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팁 모양이 Straight(직선형)인 제품과 

Coude(굴절형)인 제품이 있습니다.

친수성 코팅 자가도뇨 카테터

Magic3 
자가도뇨 카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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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카테터



MAGIC3 카테터는 3중 실리콘 구조를 적용한 디자인의 자가 도뇨 카테터입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외층, 

중층, 내층은 편안하고 쉽고 안전한 자가 도뇨에 필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능을 위해 

편안함이나 편리함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법”같은 m3 기술 

편안함을 주는  부드러운 외층
카테터의 표면을 담당하는 외층은 매우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부드러운 외층은 

윤활 기능을 강화하여 카테터 삽입 시 민감한 요도 조직에 대한 자극과 마찰을 줄여줍니다.

카테터 컨트롤에 도움을  주는 단단한 중간층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중층은 쉽고 빠른 삽입이 가능하도록 카테터 조작에 필요한 강도를 

유지합니다. 매우 부드러운 외층이 편안함을 제공한다면, 적정 강도의 중층은 카테터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탐색에 도움을  주는 유연한  내면층
부드러운 내층은 매우 유연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잘 휘어집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힘을 

가하지 않고도 요도에 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층은 카테터의 뒤틀림을 막고 

실리콘의 소수성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뇨를 돕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가 도뇨 카테터

민감한 요도 조직에 부드럽게 | 편안한 삽입 | 쉬운 조작

Magic3의 Sure-Grip Sleeve 손잡이는

카테터를 손으로 직접 만질 필요가 없도록 해주고,

카테터 조절 능력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팁 모양이 Straight(직선형)인 제품과 
Coude(굴절형)인 제품이 있습니다.

남성용 



Magic3 자가 도뇨 실리콘 카테터는 3개 층으로 구성된 디자인과 함께 Sure-Grip 

Sleeve 손잡이가 달려 있어 삽입이 용이하고 카테터 표면을 잡을 필요가 없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Sure-Grip Sleeve

Control at the tip of the catheter
Sure-Grip Sleeve는 카테터의 미끄러운 표면을 

터치 없이 단단히 제어하며, 오염의 위험을 

줄여주고 사용자가 도뇨를 하는 동안 제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No-Touch Insertion Technique
카테터를 직접 손으로 잡을 필요 없어  

오염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편안함을 주는  부드러운 외층

카테터 컨트롤에 도움을  주는 단단한 중간층

탐색에 도움을  주는 유연한  내면층 

The Catheter

m3 Technology
m3기술의 Magic3 카테터는  

3중 실리콘으로 만든 자가 도뇨 카테터입니다.

환경친화적 디자인
실리콘 디자인은 섬세한 요도조직에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천연고무 라텍스나  

프탈레이트 재질로 만들어지지 않아 라텍스로  

인한 알러지 반응의 우려가 없습니다.

No water,
no mess.

CleanGlide 기술로 완성된  
친수성 자가도뇨 카테터 

남성용 Magic3 Go 자가도뇨카테터



  

 

 

다른 카테터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Control Comfort Confidence

SureGrip 삽입용 슬리브 손잡이
Magic3 Go SureGrip 슬리브 손잡이는 
손을 대지 않고 삽입이 가능하며, 표면에 
손을 대지 않고도 카테터를 단단히 잡아 주어 
카테터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 합니다.

새롭고 독자적인 CleanGlide 기술
CleanGlide는 카테터 표면의 겔을 수화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사용 전 환자가 따로 활성화 또는 
윤활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 절약
Magic3 Go 카테터는 코팅 활성화나 윤활제를 
도포 할 필요 없이, 포장을 뜯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 합니다. 

3중 실리콘 카테터
CleanGlide 기술이 적용된 Magic3 Go는 
자가수화적 코팅으로 요로에 쉽고, 편안하며,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Tapered Tip* & 4개의 배출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가늘게 제작된 
카테터 팁(tip)형 끝단과 4개의 배출구가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선사합니다.  

 * Taperd Tip :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팁의 형태

섬세한 포장
섬세하게 포장된 Magic3 Go 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접이식 접착 탭이 있어 건조한 수직면에 붙이면 
손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CleanGlide 기술

친수성 코팅

실리콘이 3중으로 
이루어진 카테터

편안함을 주는 
부드러운 외층 

카테터 컨트롤에 
도움을 주는 단단한 중간층

탐색에 도움을 주는 
유연한 내면층 

들고 다니기 
쉽Go

포장 개봉이 
쉽Go

사용하기 
쉽Go

일자형

무상
샘플을
신청

하세요!
무상 샘플을 신청하시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에서  Magic Care로 확인 또는 1566-1101으로

직접 전화 부탁 드립니다.   

천연 고무 라텍스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음. DEHP 또는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지 않음.



Magic3 Go는  
실리콘 재질의 자가 도뇨 
카테터로, 친수성 코팅이 되어 
있어 포장 개봉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No water. No mess.

여성용

DEHP 또는 프탈레이트는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Magic3 Go 친수성 코팅 카테터는 길이가 여성에 맞도록 만든 카테터로 튼튼한 손잡이가 있어 

조절을 더 잘 할 수 있고, 견고한 소비자 포장과 개봉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화 상태로 

카테터를 유지시켜주는 새로운 코팅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포장 안에 물/수분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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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Glide는 차세대 윤활 히드로겔로 자가 수화를 하며, 카테터가 친수 코팅과 수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어 사용 전 환자가 물로 

코팅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드로겔은 오늘날 콘텍트 렌즈, 식품, 국소 로션과 점안액을 포함하여 많은 상품에 광범위하게 

이용됩니다.

