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티포그 시스템 : Defogger 사용설명서

사용 전에 본 사용설명서 전체를 숙지한다.

[구성품] 

[Defogger 설명]
Defogger (TS-505)는 일회용범용내기경기구로 복강경 수술시 환자 체온

과 장비의 온도차로 인한 습기 또는 수술시 생길수 있는 연기에       

Laparoscope Lens 시야 확보가 안 되어 Laparoscope Lens에 습기를 

제거 하는 시스템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사용목적]
Defogger (TS-505) 일회용범용내시경기구는 복강경 수술시 laparoscope  

시야확보에 사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고 및 주의사항]

  이 장치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재생 또는 재사용  

 하지 마십시오. 재사용을 하면 환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한 환자에게서  

 다른 환자에게로 전염병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 Defogger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 이 장치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 사용하기 전에 무균 포장 및 구성품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 본 장치를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생물학적 물질 및 이물질을 철저히 

세척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본 장치를 재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부

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제품에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이 장치에는 국제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본 장치를 닦으면서 잡아당기고 (또는) 비틀 경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준비 사항]
 · 제품 및 포장지의 손상여부, 규격,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 보관중인 제품이 사용하기 위한 청결상태 및 멸균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멸균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멸균된 기구에 닿지 않도록 한다.

 · 사용 전에 포장 외관상 현저한 변형이나 이물질 부착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
 · Defogger을 포장에서 꺼내어 멸균 영역에 놓으십시오.

 · Laparoscope을 Defogger의 ①스코프커버에 서서히 밀어 넣고 

  ②클랜프를 돌려 잠근다. 이때 손가락의 힘만으로 조인다.  

 · 이서프레이션 튜브와 트로카 사이에 Defogger에 있는 ③T-컨넥터를

   연결 한다. 

 · ③T-컨넥터를 다시 트로카(Trocar) 밸브에 연결한다.

 · Laparoscope와 Defogger가 조립된 상태로 트로카에 밀어 

  넣는다. 이때 강제로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밀어 넣는다.

 · 스탑콕을 연다. 모니터링 장치에 시야를 확인 하고 Defogger을 

   작동 한다. 

 · 수술이 완료되면 트로카에서 Defogger을 분리 시킨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 본 제품의 사용이나 성능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현지 대리점이나

   제조업체에 문의 하십시오.

[폐기]
 · 해당 지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사용한 Defogger는 별도의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폐기 한다.

[품질보증 및 제조물 책임법]
 · 본 자료에 서술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된 구매보증 또는 특정 용도

  적합성을 제외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더스탠다드 나 계열 회사는 특정법으로 명시된 규정

  외에 특이하거나 직· 간접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상기한 사항 이외에 ㈜더스탠다드 나 계열 회사는 일회용으로 표시 

  되거나 또는 해당 법에 의해 재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제품을

  재사용한데서 비롯된 특이하거나 직·간접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본 간행물을 비롯하여 ㈜더스탠다드 유인물에 나타나는 설명과

  사양은 단지 안내용이며 제조 당시 제품을 일반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것뿐이며 어떤 식으로든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관 및 사용 후 통제]
 · 포장이 뜯어져 있으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시술이 끝나면 모든 제품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재사용, 재멸균 하지 마십시오.

 ·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 유효기간은 별도 표기에 따른다.

[심볼]

  

   Made in Korea

   

  (주)더스탠다드  
  [15880]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120, 1동(1층, 2층 일부, 3층), 2동
  TEL : +82 2 838 5533
  FAX : +82 2 838 5523 
  www.thestandard.co.kr

  Defogger is a trademark of The Standard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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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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