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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가. 사용 전 준비사항

1) 포장재에서 본 제품을 꺼낸다.

2) 포장재에서 본 제품을 꺼낼 때 손상이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본다.

     주의 : 손상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손상이 발견되면, 손상을 입지 않은 

다른 제품과 교환한다.

3) 사용하기 전에 헤파린이 첨가된 식염수로 본 제품의 내강을 세척한다.

나. 사용방법

1) 카테터 쉬스 인트러듀서와 가이드 와이어(0.065inch 이하)를 사용하여 본 제품을 

맥관계로 삽입한다.

2) 본 제품의 축에 부착된 지혈밸브의 사이드암(sidearm)을 통해 헤파린이 첨가된 

식염수를 계속해서 주입한다.

     주의 : 본 제품과 본 제품을 통과하는 기구사이에 계속해서 헤파린이 첨가된 

식염수를 계속 주입해야 한다.

3) X-선투시검사의 지침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다다를 때까지 가이드와이어 또는 

인트러듀서를 통해 본 제품을 삽입한다.

4) 다른 기구나 컨트래스트제를 삽입하기 전에 가이드와이어 또는 인트러듀서를 

체내에서 빼내야 한다.

다. 사용 후 관리방법

본 제품은 일회용임으로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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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사항

가. 경고

1) 시술을 한 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재사용이나 세척과정을 통해 본제품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카테터는 생물학적 물질에 노출된 후에 세척을 하 

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재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악영항을 미칠 수 있다.

2) 에티오돌(ethiodol) 혹은 리피오돌(lipiodol) 조영제나 이러한 약제를 포함한 

조영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2) 포장이 뜯어져 있거나 손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4) 다시 멸균하지 않는다.

5) 유기 용매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6) 사용 전에 반드시 가이딩 카테터의 크기, 모양, 상태 등을 세심히 점검하여 시술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7) 조작 중에 저항이 느껴지면 시술을 중단하고 저항의 원인을 파악한 후 계속 진행 

한다.

8) 저항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테터를 빼낸다.

9) 가이딩 카테터가 꼬인 상태에서 과도한 회전력을 받으면 카테터가 손상되어 카테 

터 샤프트가 분리될 수도 있다. 가이딩 카테터 샤프트가 심하게 꼬여있는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가이딩 카테터, 가이드와이어, CSI(카테터 삽입기)를 빼낸다.

10) 가이딩 카테터를 삽입하고 조작하고 빼낼 때에는 반드시 투시 유도하에서 

수행해야 한다.

11) 가이딩 카테터가 통과하는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이딩 카테터의 직경보다 좁은 혈관에 삽입할 경우 혈관이 막힐 수도 있다. 

혈액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내부 관이 넓은 가이딩 카테터는 삽입 시 주사기에 힘을 덜 주어야 한다.

다. 합병증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잘 모르는 의사가 피부를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야 하는 

시술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합병증은 시술 도중 또는 이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밖의 다른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 공기색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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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 부위의 혈종

� 감염

� 심장 또는 혈관벽 천공

� 혈관 경련

� 국소 빈혈

� 출혈

� 부정맥

� 조영제 반응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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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방법

실온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