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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a Keratoscope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Leica는 간단하고, 자가-설명적인 
쉬운 작동에 크게 중점을 둡니다. 이 매뉴얼을 숙지하여 
귀하의 Leica Keratoscope의 모든 기능을 최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eic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Leica Microsystems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가까운 Leica 지사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만나보십시오. 

www.leica-microsystems.com.

저희의 제품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eica 
Keratoscope의 품질과 성능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Leica Microsystems (스위스) AG
의료기 부문

CH-9435 Heerbru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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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개

1.4 디자인 및 기능

1.4.1 제품 구성

1

2

3

5

4

1 커버 (멸균소독가능, 3개)
2 Leica Keratoscope
3 디스크, 고정나사, 케이블 고정용 금속클립(각각, 2개)
4 2.5 mm 렌치

5 CAN 연결 케이블

1.4.2 기능

Leica Keratoscope는 Leica M844, M822, M822 H and M820 
수술현미경을 위한 액세서리입니다. 이것은 링 형태의 LED로 
구성됩니다.
LED 조명이 각막을 비추면, 원형으로 나타납니다. 원형과 
다른 모든 형태는 각막 결함을 가킵니다.

Leica Keratoscope는 질적인 검사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1.4.3 Leica Keratoscope의 사용

Leica Keratoscope는 대물렌즈에 직접 고정됩니다. 다음 
구성품 및 액세서리가 Leica Keratoscope와 함께 작동될 수 
있습니다.
• Leica RUV800 (사용전 동시에 설치시에만 사용가능)
• 슬릿 램프 (옆으로 돌리면 사용가능)
• OCULUS BIOM (동사용전 동시에 설치시에만 사용가능) 
• 수술용 멸균  Drape (사용전 동시에 설치시에만 사용가능)

Leica Keratoscope과 적합한 액세서리의 사용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Leica 한국지사로 
문의하십시오.

1.1 사용설명서에 관하여

이 사용설명서에서 기기 사용에 관한 정보는 물론 
중요한 지침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필독하십시오("사용자 
정보" 장 참조).

XX 제품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필히 정독하십시오.

1.2 제품 식별

제품의 모델 및 일련번호는 제품의 부착된 라벨에 있습니다. 
XX 이 데이터를 사용설명서/ 설치설명서에 적어두고 저희 
또는 서비스센터에 질문할 때 참고하십시오.

모델:  일련번호

 
...

 
...

1.3 사용설명서의 기호 및 표시

이 설명서에서 상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기호 표시 의미

경고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 또는 
부적합한 사용을 가리킵니다.

주의 사소하거나 중간정도의 인적 부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 또는 부적합한 사용을 
가리킵니다.

메모 이것은 재산 손상 또는 환경 유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기술적으로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돕는 제품에 관한 정보.

XX  필수 조치; 이 상징은 특정한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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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용자 자격

XX Leica Keratoscope 는 이 기기 사용 지침을 아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의사와 의료 보조 요원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4    기기 사용자를 위한 지침

XX 여기에 설명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XX 작업 구성 및 작업 안전에 관하여 고용자에 의해 주어진 
지침을 따르십시오.

2.5    사용 위험

2.5.1   눈 수술시 망막에 광독성 손상

• Leica Keratoscope 는 Leica 안과용 수술현미경을 위한 
액세서리입니다.

주의

지속된 노출로 인한 눈 손상!
기기의 조명은 유해할 수도 있습니다. 
눈 손상 위험은 노출 시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XX 조사 기기 조명에 노출 시, 위험 참고값을 초과하지 
마십시오(DIN EN ISO 15004-2:2007). 이 기기에 최대 
출력에서 120분 이상 노출하면 노출 한계를 
초과합니다.

XX 사용 후 Leica Keratoscope 스위치를 끄십시오.
XX Leica 수술현미경의 사용설명서에 있는 경고 
메시지를 준수하십시오.

2.1    용도

• Leica Keratoscope 는 Leica 안과용 수술현미경을 위한 
액세서리입니다.

• Leica Keratoscope는 수술 시 각막 변형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을 조명하는 LED 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Leica Keratoscope는 실내 전용입니다.
• Leica Keratoscope는 전자파 적합성을 위한 특별한 

사전주의를 준수 합니다(EN 60601-1-2, 제2 / 제3판).  
이것은 가이드라인과 제조자의 선언 및 권장 안전 거리를 
준수하여 설치 및 위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Leica 수술현미경의 사용설명서에 있는 것입니다.

