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SHIELD SURFLASH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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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혈관내튜브·카테터
품목허가번호: 수인 19-4349 호
** 본 제품은 일회용 멸균 의료기기입니다. 재사용을 금지합니다. **
** 사용 전 본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방법
1.

사용 전 준비사항
가. 무균기법, 적절한 피부상태 준비 및 첨자지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수적이다. 모든 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주
의사항(universal precautions)을 준수한다.

2.

사용방법
가. 천자 지점을 소독하고 제품을 프로텍터(protector)에서 제품을 꺼낸 후, 정맥 천자(veni-puncture)를 실시한다.
나. 정맥 천자가 잘 되면, 투명한 내침허브(inner needle hub; 혹은 주사침허브)에서의 혈액 플래쉬백(flashback)현상
및 카테터 자체를 통해 즉시 혈액이 확인된다.
다. 내침 허브를 쥐고 카테터를 정맥 안으로 밀어 넣는다.
라. 내침을 빼내기 전에 카테터 팁(tip) 쪽을 눌러 혈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유색의 카테터 허브(catheter
hub)를 확실히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움직임으로 내침을 일직선으로 뒤로 당겨 제거한다.
마. 안전덮개(safety cover)가 자동으로 내침 바늘 끝에 부착되며, 사용 후에는 즉시 폐기물 수거함(sharps container)
에 폐기한다.
바. 카테터 허브에 약물주입 세트(administration set) 또는 수혈 세트(transfusion set)를 연결하고 멸균드레싱으로
천자 된 지점을 덮는다.

3.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
가. 사용한 제품은 폐기한다.
나. 일회용 이므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재사용금지.
다. 실온에서 보관하며 극도의 열기와 습기를 피해 보관한다.

사용 시 주의사항
1. 일반적 주의사항
1) 무균기법, 적절한 피부상태 준비 및 첨자지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수적이다. 모든 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주
의사항(universal precautions)을 준수한다.
2) 본 제품을 직선 방향으로 조심해서 뒤로 당겨 프로텍터에서 제거한다.
3) 안전장치(safety mechanism)가 작동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을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4) 안전장치의 확실한 작동을 위해서는 내침 제거 시 극심한 각을 주거나 회전시키거나, 혹은 너무 빠르게 당기
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뽑힌 내침의 재삽입을 시도하지 않도록 한다.
6) 감염 방지를 위하여 내침을 제거한 후에는 안전덮개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7) 고압(>21psi/150kPa)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8) 본 제품에는 금속 소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MRI 촬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CDC 가이드라인 또는 기관의 프로토콜에 따라 카테터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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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SHIELD SURFLASH PS
기타사항
허가번호:

수허 19-4349 호

품 목 명:

혈관내튜브·카테터 (A57130.01)

제 품 명:

Surshield Surflash PS

모 델 명:

별첨 (총 8건)

수 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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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원:

제조의뢰자: Terumo Corporation (일본)/44-1, 2-chome, Hatagaya, Shibuya-ku, Tokyo 151-0072
제조자: Terumo Corporation Kofu Factory (일본)/
Tsuijiarai 1727-1, Showa-cho, Nakakoma-gun, Yamanashi Prefecture 409-3853

포장단위:

제조원 포장단위

저장방법:

실온에서 보관하며 극심한 열기와 습기를 피한다.

사용목적:

혈관에 삽입하여 혈액 샘플 채취, 혈관내(intravenously) 약물 주입(fluid) 또는 혈압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며 단기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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