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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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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누출 테스터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유연성을 향상합니다.

당사의 누설 시험기는 제조 공정의

성능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 및 캡쳐 합니다.

Uson은 50년 이상의 경력으로 의료기

기제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Uson 누설 시험기의 수명 이 다할때까

지 고객을 지원합니다

Uson 은 현대적인  누설 혹은 유량 테스트의 개척자입니다

프로세스에서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할 때 다음을 수행

합니다.

Uson 누출 테스터는 고유한 설계 및 테스트 기준을 지원하므

로 엄격한 제품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제품 혁신의 속도가 독특한 과제를 낳았습니다.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의 모든 부품에

는 고유한 설계 및 테스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품 성능 요구사항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즉, 테스트 절차가 복잡하고 다기능 테스트 및 부품 무결성 테스트 

기능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누출 테스터는 품질 시험을 하기 때문에 불량 부품들이 공

장을 떠나게 두지 않습니다



 

     

       

 

 

 
AUser Management

Global Password Setup

Password Content

✓  Numerics Required

✓  Uppercase Letters Required

✓  Lowercase Letters Required

✓  Special Characters Required

Password Usage Policy I

□ Minimum password length 
(6 to 16)

Password Expiration Policy

Maximum number of days 
J (1 to 99999)

I Minimum number of days 
J (0 to 99999)

- Number of days warning 
before expiration 

J (0 to 999)

Password Usage Policy II 

I-~ I Password inactive
I________ | (0 never, or number of days)

----------------------Account expires:
// (YYYY/MM/DD)

----------------------or leave blank to disable

/ User required to change password

05:28:09 pm 
2018:05:10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규제 수준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Uson뿐만 아니라 어떠한 누출 테스트 제조업체도 
의료 기기 업계의 역학 관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의료기기의 누설 탐지는,의료기기가 손상될 경우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유체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기기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
다. 비 파괴 테스트는 제품의 무결점 시험에 필수사
항입니다.압력 강하와 질량 흐름과 공기 기반 방법은 
의료기기산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의료기기 업계 내 핵심 시장 동인 3 가지

1) 제품 혁신의 속도.

2) 규정을 준수.

3) 업계 통합

제품 혁신은  의료  기기  산업의  핵심  성과  지표  (KPI)입니

다. 의료 기기 회사는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혁신하

고 품질, 규정 준수 및 신제품 출시 기간이 보장되어

야야합니다..

규제 준수 및 출시 기간 단축 추진은 제품 개발, 출시
및 제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업계의 규제 수준
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
고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프로세스에 직면하고 있으며,
제품이 시장에서 승인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종적으로, 업계 통합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속적인

추세이므로, 기업들은 다양한 세계 영역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과제 속에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생산

을 늘리려 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기 제조업체는 누설 시험기기에 많은 것을 요

구합니다. 빠른 주기, 광범위한 다기능 및 부품 무결성

테스트 수용 능력,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

는 테스트 방법 등이 있습니다. Uson의 선도적인 누설

시험기는 의료 기기 제품 개발 및 제품 제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이상적입니다.

비 준수 비용이 높습니다
Uson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위해 특별히 설계

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1 CFR Part 11 (미국) 등 전자적 기록의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지침은 20년 이상 시행되어    

왔습니다. 기술 및 혁신의 발전과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규정

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더욱 관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Uson의 SprintmD와 같은 누출 테스

터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새로운 제품을 신속

하게 제조에 도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계측및 

자격 및 운영 자격(IQ/OQ)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TA, &확장, 혹은 스탠트 이동에
사용된다 불 순응 벌룬 카데터

      

유동식 직접  공급, 기관 절개 

튜브,페섹, 배액.

    

       
    

체크벨브 & 
압력 완화 벨브

의료기기
 
산업의

 
제품의 수는 셀 수 없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모든 부분이 고유한 설계 및 테스트 기준을  
필요로 하며, 제품 성능 요구사항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적용처 설명 공통적인 테스트 방법

순응  벌룬 카데터 

양의 압력 및/또는 진공 강하 테스트와 팽창/수축 검증

을  사용하여  테스트  됩니다.

다중 내강 카데터
혈액 투석, 진단, 약물 전달 속도 

조절, CVC 및 PICC에 사용됩니

다.