2.2    기기 사용자를 위한 정보

XX 사용지침을 충분이 숙지한 사용자만이 Leica Keratoscope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XX 이 사용설명서 / 설치설명서를 Leica Keratoscope 가까이 
두고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XX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 사용자 지침에 따른 사용 
준수사항을 지키십시오.

XX 새로운 사용자를 교육할 때, 사용설명서의 지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XX Leica Keratoscope 사용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지침의 준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XX 결함 및 고장이 있는 Leica Keratoscope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XX 결함 및 고장 발생시, 즉시 Leica 지사에 연락하십시오.
XX 타사 액세서리와 Leica Keratoscope과 병행사용시 그 
제조사의 사용설명서 등 사용안전의 관한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XX 변경 및 유지관리 작업은 Leica에 의해 명확히 허가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XX Leica의 순정 교체 부품만이 제품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XX 서비스 작업 또는 기술적 변경 후, 기기는 저희의 기술 
지침을 따라야합니다.

XX 지정된 Leica A/S센터를 통하지않은 서비스 후 제품문제 
발생시 그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XX Leica Keratoscope의 다른 기기에 대한 영향은 EN 60601-
1-2에 상세된 바와 같이 테스트되었습니다. Leica 
Keratoscope는 방출 및 면역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전자자기적 및 기타 형태의 방사에 관련한 사전주의 및 
안전 조치를 준수하십시오.

2     사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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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정보
2.5.2   사용 시 일반적인 위험

경고

손상된 구성품 또는 액세서리로 인한 부상 위험!
XX  Leica Keratoscope, 수술현미경 시스템 및 
액세서리가 적합한 상태가 아니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XX 다음 페이지를 완독하십시오.

경고

수술현미경을 아래로 움직일 때 부상 위험!
XX 수술 전에 모든 준비 및 스탠드에 조절을 
완료하십시오.

• 수술 영역 위에서 액세서리를 바꾸거나 현미경을 
발란스를 재조정하지 마십시오.

• 재장착 전에, 항상 스윙암을 잠그십시오.
• 재장착 후에, 항상 수술현미경의 스윙암 밸런스를 

재조정하십시오.

경고

부품 낙하로 인한 부상 위험!
XX 수술 전에 모든 준비 및 광학 캐리어에 조절을 
완료하십시오.

XX 수술 영역 위에서 광학 구성품 및 기기의 
액세서리를 절대로 재균형 또는 재장착하지 
마십시오.

XX 수술 전에 광학 구성품 및 액세서리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XX 수술중에는 재균형 전에, 먼저 현미경을 수술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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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전준비

XX 대물렌즈에서 모든 액세서리를 제거하십시오, 각각의 
설치설명서에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3.2    장착순서

7

6

3

5

2

3

XX Leica Keratoscope(2)를 대물렌즈에 부착하여 커짐/꺼짐 
스위치(6)가 왼쪽을 가리키도록 하십시오.

XX 수술현미경의 밑면과 동일 평면이될 때까지 Leica 
Keratoscope를 대물렌즈로 미십시오.

XX 3개의 내부 6각 핀(7)으로 Leica Keratoscope를 대물렌즈에 
고정하십시오. 6각 핀을 단단히 조여 Leica Keratoscope가 
대물렌즈에서 더 이상 탈착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XX 현미경의 바닥에 있는 나사들(3)을 푸십시오.

경고

장착된 장비의 낙하로 인한 부상 위험.
XX 톱니 디스크를 사용하십시오.
XX  0.7 Nm 토크로 나사를 조이십시오.

XX CAN 연결 케이블(5)을 현미경의 바닥으로 보내 제공된 
나사, 톱니 디스크 및 금속 클립(3) 및 드라이버(고정 토크: 
0.7 Nm)로 고정하십시오.

XX CAN 연결 케이블을 수술현미경의 CAN 소켓에 
삽입하십시오.

