dose Modulation 또는 X-CARE
21) 영상 품질의 향상을 위한 촬영 부위 및 촬영 목적에 따른 자동 관전압 설정
기능: kV Assist 또는 CARE kV
22) 금속 아티팩트 제거 기능: Smart MAR 또는 iMAR
23) 자동 뼈 제거 기능 제공
20)

씬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1 Set
1) 하드웨어
- 서버시스템 : AW server 또는 syngo Via server type
- CPU: 4 Intel Xeon E5-2630 6-core CPUs 또는 동등
- 메모리 : 64 GB 동등 이상
- 저장장치 : 2TB 동등 이상
- 최대 동시 접속자 수 : 3 users 동등 이상
2) 기본소프트웨어
- 영상 확인 ; Image flip, Zoom, Pan, Inverse video, Magnifying and Cine
- 기본 3D (MIP, MPR, MPVR and VRT) 제공
- 볼륨렌더링 제공
- 볼륨측정 및 다이나믹검사 분석 제공
3) 고급 임상 프로그램
- 고급 뼈제거 소프트웨어 : AutoBone Xpress 또는 Bone Removal
- 관상동맥 석회화 정량화 : SmartScore 또는 Calcium Scoring

7.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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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기능 분석 : CardIQ Xpress Function 또는 Cardiac Function– Enhance
- 관상동맥 혈관 분석 : CardIQ Xpress 또는 Coronary Analysis Package
- 고급 혈관 분석 : AVA Xpress 또는 Vascular Analysis Package
- 심근의 Hypodense 분석 : CardIQ Xpress 또는 Coronary Analysis Package
- 심장 우심실 기능 분석 : CardIQ Xpress Function 또는 Cardiac Function – EnA
- 자동센터라인 분석 : AVA Xpress 또는 Autotracer
- 뇌혈관 서브트랙션 : Dynamic shuttle 또는 CT Dynamic Angio
- 페의 자동 세그멘테이션 및 평가 기능 : Lung Analysis 또는 CT segmentation(Lung)
- 폐기종 및 폐기도의 3D 분석 소프트웨어 : Thoracic VCAR 또는 Pulmo 3D
- 다양한 혈관 플라크의 볼륨 측정 및 차이 분석 소프트웨어 CardIQ Xpress
또는 CT Coronary Plaque Analysis
4) 듀얼에너지 소프트웨어
-

심장 검사 패키지
1) 최소 시간 분해능: 142msec with SSF 또는 동등
2) 전향적 ECG 동기화 촬영 기법 제공
3) 후향적 ECG 동기화 촬영 기법 제공
4) 퍼센트 트리거 또는 역방향 트리거 영상 획득 기능
5) ECG 동기화 볼륨 획득

8.

1 Set

6) ECG device

신호에 따른 관전류 조절기능: ECG Modulated mA 또는 동등
8) 영상 보기 및 ECG 수정 후 영상 재구성 기능
7) ECG

9.

듀얼 에너지 시스템

10.

1 Set

액세서리

1 Lot

1) Arm Support
2) Table & Foot switch slicker

시린지리스 방식의 조영제자동주입기 1set(BRACCO社)
4) 조정자 책상 1set
5) 조정자 의자 2ea
6) ECG 모니터 1se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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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제지키트
8) 테이블 Extension
9) 테이블 패드 1ea
10) I. V 폴대 1ea
11) 에이프론 1ea
7)

12) Easy Slide 1set

장비자체 품질관리용 팬텀(QC Phantom) 1ea
14) 서비스 매뉴얼, 조정자 매뉴얼, 전기적매뉴얼
13)

15) PC 1set

모니터 24″이상 LED 2ea
- 그래픽카드 지포스 750Ti 2G이상
- CPU i7 하스웰 3G이상
- 하드용량 1TB이상
- 메모리 : 16G이상
- 운영체제 : Window10 이상
16) 환자 감시용 CCTV 1set
17) 환자 감시장치 1set
18) 연유리 1 set
-

