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k Hip Kit - H 및
DermaProx 부트 라이너 - H
™

사용 지침

™

Postless Hip Positioning System

용도

장치 설명
Pink Hip Kit - H는 Hana® Table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절경 고관절 수술 중에 수술대에서
환자가 움직이지 않게 해줍니다.
Pink Hip Kit - H는 일회용이며 수술이 끝나면
폐기합니다.
Pink Hip Kit - H(그림 1)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D.
E.
F.
G.

헤드 레스트 (1)
Pink Hip Pad (1)
바디 스트랩 (1)
리프트 시트 (1)
암보드 스트랩 (1쌍)
암보드 패드 (1쌍)
볼 조인트 커버 (2)

Pink Hip Kit 및 DermaProx 부트 라이너 - H는 관절경
고관절 수술 중 환자의 위치를 잡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H. DermaProx™ 부트 라이너 (1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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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Prox 부트 라이너 - H는 견인력이 적용될 때 발을
보호하고 쿠션을 보조하며 고관절 관절경 수술 중에
발과 발꿈치의 미끄러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Hana Table
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지침

Pink Hip Kit - H 및 DermaProx 부트 라이너 - H는
위의 Pink Hip Kit – H 구성 요소와 아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a

Pink Hip Kit - H는 Hana® Table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절경 고관절 수술 시 수술대 위에서
환자가 움직이지 않게 해줍니다.

f

대상 환자 그룹
환자 모집단은 집도의가 고관절 관절경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들로 이루어집니다.

금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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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고
·
·

사용 대상자
Pink Hip Kit - H는 이 사용 지침에 따라 의료 전문가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환경은 전문 의료
시설입니다.

없음

제품 IFU를 숙지하고 관련 의료 인력을 교육하는
것은 의료 제공자의 책임입니다.
제품을 표시되거나 의도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품을 변형하면 예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방 조치
·
·
·

개봉 전에 제품 포장을 검사하십시오. 제품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구멍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포장에서 꺼낼 때 제품과 내용물을 검사하십시오.
제품이 훼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고
즉시 제조업체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수술 환자의 위치를 잡을 때 주의하십시오. 환자를
Pink Hip Pad 표면 위에서 끌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품이 손상되고 기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지침
1.

Pink Hip Pad를 수술대에서 회음부가 위치하는
곳에 놓고 수술대 표면에 직접 닿도록 합니다
(그림 2). “This Side Up(이쪽 면이 위로)” 태그가
위쪽을 향하도록 하여 Pink Hip Pad의 아래쪽에
흰색 후크 및 루프 패스너 스트랩이 오게 합니다.

6.

그림 2

2.
3.

환자를 Pink Hip Pad로 옮깁니다. 환자를
다음과 같이 배치하십시오.
· 환자의 전상장골극(ASIS)을 아래쪽
스트랩에 바로 두어야 합니다. (그림 5)
· 피부 접촉을 최대화하기 위해 어깨가 Pink
Hip Pad의 상단 가장자리를 지나서는 안
됩니다.
· 견갑골 부위와 천골의 피부는 Pink Hip
Pad의 표면에 닿아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리프트 시트를 사용하여
환자를 Pink Hip Pad에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위치를 조정합니다. 패드에
있는 환자를 끌지 마십시오. Pink Hip Pad
는 항상 평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림 5

흰색 후크 및 루프 패스너 스트랩을 레일 아래에서
고리를 만들고 후크 및 루프 패스너의 끝을 함께
묶어 수술대 레일에 연결합니다. (그림 3)
먼저 보라색 스트랩의 긴 쪽 끝을 수술대 아래에
놓고 스트랩의 긴 쪽 끝과 짧은 쪽 끝을 겹쳐서
수술대 아래에 놓습니다. 스트랩의 짧은 쪽 끝에
있는 흰색 후크를 스트랩의 긴 쪽 끝으로 단단히
눌러 제자리에 고정해야 합니다. (그림 4)

그림 3
ASIS를 Pink Hip Pad의 아래
스트랩에 맞춥니다.
7.

4.

5.

후크 및 루프 패스너 스트랩 사이의 중앙에 있는
패드 위에 리프트 시트를 놓습니다. 리프트 시트는
환자 등의 “작은” 부분(견갑골 아래와 천골 위)을
가리는 패드 부분만 덮어야 합니다(그림 1).
환자 머리를 두기에 충분한 위치에서 Pink Hip
Pad™ 위에 헤드 레스트를 놓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환자의 발을 DermaProx™ 부트
라이너에 다음과 같이 넣습니다.
a. 부트 라이너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합니다.
재봉된 가장자리는 환자 발바닥과 나란히
맞춥니다. (그림 6)
b. 스트랩을 열고 올바른 방향으로 환자 발
위로 열린 부트 라이너를 밀어 넣습니다.
(그림 7)
c. 환자의 발 위에서 부트 라이너의 스트랩을
잠그고 흰색 후크 부분이 단단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핏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지 않고 꼭 맞아야 합니다.
(그림 7)
d. 나머지 발에서 a~c단계를 반복합니다.

그림 6

그림 4
수술대 아래에서 본 모습

녡ꚾ鷑閵녚녅ꍡꌱ
ꗑꗉ鲚隱ꎓ띚鱽鲙

수술대에 부착한 보라색 패드
스트랩.

8.
9.

그림 8

암보드 패드를 수술대의 암보드에 놓습니다.
환자의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환자의 팔을
암보드 패드에 놓고 암보드 스트랩으로 고정합니다.
(그림 9)

그림 7

파트 A

파트 B

그림 9
올바르게 배치된 환자의
완료된 설치.
10. 다음과 같이 바디 스트랩을 연결합니다(그림 8).
a. 파트 A부터 시작하여 흰색 후크 부분의 작은
정사각형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스트랩 방향을
조정합니다. 수술대와 액세서리 레일 사이에서
스트랩 끝 부분을 위로 당기고 스트랩 끝 부분
위에서 플라스틱 버클을 아래로 밉니다.
b. 액세서리 레일에 꼭 맞을 때까지 스트랩을
버클을 통과시켜 넣고 남은 끝 부분을 환자 위에
놓습니다.
c. 긴 흰색 후크 부분이 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수술대의 다른 쪽에 있는 스트랩의 파트 B에서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d. 환자 위에서 스트랩을 연결하고 흰색 후크
부분을 함께 눌러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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