CAN 소켓이 이미 사용중이면, Y-케이블로 제2의 CAN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Leica Keratoscope는 수술 현미경으로부터 전원공급을 
받습니다. 추가적인 연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3.3    장착완료

XX 이전에 제거한 액세서리 재설치하기, 해당 설치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3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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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술 전
 
4.1.1   기능 점검

6

XX 현미경 스위치를 켜십시오.
XX Leica Keratoscope를 켜짐/꺼짐 스위치(6)로 켜십시오.

LED가 켜집니다.

경고

Leica Keratoscope 낙하로 인한 부상 위험!
XX 작동 전에, Leica Keratoscope와 대물렌즈가 정확히 
장착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XX 전원스위치를 켤때 Leica Keratoscope이 움직이면, 
Leica Keratoscope와 대물렌즈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4.1.2   소독

XX 켜짐/꺼짐 스위치(6)에 소독포를 덮으십시오.
Leica Keratoscopesms 소독이 가능합니다.

4.2    수술 시

4.2.1   Leica Keratoscope 스위치 켜기

수술 시, Leica Keratoscope를 테스트 목적으로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XX Leica Keratoscope를 켜짐/꺼짐 스위치(1)로 켜십시오.

LED의 빛이 원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원형과 다른 모든 
형태는 각막 결함을 가리킵니다.

4     작동

주의

지속된 노출로 인한 눈 손상!
기기의 빛은 유해할 수도 있습니다.  
눈 손상 위험은 노출 시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XX 조사 기기 조명에 노출 시, 위험 참고값을 초과하지 
마십시오(DIN EN ISO 15004-2:2007). 이 기기에 최대 
출력에서 120분 이상 노출하면 노출 한계를 
초과합니다.

XX 사용 후 Leica Keratoscope 스위치를 끄십시오.
XX Leica 수술현미경의 사용설명서에 있는 경고 
메시지를 준수하십시오.

4.2.2   Leica Keratoscope 스위치 끄기

XX 사용 후 켜짐/꺼짐 스위치(6)로 Leica Keratoscope를 
끄십시오. 

4.3    수술현미경의 램프 교체

램프 교체 시, 수술현미경을 Leica Keratoscope와 함께 
사용하면, Leica Keratoscope의 연결 케이블을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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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용상 주의사항

XX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먼지가 없는 장소에 보관 
하십시오.

XX 먼지를 풀무와 부드러운 솔로 제거하십시오.
XX Leica Keratoscope를 습기, 증기, 산, 알칼리 및 부식성 
물질로부터 보호하십시오.

XX  기기 가까이에 화학물질을 두지 마십시오.
XX Leica Keratoscope를 사용지침에 따라 다루십시오.
XX  이 설명서에 명시적인 지침이 없으면, 다른 플러그를 
조립하거나, 광학 시스템 및 기계적 부품의 나사를 풀지 
마십시오.

XX Leica Keratoscope에 기름 및 윤활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XX 가이드 표면 또는 기계적 부품에 기름이나 그리스를 치지 
마십시오.

XX 젖은 일회용 천으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십시오.
XX Leica Keratoscope를 소독하기 위해, 다음 활성 성분에 
기반한 표면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 알데히드
• 알코올
• 4기 암모니아 화합물 

잠재적 유해성이 있으므로, 다음 품목의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할로겐-공여 화합물
• 강한 유기산
• 산소-공여 화합물

살균제 제조자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5     유지관리

5.2     유지

XX Leica Keratoscope 기본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없습니다. 

5.3     멸균소독표

제품 번호 10702693

지정 커버, 소독가능

허용가능한 소독 방법 스팀(오토클레이브) 에틸렌옥사이드

134 °C, t > 10분 최대 60 °C

위에 열거한 조건이 맞으면 광학 제품은 소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글래스 표면에 점 또는 줄의 층이 형성될 수 
있어, 광학적 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eica 수술현미경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십 
시오.

5.4     폐기

XX 이 기기를 폐기할 때 해당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십 
시오.

XX 적합한 폐기물 폐기 회사가 이용되어야 합니다.
XX 기기 포장은 재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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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원인 해결

Leica Keratoscope에 LED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 Leica Keratoscope 전원스위치가 
켜지지않았습니다.

XX Leica Keratoscope 전원스위치를 
켜십시오.

• Leica Keratoscope 연결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XX Leica Keratoscope의 배선을 
점검하십시오.