기타사항
1) 납품업체는 반입구 철거, 복원(원상)을 포함하여 해당지부에서 원하는 장소에
장비설치를 해주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방어시설, 특
수의료장비 품질관리에 부합되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
항이 완료되는 시점을 장비납품의 완료로 본다.(필요시 건물안전진단 및 조치
실시)
2) 계약자 또는 공급자는 검수 후 3년동안 어떠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할지
라도 무상으로 교체서비스를 할 의무를 가진다.
3) 납품업체는 설치 후 5년간 년 2회 이상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특수의료장
비 품질관리검사(서류검사,정밀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팬텀촬영
업무수행 등 전문엔지니어의 기술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3D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5년으로 한다.
5) 공급자는 장비 및 3D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사용권을 장비가 운영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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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안 무상으로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책임을 진다.
6) 3D시스템 납품업체는 방사선사 및 의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 S/W
및 H/W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7) 장비 고장 시 12시간이내에 복구 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인원 및
예비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납품업체의 사정으로 복구가 지연되어 검진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한다.
8) 고장발생시 공급자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 하여야 하며,
업체간 고장원인에 대한 이견으로 장비수리 기간이 지연되어 협회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최종 원인이 공급자에 있다고 판명 되었을시 공급자는 협회 손
실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9) 납품자는 FDA로부터 승인된 모든 최신의 소프트웨어와 최신의 하드웨어를
공급할 시간 안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 납품자는 의사와 방사선사를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훈련을 제공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해 팬텀촬영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현재 사용중인 PACS와 원활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공급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면 메인콘솔 Computer의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를 설치 후 운용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무상 교체를 해야 한다. (Evolve
pkg 또는 FMI)
13) 공급자는 A/S만료 2개월 전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이상 부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4) 타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해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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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전처리시스템
11

