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용 댐 클램프 사용 설명서

경고 – 전문 치과 용도로만 사용. 클램프는 뒤틀림, 마모 또는 균열 발생 시 교체해야 합니다. 클램프의 수명은 사용 횟수와 사용, 세척 
및 보관 시 기울인 주의에 좌우됩니다. pH 중성 세제 또는 세척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클램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클램프는 여러 
번 사용 후 또는 과도한 확장의 결과로 부서지거나 파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 목적 – 클램프는 치아 위에 놓고 치과용 댐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시술 영역에서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 지침 – 포장에서 클램프를 제거한 다음 사용 전에 클램프를 세척하고 멸균 처리하십시오. 삼키지 않도록 클램프 주변에 안전 결찰
(safety litigation)(치과용 플로스)을 묶어서 클램프가 빠지거나 부서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권장 기술은 그림 A 
참조). 치아의 근접 표면과 4-지점이 반드시 닿도록 클램프를 사전에 맞춥니다. Winged Technique를 사용하여 그 
윙으로 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미리 뚫은 댐의 구멍에 클램프를 넣습니다. 클램프 겸자를 이용하여 치과용 
댐과 클램프를 치아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용 댐이 치아 위 클램프의 윙에서 벗겨집니다. 

세척 – 절차에 따라 즉시 클램프를 헹구고 세척해야 합니다. 세척하지 않을 경우 클램프의 수명이 감소하며 얼룩 또는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세척 전에 과다 물질을 헹구고 제거하십시오. pH 중성 세척액(예를 들어, BioSonic UC30 General Purpose 
또는 UC31 General Purpose + Rust Inhibitor 등)을 사용하고 초음파 세제의 제조사가 제공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클램프의 세제를 
헹궈내십시오. 클램프에서 모든 물질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면 반복하십시오. 클램프를 건조시키십시오. 자세한 지침은 
P/N 20004841 Dental Dam Accessories Cleaning IFU(치과용 댐 액세서리 세척 IFU)를 참조하십시오.

멸균 – 중요. 클램프에 남은 물질이 있는 경우 클램프의 멸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중력 오토클레이브에 132ºC/270ºF에서 15분간 오토클레이브(증기 멸균기).
또는

사전 진공식 멸균기에 132°C/270°F에서 4분간 오토클레이브.

최대 부하를 초과하지 않도록 오토클레이브 제조사 지침을 따르십시오.

검사 – 사용 전 뒤틀림, 마모 또는 손상이 있는지 클램프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어떤 결함이라도 보이면 클램프를 폐기하십시오.

주의 – 최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클램프를 구부리거나 뒤틀지 마십시오. 다른 클램프 또는 기기에 클램프가 긁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을 사용하며 밀폐 기술(obturation technique)을 적용할 때 클램프를 제거한 후 즉시 
클램프를 물로 헹구십시오. 하이포염소산나트륨과 오래 접촉할 경우 클램프에 구멍이 생겨서 클램프의 수명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따르면 클램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들을 따르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공지사항: 이 장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각한 사고는 사용자 및/또는 환자가 속한 회원국의 관할 당국과 제조사에 보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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