• 수술현미경 전원스위치가 
켜지지않았습니다.

XX 현미경 전원스위치를 켜십시오.

• 수술현미경이 적합하게 연결되지 
않음

XX 수술 현미경의 전원 연결을 점검 
하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Leica 지사에 
연락하십시오.

6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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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기계적 데이터

연결 직경 81mm 대물렌즈와 CAN cable
연결이 가능한 Leica 수술현미경 
(2005년 8월 23일 이후 제조된 Leica 
M844, M820 안과수술현미경)

무게 0.2 kg

7.2     광학적 데이터

링 조명 50 red LEDs(614 – 634 nm)

7.3     주변 조건

사용 및 보관 Leica 수술현미경과 동일

7.4     전기적 데이터

연결 Leica 수술현미경의 CAN 단자로 
연결

전원 24 V, 최대 1.2 W

7.5     표준 규격

CE 규격 의료기 법령 93/42/EEC 수정안 포함.
전기 의료기, 파트 1: 안전 IEC 
60601-1을 위한 일반 요구조건; EN 
60601-1; UL60601-1; CAN/CSA-C22.2 
NO. 601.1-M90.램프 및 램프 시스템 
IEC 62471의 광생물학적 안전.

등급 Class I, in compliance with 
Appendix IX, Rule 1, and Rule 12 of 
the Directive.

추가로, Leica 수술현미경의 사용설명서에 열거된 모든 기준 
준수.

7.6     치수 

7     제품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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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A 및 Leica 로고는 Leica Microsystems IR GmbH의 등록상표입니다.

”고객과 함께, 고객을 위한“ 고객과의 발전적인 협력은 항상 
Leica Microsystems의 강력한 혁신의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5가지의 회사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척정신, 고품질, 팀 정신, 과학에 헌신, 지속적인 향상.

의료기 부문

수술의사가 뛰어난 수술 현미경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확하고 선명한 이미지, 그리고 수술의사 및 OR 요원의 요구사항에 
맞춘 모듈식 시스템.

진료를 위한 혁신

1980년대에 광시야 광학기술을 갖춘 최초의 수술 현미경부터 수평 
광학 및 LED 조명을 갖춘 최초의 현미경까지, Leica Microsystems은 
수술 현미경의 혁신적 개발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HD 비디오, 형광 및 망막 관찰 시스템은 또한 Leica 팀의 직속적인 
혁신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술의사의 수행, 편안한 수술 
및 환자의 결과를 향상하기 위한 선도적인 첨단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eica Microsystems – 전세계 고객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춘 글로벌 회사:

전세계 서비스센터 전화 팩스

미국 · Bu�alo Grove/Illinois +1 800 248 0123 +1 847 405 0164 
캐나다 · Concord/Ontario +1 800 248 0123 +1 847 405 0164

호주 · North Ryde/NSW +61 2 8870 3500 +61 2 9878 1055

오스트리아 · Vienna +43 1 486 80 50 0 +43 1 486 80 50 30
벨기에 · Diegem +32 2 790 98 50 +32 2 790 98 68
덴마크 · Ballerup +45 4454 0101 +45 4454 0111
프랑스 · Nanterre Cedex +33 811 000 664 +33 1 56 05 23 23
독일 · Wetzlar +49 64 41 29 40 00 +49 64 41 29 41 55
이탈리아 · Milan +39 02 574 861 +39 02 574 03392
네덜란드 · Rijswijk +31 70 4132 100 +31 70 4132 109
포르투갈  · Lisbon +351 21 388 9112 +351 21 385 4668 
스페인 · Barcelona +34 900 210 992 +34 93 494 95 40
스웨덴 · Kista +46 8 625 45 45 +46 8 625 45 10
스위스 · Heerbrugg +41 71 726 34 34 +41 71 726 34 44
영국 · Milton Keynes +44 800 298 2344 +44 1908 246 312

홍콩 · Hong Kong +852 2 564 6699 +852 2 564 4163
중국 · Shanghai +86 21 6387 6606 +86 21 6387 6698
일본 · Tokyo +81 3 5421 2800 +81 3 5421 2896
한국 · Seoul +82 2 514 65 43 +82 2 514 65 48
싱가포르 +65 6779 7823 +65 6773 0628

www.leica-microsyste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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