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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2 ~3 day 4 day 실사용~

분해 및 이전 ● ●

Assembly ● ●

Wiring ● ●

Generator/Ceiling setting ● ●

Generator adjustment ● ● ●

Image adjustment 및 장비 검사 ● ● ●

Full operations test ● ●

Explanation how to use ●

1. Digital Radiography System 설치시 준비사항

  1) 천정공사

     - 천정 보강공사 및 Ceiling rail 공사 

     * 단 설치 작업시 용접 및 천정에 앙카 작업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

     * 천정 마감공사 이전에 Ceiling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2) 장비 설치 전 협의사항

     - 병원에서 제시하는 도면과 같이 실내 마무리 공사 시행

     - 검사실과 조정실간 바닥으로 cable wiring이 불가할 경우 천정 마무리는 open type으로 시공

     - 조정실 내부에 2개 이상의 LAN port가 있어야 함. (사용 3, spare 1) 

     - 도면의 표시 위치에 요청한 전기사양에 따른 배전반 설치공사 시행 

  3) 장비 BOX 하역장소 및 반입통로 확보 필요함.

  4) 설치 전 준비사항

     - 병원 촬영실 도면 검토 후 미비점 보완 

     - 촬영실의 최종 레이아웃 도면을 기초로 내부도면 작성

     - 도면제출 최종 확인 및 미비점 보완

     - 장비 설치 전 천정 마무리(Rail) 공사 시행(공사 진행에 따라 일정 협의)

     - Room내부 시설관련 협의 후 최종도면 및 전기사양 확정

     - 설치 Room 공사 진행에 따라 최종 장비 반입일 및 설치 일정 협의

  5) 설치일정 및 작업내역

     - 인테리어 기간은 철거작업 및 설치 포함 2주 정도 소요 되며, 장비 설치일 포함 3주 예상

     - 장비 설치일정은 장비설치 진행상황 및 Room 환경, 기타 시설물 및 공사 상황에 따라 설치 

       일정이 단축 or 연장 될 수 있음.

     - 장비 설치 시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장비를 설치하여 설치 완료일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하며     

       시설물 공사 관련 원활한 협조 바람.



2. 전기사양
      
  1) 전기시설 공사

     - 병원과 협의 후 제출한 도면의 표시 위치에 요청한 전기사양에 따른 배전반 설치공사 시행

     - 전기사양은 3∅ 380V 3상 3선식, 50KVA가 필요. (접지선 포함)

     - 배전반 내부에는 3∅ 380V는 100A 이상 Breaker를 사용해서 설치

     - 접지는 제3종 or 1종으로 공사

     - 배전반 내 전원을 에어컨 or 기타 전열기기의 전원으로 사용할 경우 System trouble원인 및     

       signal noise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타 기기와의 분리된 독립 전원으로 시공바라며

       병원 시설과는 위 사항을 협조 바람.

     - 추가적으로 촬영실내부와 조정실내부에 220V 전기 콘센트가 필요로 추가

     - 병원 전기시설관련 인테리어 시 (응급실) 라인케이블 설치 및 배전반 설치 공사 관련 

       단독 전원 제공 및 긴밀한 협조 바람.

 

  2) 배전반 구조도 (아래와 같이 작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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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OM 도면 - Rail 구조도

  1) 일반촬영실 1(1/40 , 단위 : mm)

     천정높이 : 2,750

     Ceiling Size : 장비 설치시 룸 Size에 맞춰야 함.

     - 장비 설치를 위해서 천장텍스 제거 후 재설치

     - 천장 찬넬 설치 후 아래의 빔을 피하기 위하여 에어콘 및 전등을 이전 설치

     - 텍스는 분리형 텍스로 설치

   2) 방어시설 

     - 응급실 방어시설관련 인테리어 시, 납 차폐 1.5T 실시하여 평가원 검사 시 문제없이 진행 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