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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X-선 촬영기  세트 1

가. 특징 ;.

1. 3,072 x 3,072 이상의 화소수로 화소의 크기가 140 micron 이상이고, 17 x 17인치

간접방식 디텍터를 사용하여 고화질의 영상을 약 3초 이내에 빠른 속도로 제공한다.

2. 이 인버터 시스템은 고주파방식이며 매우 낮은 리플의 전압으로 균질한 X-선을 발

생시키는 장치이다. 따라서 높은 정확도, 매우 짧은 시간에 X-선 촬영이 가능하여

보다 정확하고 저선량 촬영을 할 수 있다.

3. 가장 편리한 Workstation S/W를 제공한다. 특히 Worklist에서 환자 정보 선택 시,

자동으로 검사 조건 및 검사에 맞는 영상 파라메터가 선택되며, 자동으로 마커가 선

택되어 진다. 또한 1도씩의 미세한 회전 및 저장, 전송이 가능하여, PACS로 전송

시, 회전된 영상이 왜곡 없이 보여 지기 때문에 촬영 포지션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

고, 검사에 대한 통계 기능을 지원한다.

4. 완벽한 DICOM 지원을 통해, PACS와 연동이 원활하다.

나. 사 양 ;

1. 디텍터 유니트

1) 디텍터 형식 : Amorphous Silicon TFT 방식

2) 영상 크기 : 43cm × 43cm (17" x 17")

3) 최대 화소 : 3,072 × 3,072 Pixel 또는 이상

4) 공간 해상력 : 4.0 lp/mm 또는 이상

5) 화소 크기 : 140 microns 또는 이하

6) 디텍터 1-피스 구조

7) 영상 처리 : 16 비트 또는 이상

8) 영상처리속도 : 약 3초 이내

2. 무선 디텍터 유니트

1) 디텍터 형식 : Amorphous Silicon TFT 방식



2) 영상 크기 : 35cm × 43cm (14" x 17")

3) 최대 화소 : 2,560 × 3,072 Pixel 또는 이상

4) 공간 해상력 : 4.0 lp/mm 또는 이상

5) 화소 크기 : 140 microns 또는 이하

6) 영상처리속도 : 약 3초 이내

7) 영상 처리 : 16 비트 또는 이상

8) 방수방진기능 : IP56 또는 이상

9) NFC모드 지원

3. 이미지 프로세싱 및 워크스테이션

1) 운영용 컴퓨터 및 모니터

가) CPU : Intel i5 프로세서 또는 이상

나) OS : Windows 10 pro

다) Memory : 4GB RAM 또는 이상

라) SSD : 120GB 또는 이상

마) HDD : 1TB 또는 이상

바) Monitor : 22" LED 모니터 또는 이상

사) Additional Touch Monitor : 22" Touch LED 모니터 또는 이상

아) ODD : CD-RW 또는 DVD-RW

자) 키보드 및 마우스

2) 소프트웨어

가) 소프트웨어 : ELUI 또는 이상

나) 빠른 이미지 처리 기술을 통한 엑스레이 조사 후 3초 이내 영상 획득

다) 1°씩 미세 영상 회전 및 전송 가능.

라) 2 ~ 3장의 영상 자동 합성 가능.

마) 영상에 대한 복원 및 정보 수정 기능.

바) 촬영 순서와 전송 순서를 다르게 지정이 가능.

사) 통계기능.

아) Workstation Speaker 기능.

자) PACS 연결을 위한 DICOM 3.0 지원.

4. 인버터 고주파 X-선 발생장치

1) 최대 전력 : 50 kW 또는 이상

2) 관전압 : 40-150 kV 또는 이상

3) 관전류 : 10-630 mA 또는 이상

4) 타이머 설정범위 : 0.001-10sec 또는 이상

5) 기능 : APR, DR 연동 가능

6) 자가진단기능 : LED 에러코드 표시

5. X-ray 튜브 어셈블리



1) 양극 축적 열용량 : 300kHU 또는 이상

2) 실효 초점 : 0.6/1.2mm 또는 이상

3) 타겟 각도 : 12° 또는 이상

4) 최대 관전압 : 150kVp 또는 이상

6. X-ray 조사야 조절기구

1) 최대조사야 : less than 47cm × 47cm @ SID 100cm

2) 최소조사야 : less than 5cm × 5cm @ SID 100cm

3) 구동 방식 : 수동 개폐

4) 평균 조도 : 100 lux 이상

5) 광조사야 방식 : LED

7. X-ray 튜브 지지장치

1) 상,하 이동 : 1,500mm 또는 이상

2) 좌,우 이동 : 2,820mm(최대) 또는 이상

3) 전,후 이동 : 2,430mm(최대) 또는 이상

4) 엑스선관 축회전 : ±180° 또는 이상

5) 엑스선관 회전 : ±90° 또는 이상

6) 성능 : Table 및 Stand Synchronize 가능

7) LCD 디스플레이 지원 : SID, 튜브 각도 표시 기능

8) 멀티튜브제어시스템

- 하나의 제너레이터로 두 개의 튜브를 제어 가능

8. 촬영테이블

1) 구조 : 개방형 6방향 천판 이동형

2) 상,하 이동 : 290mm 또는 이상

3) 좌,우 이동 : 600mm 또는 이상

4) 전,후 이동 : 225mm 또는 이상

5) 발판스위치 구동방식 : IR 센서를 이용한 무선방식

6) 씽크로나이즈 기능

9. 검출기 스탠드

1) 상,하 이동 : 1,450mm 또는 이상

2) 상,하 이동방식 : 클러치, 모터와 전자식 라크를 이용한

수동 및 전동구동 방식

3) 씽크로나이즈 기능

10. DICOM 3.0 패키지

11. 영상자동합성 기능



1) 2 ~ 3장의 영상 자동합성 기능

2) 영상자동합성 구조물

다. 구 성 ;

1. 디텍터 유니트 -2-

2. 무선 디텍터 유니트 -1-

3. 이미지 프로세싱 및 워크스테이션 -1-

4. 인버터 고주파 X-선 발생장치 -1-

5. X-ray 튜브 어셈블리 -2-

6. X-ray 조사야 조절기구 -2-

7. X-ray 튜브 지지장치 -2-

8. 촬영테이블 -1-

9. 검출기 스탠드 -1-

10. DICOM 3.0 패키지 -1-

11. 영상자동합성 기능 -1-

12. 악세사리

1) 사용자 매뉴얼 -1-

2) 환자선량관리 : 면적선량계(DAP), 자동노출 제어장치(AEC)

3) 흉부 촬영용 지지대(월 스탠드 Lateral 손잡이)

4) 납가운 / 납가운 거치대 및 갑상선보호대 -2-

5) 의자 -2-

6) 이동형 차폐막 -1-

라. 특수조건 ;

1. 보증기간 : 장비설치/ 성능시험 후 5년간으로 한다.(튜브, 디텍터 포함)

* 단, 소프트웨어는 1년.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된 품목이어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장치 및

방어 시설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을 완료하여야한다. [검사비용은 계약자(공급자) 부담]

4. 응급촬영실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비용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