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현대적이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의 Radial과 Focus 핸드 피스
1. FOCUS TYPE
•신뢰성 및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한 정확한 컴퓨터 제어
•물, 염분 등 기타 화학 약품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고무 사용
•충격파 집속 위치에서의 최대 치료 효과를 가지기 위해
대형 피에조 집속 장치 설계

Depth 30mm

•치료 목적에 따른 충격파에너지의 침투 깊이를 조절하기 위한

DESCRIPTION
체외충격파치료기 DUAL WAVE PLUS는
국내 최초로 Radial과 Focus형의 충격파를 조합하여,
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최고로 올렸습니다.

Depth 10mm

2. RADIAL TYPE
•충격파가 방사 형태로 전달되어 손상된 부위에 정확한 충격파 전달을 위한
영상진단 불필요

•폭 넓게 선택 가능한 방사형과 집중형 충격파에너지

•수명이 긴 소모품과 프로브 공급으로 유지 비용 최소화

•깊은 침투력으로 인한 효과적인 치료

•근막염 등, 근육 관련 치료에 효과적인 RSWT 프로브등 부위나

•향상된 넓은 촛점 구역과 정확도

Depth 20mm

3가지 프로브를 채택하였으며, 탈부착방식으로 손쉽게 교체가 가능

치료 목적에 따라 3가지의 프로브가 있음

•방사형과 집중형 충격파의 손쉬운 전환

RSWT 20mm

ESWT 15mm

Trigger 10mm

TREATMENT
Focus와 Radial Type의 조합으로 치료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Focal Depth
30mm
Therapeutic efficacy
10mm

Disorder
Calcified tendonitis
Shoulder pain with/without
restricted mobility
Radial/ulnar humeral
epicondylitis
Trochanteric tendonitis

Focal Depth
20mm
Therapeutic efficacy
50mm

Patellar chondropathy
Anterior tibial syndrome
Achillodynia
Plantar fasciitis
Dorsal calcaneal spur

Focal Depth
10mm
Therapeutic efficacy
3mm

Chronic enthesiopathies
in general
Acute and chronic cervical/
lumbar pseudoradicular
syndrome
Acute and chronic
dorsalgia
Recurrent muscle pain in
the upper or lower leg
Metatarsalgia
Pseudarthroses
Superficial trigger points
Deep-sited trigger points
Shock wave acupuncture

ESWT RSWT Combination

INDICATOR




 석회화 건염
 오십견

DESCRIPTION




증상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2개의 프로브를 장착함으로써
프로브를 교체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였으며 티타늄 재질의 특수 코팅 방식으로
소모품의 수명을 극대화함으로써, 낮은 소모품가로
경제적부담을 감소하였습니다.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슬개골염
 무릎 관절염

족 저 근막염

Probe
아킬레스 건염

고관절

RSWT 20mm

ESWT 15mm

Focus

Muscle contracture, Myofascial Pain,
Tendinosis calcarea of the shoulder,
Epicondylitis humeri radials and ulnaris,
Patellar tendinopathy/achillodynia,
Plantar facsitis, Proximal iliotibial band
friction syndrome

Tendinosis calcarea of the shoulder,
Epicondylitis humeri radials and ulnaris,
Patellar tendinopathy/achillodynia,
Plantar fac sitis,
Proximal iliotibial band friction syndrome,
tibial edge syndrome,
Morton's neuroma

Epidermic
Tendonitis

Trigger 10mm

Fatness Probe
(option)

Elimination of end-plate dysfunction,
Hypoxia normalization in trigger points,
Dissolution of contraction nodes,
Stimulation of metabolism in affected
muscle fibers

PAIN-ZERO의 특징
시술자의 편이성과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한 인체공학적인 핸드피스

원리

On/Off 스위치로 시술자가 치료 시작 및
중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액화된 CO2를 분사하면 승화를 통한 온도의 하강현상으로 인해
최고 -78℃의 고압 기체를 치료부위에 분사함으로써
수 초 이내에 피부 온도를 0~4℃ 사이로 급격히 냉각시켜
피부신경수용체에 강력한 온도충격(THERMAL–SHOCK)를 가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온도충격은 피부의 신경수용체에서 척수를 통해 대뇌에 전달되고,
대뇌는 자율신경계를 통해 신속하고 다양한 반사반응으로 대응하여
자가치유능력을 통해 환부의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OLED를 채택하여 시술자가 치료 중 온도 및
사용시간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이 높은 온도센서를 채택하여
환자의 피부 온도가 설정된 최소 온도 이하로 하강할 경우
동상방지를 위하여 작동이 바로 멈춥니다.

