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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지침
본 지침은 복원 및 예방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KENDA 치아 연마기에 적용됩니다.
단일 환자용 연마기에는 2 표시가 있으며 1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연마기
를 여러 번 사용하면 환자와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성: 본 연마기는 합성/실리콘 고무, 색소 및 연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 경부는 스
테인레스 또는 의료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용도: KENDA 치아 연마기는 포장 라벨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재질을 연마하는 데 사용
됩니다.
금지 용도: 위의 성분들 중 어느 하나에라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
에게 본 연마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작용: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음.
일반 안전 주의사항:

max.
최대 속도를 초과하
지 마십시오

호흡 보호 기구를
착용하십시오

눈 보호 기구를 착
용하십시오

최소 50ml/분의 워
터스프레이를 사용
하십시오

주의사항:
• 본 제품은 명시된 적용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전에 연마기가 안전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험 가동을 수행하십시오.
• 적절한 핸드피스만 사용하고 손상되거나 굽었거나 더 이상 중심에 맞게 가동되지 않는
연마기는 즉시 제거하십시오.
• 연마기의 기울임, 굽음 또는 막힘을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압력은 피하십시오.
• 수냉이 불충분하면 치아 및 주변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소독제 및/또는 긴 소독 시간을 사용하면 연마기가 푹 젖거나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독제의 효과가 승인되었고 연마기를 위해 적합한지 확인하고, 알데
히드가 함유된 소독제는 사용하지 말며, 농도 및 반응 시간에 관한 제조업체의 제품 규격
을 준수하십시오. 절차가 효과적인지 확인하십시오.
• 추적이 가능하도록 연마기의 로트 번호를 항상 메모하십시오.
보관: 2-28°C(36-82°F) 온도의 건조하고 분진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관 조건이 부적절하면 제품 사용 수명이 단축되고 제품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위생 지침: 상세 위생 지침은 이 페이지의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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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지침
이러한 위생 지침은 모든 체어사이드용 KENDA 치아 연마기에 적용됩니다.
경고:
KENDA 연마기는 무균 상태로 공급되지 않으므로 사용 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단일 환자용 연마기( 2 표시)는 재사용할 수 없지만, 단일회 사용 전에 소독 및 멸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연마기 처리 시에는 항상 보호복, 장갑 및 고글을 착용해야 합니다.
버 배스(bur bath)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재처리 제한: 제품 수명은 연마 기구의 마모 및 균열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복 처리는
이러한 기구에 최소한의 효과를 갖습니다.
사용 포인트: 환자에게 사용한 직후에 일회용 천으로 표면 오염을 제거하고 용기에 넣
으십시오.
오염관리 및 운반: 연마기는 닫힌 기구 트레이에 담아 처리 장소로 즉시 운반되어야
합니다. 즉시 세척 및 소독을 진행하십시오.
세척 및 소독: 기계(권장) 또는 수작업 처리를 진행하십시오.
a. 기계 처리:
1. 수돗물로 철저히 헹굽니다.
2. 연마기들을 세척소독기(WD)에 넣고 서로 닿지 않게 합니다.
3. 제품 라벨 및 WD 제조업체 설명서에 적힌 정보에 따라 적절한 세정제(무알데
히드)를 추가합니다.
4.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세척 및 소독.
5. 프로그램 종료 후에 WD에서 연마기를 꺼내어 깨끗한 압축공기로 말리는 것
이 좋습니다.
6. 6배율의 확대경을 사용하여 청결하고 온전한지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오염이
보이면 이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7. 기계 세척(입증된 소독 없이)만의 경우, 적절한 랙 또는 트레이에 넣어 스팀 소
독기(포함 안 됨)로 최종 소독해야 합니다.
8. 재사용 또는 보관을 위한 적절한 처리 절차의 승인 문서화.
9. 2-28°C(36-82°F) 온도의 건조하고 분진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
됩니다.
b. 수작업 처리:
1. 수돗물로 철저히 헹굽니다. 필요한 경우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합니다. 참고: 막
힌 구멍을 청소하기 위해 적절한 브러시를 사용하십시오.
2. 세척하고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용액(무알데히드)으로 화학 소독합
니다. 연마기를 용액에 삽입합니다. 연마기에 기포가 없도록 합니다.
3. 반응 시간은 마지막 연마기 삽입으로 시작되며 소독제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
릅니다.
4. 접촉 시간이 지나면 충분한 탈이온수로 연마기를 헹굽니다.
5. 깨끗한 압축공기로 잔류 습기를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6. 6배율의 확대경을 사용하여 청결하고 온전한지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오염이
보이면 이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7. 입증된 소독이 없는 경우, 적절한 랙 또는 트레이에 넣어 스팀 소독기(포함 안
됨)로 최종 소독해야 합니다.
8. 재사용 또는 보관을 위한 적절한 처리 절차의 승인 문서화.
9. 2-28°C(36-82°F) 온도의 건조하고 분진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
됩니다.
멸균: 잠깐의 사전 진공으로 습열 멸균. 풀사이클, 134°C(273°F) / 3,1바에서 최
소 5분, 건조 시간 10분. 135°C(275°F)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중요: 멸균을 위해 적절한 포장을 사용하십시오.
경고: KENDA 치아 연마기는 뜨거운 공기 또는 화학증기멸균기를 사용
한 멸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독립적이고 인가된 실험실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한 번의 가압증기멸균기 주기에서 다수의 기구를 멸균할 때는 멸균기 설명
서에 따라 멸균기의 최대 부하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조업체 연락처: 		
KENDA AG
Kanalstrasse 18
LI-9490 Vaduz, Liechtenstein
작성일: 2013년 11월; 개정 2
위에 제공된 지침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의해 재사용을 위해 KENDA 치아 연마기를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료는 치과 전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처리는 엄격하게 위생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침 또는 규정
된 적용 분야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본 지침서에 명시
되지 않은 목적을 위한 본 제품의 적합성 및 사용에 대해 제품을 시험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명 및 데이터는 속
성 보증을 구성하지 않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치과 전용.

Rx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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