품 명

규격

수 량

검체전처리시스템

250검체/시간

2대

비고

특징
○ 채혈한 채혈관을 자동으로 원심분리, 마개열기, 분주를 처리하여 주는 검체
검사 자동화 시스템이어야 한다.
○ 300검체를 동시에 장착 가능하여 대량검체처리에 적합한 시스템 이어야 한다.
○ 3000rpm으로 5분 냉장원심분리하여 혈액을 혈청과 혈구로 분리 해주어야 한다.
○ Rubber, Seal, Hemoguard 3종류의 Type이 모두 적용 가능해야 한다.
○ 원심분리와 마개가 열려진 검체를 자동으로 Sample Cup에 분주하여 자동생화
학분석기에 반송하여 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Sample Cup에 자동 분주하여야 한다.
○ 각 Module에서 처리된 결과 즉, 원심분리 / 마개열기 / 분주의 상태를 시스템
관리자 PC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온도, 각 Module의 작동상태가 자동으로 점검 가능하여야 한다.
○ 장비의 가동 상태 및 에러발생 여부를 표시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동분주를 위해 사용된 Tip은 일회용으로 사용되어 Waste Box에 버려지며
Alarm으로서 교환주기를 알려 주어야 한다.
○ Help버튼을 이용하면 시스템 관리자 PC (TS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
어 초보자도 장비사용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 PC와 협회 Coumpter와 연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Interface
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 24시간 연속가동이 가능하며 보턴 하나의 조작으로 신속하게 분석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향후 자검체 바코드 부착 장치와 자검체 분류 장치를 간편하게 쉽게 증설이
가능하여야 한다.
○ 각 부분별 특성으로 검사실의 고효율 신속한 업무처리 그리고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 규격이 다른 기능 Modular를 Belt-line으로 접속하여 대량검체를 신속처리 가
능하고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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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규격의 기능 Module을 Core unit로 조합하여 System을 구축할 수 있어
야 한다.
○ 검체를 탑재한 Rack을 각 Module에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Rack을 반송
Line에서 끌어들인 작업을 실행함으로서 반송 Line상에서의 Rack의 지체와
각 Module의 처리속도에 의한 병목현상이 없어야 한다.
- Rack상에서 모든 검체가 지나갈 필요가 없는 Module에서는 Rack 인입이 행
해지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필요한 Module까지 Core 반송부를 전진시
키므로 Rack의 추월이 가능하고 후속 Rack의 투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
어야 한다.
○ 자동 Balance 부착 원심분리 Module이 구현되어야 한다.
- Rotor 상부의 원형 통 내에 11개의 금속 ball이 들어 있어 이 금속 ball이
고속 회전시 unbalance로 생기는 회전축의 이동을 보정하는 방향으로 이동
하고 Rotor의 원심중심을 Motor 회전축사에 보정하는 balance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 3000rpm 회전시 초대 110g의 unbalance까지 대응 가능하여야 하고, 특히
Dummy 스틱을 사용하지 않아도 원심분리 Module 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Sylingeless 분주 Nozzle 방식이여야 한다.
- 벨로우즈라는 자바라 부분의 뻗고 줄어듬에 의해 검체의 흡입, 배출을 실행
할 수 있어야 한다.
: 정기적인 교환을 필요로 한 Sylinge, Seal Peice 교환작업을 배제
- Nozzle Head의 벨로우즈 속에 신축성을 가진 Motor와 액면감지 기구까지 결
합되어 있기 때문에 Head부와 Sylinge부가 tube로 접속된 종래 분주기구에 비
해 Down Sizing을 실현하여야 한다.
- Tube속의 Air에 의한 시간지연을 해소하여 고속처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어야 한다.
○ 비동기 자율분산 System이어야 한다.
- 각각의 Module은 각각의 Computer를 가지고 있고 Ethernet/LON 통신에 의
해 Core의 제어 Computer 및 정보제어부에 접속하고 자율 분석적으로 가
동하여야 한다.
- 어떤 Module에서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정상적인 Module만으로 가동이
계속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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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 Screen 채용으로 조작이 용이하여야 한다.
- Color monitor, Touch screen 채용으로 조작이 간편하고, monitor 상하 조절이
가능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사양
○ 처리속도 : 최대 250검체 / 시
단, 검체검사 자동화 시스템의 각 Module에서 Alarm의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 검체식별 : 채혈관에 부착된 바코드의 번호 즉, 검체 ID번호에 따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체 ID : 최대 13행 (숫자, Start, Stop Code는 제외)으로 NW7, ITF,
CODE39, CODE128 중 1종류가 사용가능 하여야 한다.
○ 검체가설방식 : 5개의 검체를 1 Rack으로써 검체 투입부 또는 긴급검체투입
부에 장착 가능하여야 한다.
○ 검체 용기
- 채혈관 tube : Rubber, Seal, Hemoguard Type 설정가능여야 한다.
- 자검체 : Hitachi Sample Cup (A.A 7600 용)

2.

기능사양
○ 검체투입부
- 5검체Rack에 가설된 모검체의 Barcode를 읽고 시스템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 최대300검체(60 Rack/2 Tray)가 장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처리능력은 시간당 최대 800검체 / 시
- 긴급검체투입부(STAT Port)를 가지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 검체 ID 및 Rack ID감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 검체 도착 정보 송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동원심분리기
- 반송된 채혈관을 Rack마다 원심기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 시간당 최대 250검체 / 시 (5분원심시)
- 회전속도 : 1500~3000rpm으로 100rpm 단위로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 전시간 : 60~999초로 1초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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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 : 최소 471g ~최대 1885g
- 1회 원심 시 40개 원심가능 (1 Rotor의 8 Bucket)
- 긴급과 일반 두 종류의 Operation Mode가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 마개열기
- 시간당 최대 400검체 / 시
- 채혈관 크기
: φ13X75mm, φ13X100mm, φ16X75mm, φ16X100mm Rack내의 채혈과의 직
경은 동일해야 한다.
- Cap 종류 : Rubber, Seal, Hemoguard Type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Rack단위의 마개
○ 온라인 분주장치
- 시간당 최대 400검체 / 시( 1:2, 500ul 분주 시 )
단, 분주 수에 따라 변동가능 하여야 한다.
- 자검체 Rack은 A line (2×18 Rack), B line (2×21 Rack)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검사항목을 자동으로 계산해 분주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 분주 Tip : 1000ul 및 2000ul까지 다양하게 사용가능 하여야 한다.
- Tip 적재용량 : 최대 540Tip (3 Tip Racks), 180 Tips/Rack
- 분주량 : 0ul ~ 9999ul까지 분주량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
- 모검체의 Dead Volume
: 13mm tube는 480ul, 16mm tube는 750ul
○ 검체 반출 장치
- Rack 수납용 Rack Tray 탑재되어야 한다.
- 최대 300검체를 수납할 수 있어야 한다. (60 Rack / 2 tray)
- 처리능력 : 최대 800검체 / 시
- 최대 2 Module 접속 가능하여야 한다.
- 크기 : W 970 X D 1,045 X H 1,065 (mm)
○ 생화학분석기 연결라인
- 생화학자동분석기와 접속하여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 검체처리 자동화시스템의 각 Module에서 검체 처리가 종료된 모검체 및 자검체
(Sample Cup)을 모두 다 생화학자동분석기에 반송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