It’s ready to go, right out of the package. No water means no mess for your patient.

Magic3 Go 자가 도뇨 카테터에 관한 

추가 정보나 견본 주문을 위해 매직케어 

상담센터에 연락을 주시거나 

www.bardcare.com을 방문해보세요.

자가 도뇨 카테터는 방광의 소변 배출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회용 기구의 

재사용은 환자 또는 이용자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전 정보와 사용 지시는 제품 

표시와 삽입지를 참고하십시오.

실리콘 카테터
Magic3 Go는 3중 실리콘으로 만든 

자가 도뇨 카테터입니다

인체공학적인 손잡이
Magic3 Go 친수성 카테터에는 미끄럼 방지가 처리 된 견고한 손잡이가 

있어 카테터 삽입시 카테터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줍니다. 채뇨장치에 

쉽고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4개의 편안한 크기의 배출구

CleanGlide

친수성 코팅

3중 실리콘 카테터

Magic3 Go 카테터

카테터 컨트롤에 도움을  주는 단단한 중간층

편안함을 주는  부드러운 외층

탐색에 도움을  주는 유연한  내면층

편리한 포장 편리한 개봉 편리한 사용

Clean Glide 코팅



주문정보

구분 제품번호 굵기 특징 가격

남성용 
(길이: 40cm)

53810G 10FR
상품명: 매직3 고

친수성 코팅 
윤활제 활성화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

직선형 팁

하루 4개 x 90일= 총 360개

총금액: 810,000원 

환자 부담금: 81,000원 

53812G 12FR

53814G 14FR

53610G 10FR

상품명: 매직3

친수성 코팅 
윤활제 활성화 후 바로 사용 가능

직선형 팁

하루 4개 x 90일= 총 360개

총금액: 810,000원 

환자 부담금: 81,000원 

53612G 12FR

53614G 14FR

53616G 16FR

50610 10FR
상품명: 매직 3

친수성 코팅 
윤활제 활성화 후 바로 사용가능

굴절형 팁

하루 4개  x  90일= 총 360개

총금액: 810,000원 

환자 부담금: 81,000원

50612 12FR

50614 14FR

53310 10FR

상품명: 매직3

무코팅 
별도의 윤활제 필요함

직선형 팁

하루 6개  x 90일= 총 540개

총금액: 810,000원 

환자 부담금: 81,000원

53312 12FR

53314 14FR

53316 16FR

53318 18FR

53320 20FR

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

구분 제품번호 굵기 특징 가격

여성용 

(길이: 15cm)

51610 10FR
상품명: 매직3

친수성 코팅 
윤활제 활성화 후 바로 사용 가능

직선형 팁

하루 4개 x 90일= 총 360개

총금액: 810,000원 

환자 부담금: 81,000원

51612 12FR

51614 14FR

51310 10FR
상품명: 매직3

무코팅 
별도의 윤활제 필요함

직선형 팁

하루 6개  x 90일= 총 540개

총금액: 810,000원 

환자 부담금: 81,000원

51312 12FR

51314 14FR

51808 8FR

상품명: 매직3 고

친수성 코팅 
윤활제 활성화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

직선형 팁

하루 4개  x  90일= 총 360개

총금액: 810,000원 

환자 부담금: 81,000원

51810 10FR

51812 12FR

51814 14FR

소아용 
(길이: 25cm)

52606G 6FR 상품명: 매직3

친수성 코팅 
윤활제 활성화 후 바로 사용 가능

직선형 팁

하루 4개 x 90일= 총 360개

총금액: 810,000원 

환자 부담금: 81,000원52608G 8FR

52306 6FR 상품명: 매직3

무코팅 
별도의 윤활제 필요함

직선형 팁

하루 6개  x 90일= 총 540개

총금액: 810,000원 

환자 부담금: 81,000원52308 8FR

전 제품: 30개/1 박스



신뢰의 이름 
Bard Medical Division은 100여 년간 비뇨기 치료 및 배뇨 관리용 카테터와 일회용 의료기기를 개발, 생산, 판매해 

왔습니다. 실리콘으로 제작된 MAGIC3 자가 도뇨 카테터 제품군은 Bard의 신제품으로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차세대 카테터인 MAGIC3 카테터는 자가 도뇨가 필요한 환자들의 독립성과 편안함, 자신감을 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샘플 신청에 대한 정보는 전화(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bardcare.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6 1408 1610 1812 20

손쉬운 카테터 조작 -  SureGrip 손잡이가 미끄러운 카테터 표면을 단단히 잡아주고 카테터 축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카테터를 더 편하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식 삽입 기술 -  카테터 표면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도 카테터를 단단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SUREGRIP 손잡이의 색상으로 사이즈를 구별합니다(French size).

직선형과 굴절형
(Coudé)

디자인이 있습니다.

적응증 및 주의사항: 간헐적 자가 도뇨 카테터는 성인과 소아, 남성 및 여성 환자들의 자가 도뇨를 위한 제품입니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환자나 사용자가 감염될 수 있으며, 의료기기의 손상으로 인해 의료기기 

고장 혹은 환자의 상해나 질병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과 전성 정보는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ard와 Magic3, SureGrip은 C. R. Bard,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2015 C. R. Bard, Inc.
All Rights Reserved. 1502-24 02/15 THP P07/15 2.5M

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

Magic C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