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IT 계통 검사 - [KEC] 및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 규정 [별첨 3]에 의거]
검사 항목

검사 세부 내용

수검자 준비 자료

경보장치

해당 검사(의료 IT 계통 관련 검사가 필요한 사항)
(1) 절연변압기의 과부하전류 및
초과온도 경보 확인
[국부(LTMW) 및 원격(LTMW) 경고]

모의 부하

(2) 절연감시장치의 절연고장에서
경보 확인
[국부(LIW) 및 원격(RIW) 경고]

대칭 절연고장

(3) 절연고장 위치탐지장치의
절연고장에서 경보 확인
[국부(LLW) 및 원격(RLW) 경고]
(설치시)

대칭 절연고장

비대칭 절연고장

비대칭 절연고장
원격변압기감시경고(RTMW)

(4) 표시 및 음향 경고 설비의
경보 확인
(의료진 상주장소에 설치된)

계통보호방식
시설 상태

모의 온도
(온도감지센서의 정격에서)

원격절연경고(RIW)
원격절연고장위치경고(RLW)

(1) 의료 IT 계통 적용 여부 및
누전차단기 설치(TN-S 계통)

그룹 2 또는 그룹 1 의료장소

(2) 의료장소 내의 접지설비
(등전위본딩 바 설치) 확인

그룹 2: ≤ 0.2 Ω

(1) 절연감시장치(IMD)의 시설 상태 확인, 의료 절연감시장치(MED-IMD)
절연저항(㏀)
1 외관

시험성적서
계측장치
시설 상태

(대상품목에 한함)

비상전원
시설 상태

(2) 절연고장 위치탐지장치(IFL)의
시설 상태 확인(설치 시)

의료 절연고장 위치탐지장치(IFL)

(3) 절연변압기의 과부하전류 및
초과온도 감시장치의 시설 상태
확인

과부하전류 감시장치

(1) 의료 IT 계통 1차 전원 분류 및
자동 절환 시간 확인

1차 전원: UPS

초과온도 감시장치

절환시간: ≤ 0.5 s
KS C IEC 61558-2-15

(1) 의료용 절연변압기

의료용 비단락 보증 절연변압기
KS C IEC 61557-8, B

(2) 과부하전류 및 초과온도 감시장치

KS C IEC 61558-2-15,
19.1.105

(3) 의료 절연감시장치(MED-IMD)

KS C IEC 61557-8, A(의료)

제품 규격 확인
AC/DC MED

절연저항(㏀) 감시 및 표시
IEC

(4) 의료 절연고장 위치탐지장치(IFL)
(설치 시)

KS C IEC 61557-8, A(의료)

공사게획
인가(신고)
내용의 확인

(1) 인가 또는 신고된 공사 계획에 의거

KEC 및 KS 표준의 적합성 확인

3 절연저항
측정

변압기의
절연저항

(1) 변압기의 절연저항 측정(출고 시험)

KS C IEC 61558-2-15,18

4 절연내력
시험

변압기의
절연내력

(1) 변압기의 절연내력 측정(출고 시험)

KS C IEC 61558-2-15,18.3

(1) 변압기의 과부하전류/초과온도
보호를 위한 감시장치의 시험
(국부/원격에서 경보 확인)

KS C IEC 61557-8, B

(1) 의료 IT 계통 보호(감시장치의 유형)
및 TN-S 계통보호(누전차단기 유형)
확인

MED-IMD, AC/DC

(2) 절연고장 위치탐지장치(설치 시)

대칭 및 비대칭 절연고장
모두에서 절연경고

(1)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KEC(전기설비규정)의 적합 여부
확인

KEC 242.10 의료장소

시험성적서

변압기의
보호장치
(경보장치/계측장치)

6 보호장치
시험
전로의
보호장치

10 기타 검사에
필요한사항

기타 검사
기준에 적합
여부

시험성적서

위치탐지 전류주입 방식 확인

KS C IEC 61558-2-15,
19.1.105

A 타입 또는 B 타입만
사용가능

판단기준 제249조
(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

영봉 MED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