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3)

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품목명: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

2. 제품명: ARTIS icono

3. 모델명: ARTIS icono biplane, ARTIS icono floor

4. 허가․인증․신고번호: 수허20-180호

5. 분류번호(등급): A11090.03(3)

6.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별첨

7. 제조일자 또는 사용(유효)기한: 별첨

8. 회수사유: 본 건은 영업자(자발적) 회수보고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

한 고객 안내문 및 업데이트된 조작자 설명서 배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 안내입니다. 해

당 시스템과 관련된 4가지 잠재적인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발견하여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문제 1. 업데이트된 보정 데이터가 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음

문제 2. 아주 드문 경우로 IVS 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문제 3. DSA Roadmap 중 축소 기능 사용 후 영상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 

문제 4. UPS 가 시스템 PC 를 강제로 종료하는 경우가 있음 (UPS 옵션이 있는 시스템에 한함)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자 고객 안내문 및 

업데이트된 조작자 설명서를 배포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회수방법 및 판매업자 협조사항 등: 사용자 공지 및 업데이트된 조작자 설

명서 배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0.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11. 회수개시일: 2021년 10월 14일

12. 회수의무자: 지멘스헬시니어스(주)(대표자 이 명 균)

13.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6-7층

14. 연락처: TEL) 010-4697-2012 FAX) 02-3450-7882

15. 작성연월일: 2021년 10월 14일



일련

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형명 Serial No. 수입·제조일자 판매처 판매량 비 고

1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 수허20-180호 ARTIS icono biplane 180306 2020-12-21 영남대학교병원 1

2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 수허20-180호 ARTIS icono biplane 180071 2020-09-14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1

3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 수허20-180호 ARTIS icono biplane 180079 2020-10-27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1

4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 수허20-180호 ARTIS icono floor 170337 2021-06-2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

5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 수허20-180호 ARTIS icono floor 170338 2021-06-24 서울아산병원 1

6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 수허20-180호 ARTIS icono floor 170341 2021-07-07 노원을지대학교병원 1

회수(자발적) 대상 제품 수입(생산)·판매 현황 

(회사명 : 지멘스헬시니어스(주)               )

Restri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