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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다음 4 가지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체 외부 또는 내부의 영상을 보기 위해 인체 외부에서 사용하는
수동식 기구


사용방법

가.

사용 전 준비사항

경고: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설명서의
지침과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환자 또는 운영자의 부상 및
시스템이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da

3.

vinci si 수술시스템 사용 설명서에 있는 모든 주의 및 경고 정보를

da Vinci system 의 surgeon console 의 footpedal 또는 비젼카트에

읽고 이해하십시오.

있는 touchscreen 을 이용해 일반화면과 Fluorescenc 화면을 전환할

경고: 본 제품을 운영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수 있습니다.

화면모드 선택

합니다.
주의: 내시경으로부터 카메라헤드 및 광원장치를 제거하고 결합할

나.

경우에는 항상 광원장치를 꺼둔 상태여야 합니다.

내시경과 드레이프를 제거한 후 오염이 묻어있을 때에는 젖은헝겊으로

사용 후

주의: 사용자와 환자의 부상 및 기기의 고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닦아줍니다.

davinci 시스템에서 같이 사용하도록 정해진 구성품이외의 것들과
조합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경고:

내시경용

카메라와

내시경을

준비할

경우에는

적절한

멸균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구성요소는 멸균을 하지 않습니다.
멸균운영자에 의해 멸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드레이프 처리되지 않은 카메라, 카메라케이블 및 라이트가이드

⦁

광원장치

1.



사용 시 주의사항

가.

일반적 주의사항

1.

da Vinci Si 시스템은 이 사용 설명서에 준해 사용해야 하며
Intuitive Surgical, Inc. 담당자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지침서를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장비와 관련된 지침, 참고, 주의, 경고 및
위험 문구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환자에게 상해 또는 수술

드레이핑: 수술실 간호사는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드레이핑하여
비젼카트의

카메라

헤드와

멸균상태로
Core

와

sterile

adaptor

준비합니다.

광원장치에

da

각각

를
Vinci

카메라

조립하여
system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케이블과

라이트가이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Intuitive Surgical 사가 제공하는 구성품만을 사용하십시오. 그
밖의 부품을 사용할 때, 레이저에너지 잘못된 노출로 인해
환자의 상해 또는 시스템의 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멸균드레이프방법을 이용하여 카메라와 내시경 수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

카메라 케이블 연결을 완결하기 전에는 비전 카트의 카메라
콘트롤장치의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카메라 케이블이 연결되기
전에 전원을 켜는 경우, 어떤 시스템 구성품에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내시경 수술 시 주의 사항

고온으로 인해 열 관련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와 조명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광에 의해 눈이 위험할
2.

Calibration: Fluorescence 기능을 사용하려면 카메라헤드에

수 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와 조명 시스 템 훈련과 경험이 충분한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calibration 을 실시합니다.

인력만이 이러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시경 카메라와 조명
시스템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경고와 주의 메시지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다.

운반 및 보관 시 주의 사항

da Vinci Si 시스템을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 환자 카트는 기구와
카메라를 제거하고 설정 조인트는 중앙 열 쪽으로 접은 상태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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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케이블 취급 시 주의사항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을 주의해서 취급하십시오. 케이블이 심하게
꺾이거나 꼬이면 조명 가이드 케이블에 포함된 광섬유 물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상으로 인해 조명 가이드 케이블을 통해
전달되는 광량이 급격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헤드 케이블의 잘못된 취급 예>
마. 카메라 헤드 자체는 멸균하지 않고 고압증기멸균 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 카메라 헤드를 주의해서 취급하십시오. 카메라 헤드를 떨어뜨리면
손상되거나 카메라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장단위


1 EA



제조원 및 수입자 정보

가.

제조의뢰자
Intuitive Surgical, Inc.
(미국, 1266 Kifer Road Sunnyvale, California, 94086, USA)

나.

제조자

1.

Schoelly Fiberoptic GmbH

2.

Schoelly Inc. (655859)

(독일, Robert-Bosch-Str. 1-3, 79211 Denzlingen, Germany)
(미국, 722 Plantation Street Worcester, MA 01605, USA)
다.

수입자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에이동 3 층
(상암동, 디엠씨첨단산업센터)
Tel. 02-3271-3200 Fax. 02-3271-3299
Homepage. www.davincisurgery.co.kr

※

자세한 사항은 사용설명서를 필히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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