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유일의 완벽한 진통 및 
분만 세트
분만, 제왕절재 및 응급 산과 시술을 아울러 모든 종류의 
시술이 가능하며 인체 모형에 직접 손을 넣어 실습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통합형 진통 및 분만 시뮬레이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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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교체용 부품
•   제왕절개 실습 모형에 사용하는 자궁 절개 삽입 

장치	 	 	 	 	 	
1021393

•   복부 삽입 장치 및 복구용 삽입 장치	
(각각 2회 절개 및 2회 복구 가능)   

1021394

•  응급 자궁절제술 교체용 자궁		 	 	
1021390

•  교체용 복부 삽입 장치 및 임신 상태의 자궁			
1021396

+	 전신 여성 시뮬레이터
+	 정상 만기 출산 아기
+	 강사 태블릿
+	 환자 디스플레이 모니터

RealMom

경질 분만
1021404

+	 개방 복부 시뮬레이터 및 자궁
+	 대형 아기 모형 1개 및 쌍둥이 모형 1세트
+	 수천 회의 분만 지원

+	 복부 및 자궁 절개 복구 시뮬레이터
+	 임신 상태의 복부 및 자궁
+	 이완된 복부 및 반 자궁
+	 50개의 복부 및 양수낭이 있는 50개의 자궁 삽입 장치

+	 	압력이 유지되는 출혈 및 윤활 시스템이 있는 임신 상태의 
복부 시뮬레이터

+	 5개의 적재 가능한 자궁 
+	 13개의 복부 삽입 장치
+	 대형 아기 모형 1개 및 쌍둥이 모형 1세트

+	 	압력이 유지되는 출혈 및 윤활 시스템이 있는 개방 복부 시
뮬레이터

+	 2개의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자궁

+	 	압력이 유지되는 출혈 및 윤활 시스템이 있는 개방 복부 시
뮬레이터

+	 	자궁, 방광, 요관 및 자세히 표현된 자궁 동맥

C-Celia

태아 적출
1021386

제왕절개술
1021392

제왕절개 분만
1021391

분만 후 출혈
1021387

응급 자궁절제술
1021389

자신만의 진통 및 분만 세트를 구성하십시오.

3bscientific.com3B Scientific GmbH • Rudorffweg 8 • 21031 Hamburg • Germany • 3bscientific.com 
전화: +49 40 73966-0 • 팩스: +49 40 73966-100 • 이메일l: info@3bscientific.com

진통 및 분만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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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Mom™ C-Celia™

경질 분만
세계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경질 분만 시뮬레이
터입니다.

+	 사실적인 연조직 산도를 통한 자연 분만 

+	 사실적인 연조직 형태의 정확한 내부 해부구조 

+	 독보적인 사실감과 실제 같은 모습의 
	 전신 여성 시뮬레이터 및 정상 만기 출산 아기

+	 	겸자 및 흡입 장치를 비롯한 분만 시술의 전체 범위 제공

+	 분만 후 지혈

+	 확장 및 분만 진행 과정을 강사가 제어

+	 	산모 및 태아의 심박수, 심음 및 수축, 맥박, 혈압, SPO2 
등의 생리적 현상 표현

제왕절개
완벽한 제왕절개 분만 실습 모형 시스템을 전체 세트 또는 
자신의 학습적 필요에 부합하는 사용자 구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태아 적출 시뮬레이터 – 개방된 제왕절개 후 복부를 
통해 겸자 및 흡입 지원을 비롯한 까다로운 분만 
복부촉진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	 	제왕절개술 실습 모형 – 임신 상태의 복부 및 자궁에 
대하여 절개 연습 및 조직 복구가 가능한 복부 및 절개 
복구 시뮬레이터입니다.

+	 	응급 제왕절개 분만 시뮬레이터 – 복벽 및 아기가 들어 
있는 자궁, 태반, 양수가 시뮬레이션된 압력이 유지되는 
윤활 시스템을 통한 가로 또는 세로 응급 제왕절개를 
실습할 수 있는 임신 상태의 복부 시뮬레이터입니다.

분만 후 출혈
지혈 방법을 실습할 수 있는 개방 복부 시뮬레이터입니다.

+	 	복잡한 열상 및 자궁 동맥 손상 복구를 실습할 수 있는 
통합형 압력 유지 출혈 및 윤활 시스템을 갖춘 분만 후 
지혈 실습 모형입니다.

+	 	개방 복부 형태의 내구성이 있으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빈 자궁을 이용하여 자궁 교체 없이 여러 번 
실습할 수 있습니다.

+	  Bakri Balloon, B-Lynch 봉합, Hayman 봉합, O’Leary 
봉합 등의 지혈 방법을 지원합니다.

응급 자궁절제술
지혈 및 수술을 통한 자궁 제거를 비롯한 분만 후 및 
제왕절개 자궁절제술 실습 모형입니다.

+	 	내구성이 있으며 이완되는 복벽 삽입 장치, 탈부착이 
가능하여 부분적으로 수축되는 자궁을 포함하는 개방 
복부 형태의 출혈 및 통합형 윤활 시스템입니다.

+	 	자궁, 방광, 요관 및 자세히 표현된 자궁 동맥이 있는 
모델입니다.

Operative Experience의 진통 및 분만 세트

마침내 전체 진통 및 분만 과정에 대한 완벽한 통합형 실
습 모형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낡고 신뢰할 수 없는 플라스틱 마네킹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실제와 거의 똑같으며 직접 손을 넣어 
실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뮬레이터를 만나십시오. OEI 시뮬레이터는 모든 종류의 시술이 가능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사실적인 촉각의 해부구조, 진짜 같은 혈액과 체액이 특징이며 
학습자에게 실제 상황처럼 긴장되는 수술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OEI와 함께라면 복잡한 프로그래밍이나 설정 및 시뮬레이터 정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OEI의 
제품은 작동 방법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