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리 코 씨 앤 티
문 서 번 호: YSL-20190227-01
일

자: 2019년 2월 27일

수

신: Venosan 압박스타킹 및 패디콘 판매 업체 제위

제

목: 1등급 의료기기 재평가에 대한 결과 공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등급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및 변경내용 공지.

3.

폐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 중 압박스타킹과 데니스브라운부목(페디콘)에 대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1등급 의료기기 재평가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재평가 결과 및 변경 내용 1부.

끝.

㈜ 두 리 코 씨 앤 티
대표이사 김 주 완

영업지원담당: 김예소린 대리 (070-7775-9480), 영업담당: 신직욱 대리
[본사/공장] 37240 경상북도 상주시 외답 6길 33 (외답동) Tel : 054-534-8385, Fax : 054-534-8387
[서울사무소] 066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6길 21 (소소헌빌딩 2층)
Tel: 02-525-8405, Fax: 02-525-7461, e-mail: salesad@durico.co.kr

<1등급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및 변경 내용>
품목: 데니스브라운부목(페디콘) / 서울수신 15-1135호
기 신고 내용

재평가 결과

품목명/분류

데니스브라운부목/B05030.01/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번호/등급

1등급

품목: 압박용밴드 / 서울수신 13-921호
기 신고 내용
사용목적

1. 압박스타킹의 목적

재평가 결과
1.

압박스타킹의 목적

1) 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 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
신체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하거나

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하거나 잡아주

잡아주는 기구. 혈전을 예방하고 혈액

는 기구.

순환을 최적화 하도록 설계됨.
2. 압박스타킹의 효능
1) 정맥 순환 개선
2) 정맥의 Cross-Section을 축소
3) 혈관의 펌핑 능력 향상
3. 적응증
- 정맥류, 부종,수종, 정맥혈전증, 혈전
후성증후군..등
모양 및 구

본 제품은 환자의 조직 압을 증가시켜

본 제품은 혈액이 괴이는 것을 방지하기

조-작용원리

세포 외액을 모세 정맥계로 되돌려주어

위하여 신체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하

다리 부종과 울혈을 감소시켜주며 이런

거나 잡아주는 기구로서 수술 후에 착용

목적을 위해 고탄력 의료용 압박용 밴

하는 스타킹형 압박용 밴드이다.

드는 부위에 따라 정확한 압력을 분배
시키도록 설계되었고, 정맥의 혈액 순
환을 도와 주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
에서 정맥류 환자의 치료 보조 수단으
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혈액이 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술 후에
착용하는 스타킹형 압박용 밴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