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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6 한글 메뉴얼

본 의료기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 사용하세요.

문의처 :  ☏) 02-575-2959
        FAX) 02-58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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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6 사용 설명서

 1. 한글표시사항
제품명(품목명) 9106(경성후두경)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주)유니반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40, 인덕원IT밸리,D동201호

제조원(제조회사명, 제조국) PENTAX of America, Inc (미국)
수입품목신고번호 서울수신 11-159호

품목분류번호, 등급 A31100.01, 1
제조번호, 제조년월 각 제품에 표기

중량(포장단위) 1.0㎏(ea)
사용목적 후두의 관찰, 진단, 치료에 이용하는 경성 내시경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제품설명서 또는 한글메뉴얼 참조

본 제품은 의료기기임

 2. 사용방법
   1) 조립하기
    - 본 제품과 연결이 가능한 광원장치에 연결할 것.
    ㉮. 카메라가 없이 사용할 경우,
      ㉠ 라이드가이드케이블을 광원장치에 연결한후, 접안부를 어댑터에 연결한다.
         만약 PENTAX Medical 후두성능검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전용 어댑터를 사용할 것.
      ㉡ PENTAX Medical 후두성능검사 시스템의 전면부의 밝기를 조절할 경우 장치의 밝기가 
         조절이 된다.
    ㉯ C-마운트 카메라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 카메라의 C-마운트에 전용 어댑터를 연결한다.
      ㉡ 장치의 접안부를 전용 어댑터에 삽입한다.
      ㉢ 전용 어댑터와 장치의 접안부가 연결된뒤 전용어댑터의 나사를 조인다.

   2) 세척, 고수준 소독, 멸균
    ㉮ 세척
      ㉠ 제조사에서 권고한대로 사전에 장치를 효소에 담그거나 세정한다.
      ㉡ 장치를 효소에서 꺼내고, 제조사에서 권고한대로 비 마모성 액체 세정액에 넣는다.
      ㉢ 부드러운 솔 과 천을 이용하여 장치를 수동으로 틈새, 이음새 또는 기타 표면을 세척한다.
      ㉣ 미지근한 흐르는 물에 장치를 헹군다.
      ㉤ 거즈를 이용하여 장치의 물기를 닦아낸다.
    
    ㉯ 고수준 소독
     - 두가지 고수준 소독이 가능하며, 장치 전체를 소독액에 담근다.

       

소독액 명칭 사용온도 시간
2.4% 글루타르알데히드(2.4% Glutaraldehyde) 25℃ 45분

CIDEXⓇ OPA 20℃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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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균
      ㉠ 2.4% 글루타르알데히드(2.4% Glutaraldehyde) 세정액에 시간에 맞춰서 장치 전체를 담근뒤,
         제조사의 권고 온도에 따라 액체 화학 멸균을 한다.
      ㉡ 다음 환경에 따라서 에틸렌 옥사이드(EtO)을 이용한다.

         

EtO 농도 600±30mg/L
습도 70%±5%
노출시간 240분
잔류가스 제거 조건 55℃±2℃에서 12시간

   3) 사용하기
    ㉮ 세척, 고수준 소독, 멸균방법에 따른다.
    ㉯ 김서림 방지
      ㉠ 장치의 끝단을 뜨거운 물에 10~20초 동안 담근다.
      ㉡ 환자의 구강에 삽입하기 전에 부드러운 티슈로 얼룩을 제거한다.

    ㉰ 다음 환경조건에 따라 보관 및 사용한다.

       

사용조건
온도 10℃~40℃

상대습도 20%~80%
기압 700mb~1060mb

보관조건
온도 -10℃~60℃

상대습도 20%~80%
기압 700mb~1060mb

    

 3. 사용 시 주의사항
   1)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매뉴얼을 숙지한 뒤 사용하여야 한다.
   2) 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의 효과성을 보증하지 못한다.
   3) 절대 케이블을 세게 치지 말 것. 이는 광섬유 다발에 충격을 줘서 빛의 양에 영향을 줄수 있다.
   4) 광섬유가 파손될 경우 장치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질수 있다. 그럴 경우 제품을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이트가이드케이블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5) 장치의 렌즈에 흠집을 내지 말 것.
   6) 장치의 접안부와 내시경용 어댑터를 연결할 때 반드시 나사를 돌려 장치를 고정시켜야 한다.
   7) 본 장치는 멸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이 된다. 세척, 소독, 멸균을 할때까지 사용하면 안된다.
   8) 고수준 소독 또는 멸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치의 세심하고 철저한 세정이 필요하다. 
   9) 적절한 세정이 실패하면, 장치는 부작용 또는 부적합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10) 장치를 필요이상으로 살균 용액에 담그지 말 것. 이는 장치가 훼손이 될수도 있으며, 렌즈가 흐리거나, 
       접착제의 효과를 떨어트릴수 있다.
   11) 절대 고압증기멸균(AutoClave)을 하지 말 것. 60℃이상의 온도를 노출할 경우 이는 장치를 훼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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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관설명

번호 명칭 설명
1 삽입부 성대를 관찰하기 위하여 인체 내부로 직접 삽입되는 부분이다.
2 라이트가이드케이블 내시경용 광원장치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3 접안부 대물렌즈를 통하여 얻어진 화상을 육안 또는 카메라를 연결하여 

관찰하기 위한 부분이다

 5. 성능

항목 성능
기울기 70°

시야각도 35°
관  찰  심  도 2 ~ 40㎜±10%

내시경의 치수
전체길이(L2) : 252㎜
유효길이(L1) : 189㎜

삽입부 지름(OD) : 9.5㎜
케이블 길이 1727mm

중 량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