※ 사유 : 자검체만 사용하는 경우 소모품(Sample Cup 등) 과다 소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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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Manager
- O/S : Windows
-

검체 20,000건의 처리결과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Application Information
: Application Name : 20 characters
: Application Code : 20 characters
- Length of sample barcode ID : Up to 13 characters
- LIS communication hardware
: Ethernet 100Base-TX/10Base-T
- LIS communication Protocol
: HL-7 with NCCLS Extension

구성
○ 검체투입부
○ 자동원심분리기
○ 마개열기부
○ 분주부
○ 검체반출부
○ 생화학분석기 연결라인
○ System Manager

4.

---------------------------

1 sets

---------------------------

1 sets

---------------------------

1 sets

---------------------------

1 sets

---------------------------

1 sets

기타사항
○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
하여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교육 및 설치 완료까지 관련 검사
시약과 소모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 납품업체는 지부에서 원하는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장비를 설치 후 장비 이전 또는 「I자형에서 ㄱ자형」또는「ㄱ자형」에서 I자형」으
로 System LayoutSystem Layout 변경 시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재설치 하여야 하
며 장비 사용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장비설치에 따른 검사실 내부공사는 납품회사가 부담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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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A/S 기간은 3년이며 장비 고장 시 24시간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
제가 없어야 하며, 무상유지보수 기간 만료 2개월 전 납품장비에 대한 전반
적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인터페이스와 바코드시스템 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회의 인
터페이스 유지보수 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
야 한다.
○ 기타 본 사양서의 어휘나 문구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협회 해석에 따
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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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혈준비자동화시스템
12

A.

품 명

규 격

수 량

채혈준비자동화시스템

1,895 tube/시간

3대

일반사양

비 고

검체Tube에 환자의 정보가 담긴 라벨을 완전 자동으로 부착 후 근무자에게
이송․반송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2) 장비에서 검사의 항목에 맞는 검체 tube 선별 후 자동으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3) 검체Tube에 라벨 부착 후 검체를 요청한 근무자에게 자동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4) Work Table에 장착된 표시판에 대기 환자 번호 및 컴퓨터에 환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5) 바코드리더에 의한 샘플 관리 및 환자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6) 검체 채취 후 Tube 이송 Basket은 반송 컨베이어에 의해 자동으로 반송되어야
한다.
7) 진공채혈관의 보충은 간단한 조작으로 손쉽게 장착 가능해야 한다.
8) 소프트웨어의 변경만으로 원하는 Tube 교체 및 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9) 사용자에 의해 간단한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사용 Tube 적재함 관리가 가능
해야 한다.
10) BA(Barcord Applicator)는 4개 까지 확장 가능하며, 각 BA에는 자체 라벨프린터가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신속한 Tube 공급 및 개별 BA Error 발생 시에도
장비 멈춤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해야 한다.
11) TTT(Test Tube Transfer)에 최대 17개의 트레이 장착으로 대량의 Tube처리가
가능하고, 우선 채혈에 대한 트레이를 별도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12) 바코드 unit이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manual로 작업 진행이 가능해야 한다.
13)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table의 추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14) 채혈 완료된 튜브는 컨베이어에 의해 자동으로 튜브 수집통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15) 튜브의 라벨 부착위치를 감지, 부착하여 검체량 확인이 용이하여야 한다.
16) 바코드라벨이 부착된 튜브가 한 트레이에 최대 12개까지 적재 가능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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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맞는 유동적인 소프트웨어의 접목이 가능하여야 한다.
18) 채혈대기자 리스트를 화면에 표시하여 대기자 현황을 알리는 모니터가 설
치되어야 한다.
17)

