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 I M P LY  B E T T E R .

A big success – down to the smallest detail

The new CT motion
 u l r i c h  m e d i c a l ®  C T  C O N T R A S T  A G E N T  I N J E C T O R

Safe, faster, 

more economical



In demand worldwide and 
recommended by radiologists

The new CT motion

■ Advanced German technology:  
 For intelligent contrast agent 
 injections – worldwide. 

■ 5,000 ulrich medical® CT/MRI 
 injectors are already being 
 successfully used – worldwide. 

■ Faster and more individual 
 service – worldwide. 

■ Personal and attentive 
 support – worldwide.



  An efficient process 
■ 사용 전 준비시간 단축으로 최적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CT motion은 여러분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Economical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 CT motion은 경제적이며 특허받은 롤펌프 기술과 이중 튜브시스템의

      조합으로 환자 당 낮은 비용과 보다 적은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A high level of hygiene  
■ 최고의 위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CT motion의 정교한 디자인과 제어

      장치는 사용자와 환자에게 최고의 안전을 제공합니다.

  Safe and reliable application  
■ 안전한 주입은 환자와 사용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CT motion은 자동확인

      시스템(automatic confirmation requests)을 통해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Multi-compatible and individual 
■ 사용자의 요구에 이상적으로 맞추어진 CT motion은 다양한

      환자들의 검사 요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The ulrich medical® quality promise 
■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울리히 메디컬 제품은 전 세계의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CT motion의 품질은 울리히 메디컬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ophisticated all around – with unique advantages. 



■ CT motion    ■ Syringe injectors

Treatment time per patient in sec. 

Consumables expenses per patient 

  Economical and environmentally fr iendly

Rapid change

환자 수가 증가할 수록 CT motion은

환자 교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 CT motion - 환자 30명/일

     - 시린지 인젝터 대비 3시간 단축

     - 환자 14명/일 추가 검사 가능

       (평균 검사시간 12분 가정)

 Your advantages

■  다양한 용량의 조영제 주입 가능

■  1일 1회 설정

■  간편한 준비로 환자 교대시간 단축 - 매일 100회 이상 주입 가능

■  최대 100개의 주입 프로그램 설정 가능

■  24시간 사용 가능한 펌퓨튜브

■  인체공학적 장비 디자인

 Your advantages

■  특허받은 롤펌프 기술

■  튜브시스템에 NaCI을 조영제 주입 전, 후에 채울 수 있어 조영제가 절약됨

■  동일 제품의 조영제 2병을 동시 사용시 CA1에서 CA2로 자동 교체되어

     조영제가 남지 않음

■  최소의 폐기물 배출로 "친환경적인 인젝터“

    - 시린지 인젝터 대비 최대 93% 폐기물 감소

사용 전 하루 1회의 준비로

CT motion은 24시간 동안 가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펌프튜브는 롤펌프에

자동적으로 장착되는 동시에 세척이

완료됩니다. 편리성과 안전성을

최대화하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Automatic tube threading

Low costs per patient

하루에 보다 많은 환자들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더욱 경제적입니다. 또한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입니다.

  An efficient process

■ CT motion    ■ Syringe injectors

Patients/day

Number of patients



Tubing system latex-free and non-pyrogenic
펌프튜브와 리저버는 여러 환자에게 24시간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자용 튜브는 루어락 연결을 통해 펌프튜브로 연결되며, 각 환자마다
교체하여 사용합니다.

  A high level of hygiene

ulrich medical®

INJECTORS

CT motion은 스탠드형 버전과 3D 천정형 버전이 있습니다.
3D 천정형 버전은 삼차원 회전이 가능하며 두 가지 높이로 고정할 수 있고,
케이블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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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tubing(환자용 튜브)

1 Luer lock 
2 Check valve No.2
3 Luer lock with check valve No. 3   
Available in lengths of 1.50 m or 2.50 m

Reservoir(리저버)

1 Use up to 24 hours 
2 Integrated male and female luer lock access
3 Possibility of utilization of all commonly used contrast     
   agent containers   
   - Scanbags
   - Pre- filled hand-guided contrast agent syringes 
   - Contrast agent bottles

Spike contamination 
guard
고의적인 접촉과 오염으로부터 보호

Tray
캐뉼라, 병, 면봉 등 소비재를 담는 용기

Luer lock holder for 
pump tubing
펌프튜브의 끝을 고정하여
오염으로부터 보호

Luer lock holder for 
patient tubing
환자용 튜브의 끝을 컵 위로
고정하여 조영제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음

Disposable cup holder
환자용 튜브 교체시 조영제나 NaCl의
잔여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1회용 컵 홀더

Contrast medium injectors: 
Roller pump system vs. 
syringe system

Administration of contrast medium during CT 
or MRI examinations is an important com-
ponent of diagnostic radiology. The use of 
contrast medium injectors instead of manual 
intravenous CM administration has been state 
of the art since the early 1990s for CT exami-
nations (Ref. 1). Technically there are basically 
two different injector systems: syringe injector 
and roller pumps. The aim of these delibera-
tions is to evaluate both systems in terms of 
hygienic safety, handling, consumables and the 
associated costs.