LED를 이용하여 정확한 분사거리와
치료범위를 표시하는 포인트 케어가 가능합니다.

신장분사치료에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소 작동 온도 표시

다양한 적용 분
치료 효과

통증 질환

01 ANALGESIC EFFECT

02 ANTI-INFLAMMATION

통증신경전달속도의 감소 또는 통증신경전달의 차단

염증반응 유발효소의 분비 감소 및 반응성 저하

03 VASOMOTOR REFLEX

04 MUSCLE RELAXATION

THERMAL-SHOCK 반응을 통한 혈류/림프의 순환

근섬유의 이완, 근육의 신장

외상/스포츠 의학

수술 후 처치

•복합통증증후군

•통증, 혈종, 부종

•족저근막염

•테니스/골프 엘보우

정형외과 수술,

•다발성 경화증

•급성탈구 및 염좌

성형수술,

•만성 통증

•근육 및 연골파열

종양수술 후
흉터 완화,

•피로 골절

•미세 수술,

혈관수술

류마티스
•만성 염증성
류머티스 질환
•관절 외
류머티스 질환
•건초염
•퇴행성
류머티스 질환

물리 치료 및
재활치료
•관절굴곡각도 회복
•근 이완

제품의 One-Stop 시스템으로 이동 진료 가능
전류측정기기

PAIN-SENSOR의 원리

압통측정기기

PAIN-SENSOR는 날카로운 유형과 부드러운 유형의 미세전류를 이용한 전기식 지각계로써 환자의
추상적인 통증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정량적 측정 의료기기입니다.
•기존의 통증 표현방법이었던 추상적 문진(VAS) 측정 방식이 아닌
PAIN-SENSOR는 디지털 측정 방식으로

출력부

뇌에서 인식하는 통증의 크기를 이종자극을 이용하여
환자의 통증 역치를 측정합니다.
•또한, 환자 개인의 통증 기준 범위를 제시하여

측정 보조 스위치

통증 측정 재현성을 높였으며, 치료 과정에서
환자별 통증 관리가 용이합니다.

통증 전달과 기억

전류자극과 비교

통증의 정량화

전류에 의한 측정
PAIN-SENSOR에 내장된 Impulse Smoothing Processing unit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종 통증)의 유형과 완급조정이 가능합니다.
날카로운 유형과 부드러운 유형의 이종 통증 생성으로 환자는 통증의 강도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압력통증진단기능
당사에서 개발하여 특허 출원된 압력통증 측정기를 통하여 피검자가 통증
을 호소하는 특정 부위의 압력통증 정도를 측정하고, 전류에 의한 통증 값과
비교분석하여 퉁증의 원인분석과 정도의 진단에 참고 데이터를 유출합니다.
※ 타사의 장비는 전류측정에 대한 청구만 가능하며, 당사의 장비는 전류측정 외
압력통증에 대한 별도 비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상별 활용범위
1. 신경외과 / 정형외과 /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도수치료, 신장분사치료, ESWT치료 후 통증치료결과 평가
•수술 후 신경기능회복평가

•통증완화 주사요법 효과 평가

•만성적 통증 환자의 통증 정도 평가

•대상포진 및 PHN통증 정도 평가

•수술 전·후 통증 정도 평가

2. 내과 (내분비 / 신장 / 류마티스)

PAIN-SENSOR의 특징
•주관적인 통증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화
•통증 정량분석을 통한 환자별/증상별 맞춤 치료 가능
•환자별 지속적인 통증 데이터 관리 및 치료 전/후 비교 등 진단자료 확보 및 추적검사
•쉽고 간편한 측정과 환자용 리포트, 측정이력, 변화 그래프
•당뇨병성 말초신경장애 중증도 기준인 전류지각역치 측정 및 관리
•압력통증 측정기를 채택하여 더 객관적인 데이터 관리

•당뇨성 족부환자 치료효과 평가

•신장투석환자 통증 평가

•통풍에 의한 통증정도 평가 (약물 투여 판정)

•류마티스 환자 통증 정도 평가

•당뇨환자 말초신경 평가

구매 효과
•도수 치료와 신장분사치료 등의 실손보험 청구의 경우 치료 전후의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공
•통증환자의 객관적 데이터 확보 및 통증치료장비의 치료효과 판별 가능
•지속적 통증 수치 관리를 통한 환자의 진료와 처방 기준 제시
•인정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 수익 증대 – 통증역치검사 – 분류번호 : 너688 – FY883
감가역치검사 – 분류번호 : 너688 – FY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