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ns Cardioplegia Set (BCD)
작성연월: 2021.02.01

품목명: 심폐용혈액회로
품목허가번호: 수허 03-75 호
** 본 제품은 일회용 멸균 의료기기입니다. 재사용을 금지합니다. **
** 사용 전 본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방법
1.

사용전 준비사항
(1) MP-4 Module Holder를 설치하고 Monitoring Module의 높이는 수술동안 환자의 대동맥 높이와 같게 한다. 맨
윗면의 Air vent가 붙어 있는 Monitoring Module과 적절하게 붙여진 Pressure Scale을 설치한다.
(2) Conducer water supply bracket을 설치하고 water라인을 Quick connector fitting에 연결하고 Tie-straps로 연결
부를 묶은 다음 이러한 라인을 Bracket에 연결한다.
(3) Heat Exchanger를 설치한다. Blue water seal에 대한 압력을 풀고 배출구가 위로 놓이게 하고 Bracket의 전면에
Heat exchanger가 놓일 때까지 Conducer Heat Exchanger를 Water Seal 쪽으로 밀어낸다.
(4) 누수점검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을 흘러 보내고, 만일 누수가 발생하면 Water flow를 잠그고 Conducer Heat
exchanger의 위치를 다시 조정한 후 검사를 다시 한다. 누수가 계속되면 Water Seal을 점검하고 만일 손상이
되었다면 교체한다.

2.

투입부분의 Prime과 연결
(1) 혈액 흡입라인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조인다.
(2) 두 흡입구와 연결된 Y connector 바로 밑 심근정지약 흡입라인을 Clamp하고 첫번째 흡입라인을 두 개의 Drug
bag에 연결한 후 조여준다. 심근정지약 흡입구를 Prime하기 위하여 이 흡입구를 오픈한다. 두 흡입구가 Prime
되었을 때 두번째 심근정지약 흡입구를 Clamp하고 두번째 bag에 연결한다.
(3) 롤러펌프에 펌프 부분을 올려놓고 튜브를 Occlude 한다.
(4) 배출구 모듈을 Clamp하고 Air vent를 연다.
(5) 혈액라인과 Drug line Y-section 부분을 clamp하고 열교환기와 모듈을 Prime하기 위해 천천히 펌프를 작동시킨
다. 한번 Priming되면 Air vent를 닫는다.
(6) 튜브 셋에 있는 모든 공기를 제거한다. 열교환기로부터 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열교환기의 배출구와 흡입구
에 튜브를 톡톡 두드린다.

3.

Occlusion 확인
(1) Pump Occlusion을 확인한다. 모듈에서 300~400mmHg 압력을 Build up한다. 펌프를 정지하고 펌프가 이 압력
을 유지할 때까지 Occlusion을 조정한다.
(2) 펌프 벽면을 따라 몇몇 위치에서 두 롤러의 Occlusion을 확인한다. 튜브는 완전히 occlude 되어야 한다.

4.

투입라인 Prime과 연결
(1) 테이블로부터 투입라인을 받아서 모듈배출구에 연결한다.
(2) 모듈배출구를 Unclamping하고 펌프의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캐뉼러 연결을 위하여 투입라인을 프라임한다.
펌프를 멈추고 캐뉼러 연결부위를 Clamp한다.
(3) 캐뉼러를 연결하고, 연결부위와 라인으로부터 모든 공기를 제거한다.

5.

심정지액 (Cardioplegia) 투여
(1) 모든 튜브연결부위를 점검하고 각각의 위치를 Clamp한다.
(2) Cold agglutination(점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을 때 Water Flow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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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여라인과 캐뉼러 Lead를 Unclamping함으로써 투여를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펌프 속도를 조절한다. 혈류량과
온도 그리고 압력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4) 펌프 속도를 조절하고 캐뉼러 연결 끝부위 투여라인을 Clamping함으로써 투여를 끝낸다.
사용 시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spring loaded, self-adjusting roller head를 가지고 있는 롤러펌프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이러한 펌프들은
튜브라인 또는 Cold 튜브를 완전하게 Occluding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Microparticulate 필터가 내장되어 있는 튜브 셋들은 Blood cardioplegia 용액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3.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Open되어 있지 않는다면 소독이 되어 있거나 비 발열성이 되어 있다.

4.

적절한 외과적 수술과 기술은 의학적인 전문가의 책임이다.

5.

사용전에 항상 튜브셋이 손상 혹은 꺾여 있는지 검사한다.

6.

모든 튜브연결은 무균기수를 사용한다.

7.

온도가 42℃를 초과하거나 혹은 압력이 20psi를 초과 시 물은 열교환기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8.

본 제품은 일회용으로 사용하며 재사용을 금한다.

9.

모니터 모듈은 수직으로 놓여 있어야 하고 압력 게이지 위의 혈액저장조는 적절한 수술 게이지를 위하여 액체가
비어 있어야 한다.

10. Blood cardioplegia 용액은 열교환기의 1~4℃ 온도에 장기간 노출 시 잘 견디는 속성이 있어야 한다.
11. 튜브를 과도하게 Occlude 하지 말고 펌프 혹은 튜브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2. 모듈의 Debubbling chamber는 액체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13. 600mmHg를 초과하는 압력은 튜브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다.
기타사항
허가번호:

수허 03-75호

품 목 명:

심폐용혈액회로 (A09020.01)

모 델 명:

별첨 (총 16건)

수 입 원:

한국테루모㈜/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23층 1호(서초동)/(02) 565-9225

제 조 원:

제조의뢰자: TERUMO CARDIOVASCULAR SYSTEMS CORPORATION(미국)/
6200 Jackson Road Ann Arbor, MI 48103 USA
제조자: TERUMO CARDIOVASCULAR SYSTEMS CORPORATION(미국)/
125 Blue Ball Road Elkton MD 21921, USA

포장단위:

1ea/box

저장방법:

차광, 실온보관

사용목적: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유도하고 재주입.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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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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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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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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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

9

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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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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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0

14915

10

1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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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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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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