의료 장비를 테스트할 때 멀티포트 계측기를 사용하여 

누출 테스트를 위해 압력 붕괴와 각 루멘의 막힘, 질량 

흐름을 모두 사용하여 테스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투
IV/식염수, 혈액투석, 진단 키트,

혈액이전 및 요로/폐기물 수거에 

사용됩니다.

인플레이션 / 디플레이션, 램프-버스트 이벤트 및 팽
창 곡선 정보를 검증하기위한 압력 및 진공 붕괴의 조
합 입니다

압착 플레이트를 이용한 압력 붕괴 및 램프를 이용한   

봉투의  기능 테스트를 통해 버스트 종목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튜빙

유도 삽입 관

약물/액체 전달, 혈액 투석 및 

혈액 이동에 사용됩니다.

압력 강하 및 개방 압력을 사용하거나  램프를  사용하

여 개방 이벤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및 용액 전달 및 혈액 전달

에 사용됩니다.

가이드 와이어 및 카테터 혈관
으로의 진입에 사용

압력 및 진공 강하 테스트 ,혹은 폐쇄 테스트를 사용
합니다

압력 및 진공 강하 테스트 ,혹은 폐쇄 테스트를 사
용합니다



Uson의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믿어 보십시오
입증된 기술로 구축된 고객 중심 테스트 사양으로, 사용 편의성을 기술력으

로 제작합니다.

      압력 강하식 누출 테스터

차압식 누출 테스터 
유량 시험기
파열,폐쇄 및 밀봉품 검사 
결합기구—압력 강하식 질량흐름 + 파열 혹은 다른 결합 

동시 다발적 체널 혹은 순차 시험 계측기 

데이터 수집—USB 네트워크 (Ethernet I/P, TCP I/P,
GDas, etc.)
서비스 및 지원 —검 교정 및 기기선택,수리도 할 수 있습니다

Uson ’s Sprint "10—압력 강

하법을 이용한 테스터.

Uson’s Optima vT 다양 한 설정 이
Uson’s QmR leak tester 누설 
시험기는 

Uson’s Raptor 단일 채널 압력 강하법을 사용 Uson’s 628 differential pressure 
decay leak tester—있는차압강하식 

누설 시험

당사의 사내 제조 및 교정 기능은 자동화된 또는 반자동
누출 테스트 시스템을 위한 맞춤형 테스트 솔루션을 
설계하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누출 테스터 상품의 유연성

유연한 방식이 특징이며 다

양한 구성품을 누설시험 할 
수
있다

가능하도 록 설 계 되었습니다Optim 

a는최 대 두개 의 테스 트 체널 , 광

범위한 테스트유형 및 맞춤형 공압

기를 선택할 수 있어 다 양한 용 도로 

용 할 수있습니다

경량 및 중간 용도

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새로운 벤치마크를 설정하도

록 설계된 경제적인고품질 

누출 테스터입니다.

한 누출 테 스터로,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함으로써 리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상적입니다.

기 입니다 저렴 한비용으 

로  높은 효율성을 느껴보십시오



uson www.uson.com

Uson L.P.
8640 N. Eldridge Parkway 
Houston, TX 77041 
USA
Phone: +1-281-671-2000 
Fax: +1-281-671-2001

Detroit Office
31471 Utica Road 
Fraser, Ml 48026 
USA
Phone: +1-248-589-3100 
Fax:+1-248-589-3103

Uson China
Room 601, 567 Lan Gao Road 
Shanghai, 200333 
PR. China
Phone: +86-21-5836-5859 
Fax:+86-21-3377-3559

Uson Ltd.
Western Way 
Bury St. Edmunds 
Suffolk, IP33 3SP 
United Kingdom 
Phone: +44-1284-760606 
Fax: +44-1284-763049

고객님을 향한 서비스 지원 

영업 및 지원 사무소

Uson은 전 세계의 서비스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서비스 및 지원 팀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네트워크는 공장 위치에 관계없이 누출 테스트에

대한 고도로 숙련된 현지 지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애프

터마켓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son은 테스터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 하도록 

교정, 예측 ,보수 및 수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son은 제품개발에 전념하고자 기존 제품을 폐기하지 않습니다.더 많은  
기술이 발전 할 때까지 교체 부품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예비 부품을 사
용할 수 없더라도 Uson의 서비스 팀은 제품을 계속지원 할 것입니다

강력한 글로벌 영업 담당자 및 지원 사무소를 통해 Uson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www.us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