1. Syringe system
Principle:
A syringe (pre-fi lled or externally fi lled 200 mL 
empty syringe) fi lled with medium (CM, NaCl) 
is used for syringe injectors. By pushing the 
syringe piston the pressure in the barrel is 
increased, allowing the media to be injected 
via a system of tubing into the patient.

2. Roller pump system
Principle:
With roller pump injectors, external contrast 
medium containers (all standard CM con-
tainer sizes) are attached to the system. An 
integrated pump generates the pressure 
for the injection in a two-component tubing 
system (pump hose and patient hose). The 

Thoughts of a radiologist about relevant decision-making criteria
Prim. Dr. Hans Mosser

1/2009Summery of 4/2009

Pump tubing(펌프 튜브)

1 Use up to 24 hours
2 3 air filters in the spikes for sterile use
   without air in the media
3 Pressure sensor unit to monitor the 
   injection pressure
4 Particle filter to filter out foreign particles 
5 Luer lock with check valve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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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operation
회전이 가능한 12인치 TFT컬러
모니터는 직관적이며 피로감이
없습니다.

  Multi-compatible and individual

 Your advantages

■ 50ml - 1,000ml의 용기까지 사용 가능

■ Bag 형태의 용기도 사용 가능  

■ 고성능 블루투스와 최대 12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무선 작업 가능

■ 2개의 다른 조영제를 병렬로 사용 가능

■ 캐뉼라 크기 및 환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표준압력과 임시압력을

     자유롭게 선택

  Safe and rel iable application 

Air detector 
(patient tubing)

환자용 튜브 내 1개의 에어디텍터는
환자용 튜브 스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
기포를 감지하여 작업을 간소화합니다.

Air detector 
(pump tubing)

펌프튜브 내 1개의 에어디텍터는 
튜브 안의 기포를 즉시 감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조영제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Media detectors
3개의 디텍터가 조영제 공급을 
감지하여 컬러 LED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ssure sensors
2개의 압력센서가 주입 압력을 
모니터하여 실제 압력값을 보여줌으로써
주입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젝터의 자동입력장치를 통해 
지속적인 주입이 가능합니다.

7 sensors for your safety 



User interface
인젝터 스크린은
간단하고 안전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Modern screen 
현대식 스크린은
직관적이고 종합적인
진행상황을 보여줍니다.

Swivel-mounted 
bottle guide 
회전 마운트가 장착되어
조영제 용기를 수평으로
유지시켜줌으로써 용기
교체 시 깨끗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Integrated 
contrast agent 
heater  
조영제 보온기능이 있어
조영제의 점도를 감소 및
유지시켜 줍니다.

 알고 계신가요? 
울리히 메디컬은 

세계 최초로 MRI 조영제 인젝터를 

개발하였습니다.

100 years ulrich medical® – quality „Made in Germany“
ulrich medical® is “Made in Germany”. Our customers benefit from our long-term experience with contrast agent injectors.

1985 
CT injector 
XD 5500 (1st model)

1985 
CT injector
XD 5500 (2nd model)

2000 
CT injector missouri 
XD 2001

1991 
The world’s first MRI injector 
XD 7000

  The ulrich medical® quality promise

Quality down to the smallest detail



Sophisticated all around – with unique advantages. 

ulrich GmbH & Co.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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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W × D × H) 645 mm x 645 mm x 1,445 mm pedestal version

Weight 79 kg pedestal version, 30 kg ceiling version excl. support arm

Power supply Battery and external power supply

Voltage rating 100-240 VAC

Frequency 50/60 Hz

Operating time on battery operation with contrast agent heater At least 8 hours

Media transport Roll pump

Flow rate (with contrast agent) 0.1-10.0 ml/s, in increments of 0.1 ml/s

Maximum injection volume 400 ml/patient, in increments of 1.0 ml 

Reservoir volume CA max. 2 x 500 ml

NaCl max. 1 x 2,000 ml pedestal version

NaCl max. 1 × 1,000 ml ceiling version

Maximum system pressure 17 bar (246,6 psi)

Air monitoring 5 ultrasound sensors

Pressure monitoring 2 piezoelectric sensors
 

User interfaces Terminal: 12“ color TFT with resistive touch screen

Injector: Graphics display with soft keys

Data import and export Program data exchanged via USB port 

Data transfer injector - terminal Bluetooth, power class 1, opt. fiber optic cable 

Prefilling tubing system NaCl or CA

Keep Vein Open function 3 ml/min, 1 ml every 20 s

Boluses (phases) Max. 40 

Injection programs that can be saved Max. 100 

Pressure curve Real-time display of the injection pressure 

Software options CA tandem: Parallel operation with two different contrast agents

CA substitution: Manual reduction of contrast agent

Same patient: Multiple injections per patient

Elapsed time: Time elapsed since end of injection (0-999 sec)

Stop watch: Before and after each bolus (0-999 sec)

Start delay (0-999 sec) 

Accessories for injector Contrast agent heater (> 28°C to 37°C / 82.4°F - 98.6°F)

Tray, Waste bin, Media rod for plastic bottles or bag,

Connection package FOC

  Technical data at a glance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93
Phone : 02-3394-5161, 3436-5162  I  Fax : 02-3394-5165
http://www.cmsc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