B.

세부 기능

1) Barcode Applicator (W×H×D = 741×1,210×380mm)

처리용량 : 시간당 1,895Tube/시간 이상
- 외부 터치 스크린 장착으로 장비 설정 및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BD Vacutainer, Greiner, 데루모 Tube 등 다양한 Tube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튜브의 공급 및 보충 : 모든 Tube 제품은 별도의 정렬 없이 Inlet에 부을 수
있어야 하며, Tube 장착부 원터치 개폐, Tube 교체 후 3초 이내 작업 진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unit 당 동시 장착 가능 Tube 수는 최대 8종류 1,440EA가 가능하여야 한다.
- 라벨 디자인 및 부착위치는 별도의 부품 없이 사용자가 작업 가능하여야 한다.
- Tube는 양 방향으로 운송 가능하여야 한다.
- 장착 가능한 Tube 규격은 직경이 12.0~16.0 mm, 길이가 75.0~100.0mm
- 인쇄방식은 code 128, Code39, Jan, 2 of 5, NW-7, 영문 및 한글 등으로 다양
하게 인쇄 가능하여야 한다.
- 라벨지 크기 : 30×50, 35×50 및 30×60mm 또는 이상
- 라벨 교체 후 3초 이내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

2) Test Tube Transfer (W×H×D = 240×1,232×591mm)

버퍼 : 17개 이상
- manual 라벨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우선 트레이 별도 배출구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Basket

3) Medic Work Table (W x H x D = 1100 x 940 x 580mm)

테이블 수 : 3대
- 컨베이어 수 : 3라인(이송, 반송, 아웃)
- 근무자 바로 앞에서 Basket의 이송과 반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 Basket은 Tube 요청 근무자의 호출에 따라 중단 없이 신속히 이송 및 반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 환자 호출 및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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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구성

1. Barcode Applicator
1) 라벨unit 2열 (8튜브)

1세트

2) barcode Printer
2. Test Tube Transfer
1) Manual barcode printer
2) 이송, 반송 컨베이어
3) 전원관리부

1세트

4) Work PC
5) Tube Basket
6) UV 살균 시스템
3. Medic Work Table
1) 테이블
2) notebook

3세트

3) QND
4) 바코드 인식기
5) UV 살균 시스템
4. Tube Conveyor System

1세트

5. Waiting List Display(선택사양)
1) Display Monitor

1세트

2) Display Software
6. MWT partition

1세트

7. 접수 프린터

1세트

D.

기타사항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
하여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교육 및 설치 완료까지 관련 소모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3) 납품업체는 지부에서 원하는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장비설치에 따른 검사실 내부공사는 납품회사가 부담한다.
5) 기존 사용 중인 채혈자동화장비는 납품회사가 무상으로 수거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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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A/S 기간은 3년이며 장비 고장 시 24시간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무상유지보수 기간 만료 2개월 전 납품장비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납품업체는 인터페이스와 바코드시스템 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회의
인터페이스 유지보수 업체에 제공하여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협회 전산프로그램 변경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8) 납품업체는 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
하여야 한다.
9) 검진장비의 내용연수(8년)에는 장비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A/S 및 부품 공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0) 기타 본 사양서의 어휘나 문구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협회 해석에
따라야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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