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지침DermaProx™  
부트 라이너 - S+N

장치 설명
Smith & Nephew DermaProx 부트 라이너는 Hip 
Position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mith & Nephew DermaProx 부트 라이너는 
일회용이며 수술이 끝나면 폐기합니다.

사용 대상자
Smith & Nephew DermaProx 부트 라이너는 이 사용 
지침에 따라 의료 전문가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환경은 전문 의료 시설입니다.

용도
Smith & Nephew DermaProx 부트 라이너는 견인력이 
적용될 때 발을 보호하고 쿠션을 보조하며 고관절 
관절경 수술 중에 발과 발꿈치의 미끄러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Hip Position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지침
Smith and Nephew DermaProx 부트 라이너는 고관절 
관절경 수술 중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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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 사항
·	 없음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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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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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트 라이너를 펼치고 흰색 DermaProx™ 
레이어가 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2. 노치가 환자의 종아리와 나란히 정렬되도록 
환자의 뒤꿈치를 패드 중앙에 놓습니다.

3A. 중간 스트랩의 스트랩 A(후크 및 루프가 아닌 
쪽)를 환자의 발목 위에 놓습니다.

3B. 환자의 발을 감싸도록 중간 스트랩의 
스트랩 B(후크 및 루프 쪽)를 스트랩 A의 위쪽에 
놓습니다. 과도하게 조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3C. 패드의 후크 및 루프가 아닌 쪽을 환자의 
발가락 주위로 감쌉니다.

3D. 패드의 아래쪽 절반을 환자의 나머지 발가락 
주위로 감싸고 패드의 후크 및 루프가 아닌 쪽 
상단에 후크 및 루프를 놓아 환자 발의 위쪽을 
감쌉니다.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4A. 패드의 벨크로가 아닌 쪽을 환자의 종아리 
주위로 감쌉니다.

4B. 패드의 아래쪽 절반을 환자의 나머지 종아리 
주위로 감싸고 패드의 벨크로가 아닌 쪽 상단에 
벨크로를 놓아 환자 발을 감쌉니다.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S+N 독점	배포

2. Instructions for Use:
Smith + Nephew 
DermaProx     Boot Liner  
#72205287**
1. Unfold bootliner and have the white   
    DermaProx™ layer facing upwards.

2. Place patient’s heel in the middle of the  
     pad so that the notch aligns with   
     patient’s calf.

3A. Place strap A (non-velcro side) of   
       middle strap on top of patient’s ankle.

3B. Place strap B (velcro side) of middle   
       strap on top of strap A so the patient’s                       
       foot is wrapped. Be sure not to 
       overtighten.

3C. Wrap non-velcro side of the pad   
       around the patient’s toes.

3D. Wrap bottom half of pad around the rest  
       of the patients toes and place the   
       velcro on top of the non-velcro side of  
       the pad so that the top of the patient’s  
       foot is wrapped. Be sure not to 
       overtighten.

4A. Wrap non-velcro side of the pad   
       around the patient’s calf 

4B. Wrap bottom half of pad around the   
       rest of the patients calf and place the  
       velcro on top of the non-velcro side of  
       the pad so that the patient’s foot is   
       wrapped. Be sure not to overtig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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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 최종 제품
*DermaProx™ is a trademark of Xodus Medical
**Exclusively distributed by Smith+Nep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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