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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코스 스펀지 관리  
 

이 설명서는 Zimmer MedizinSysteme GmbH 에서 판매하는 모든 스펀지 제품 (스펀지 포켓, 미리 잘라져 있는지 

스펀지, 흡입 스펀지)에 적용된다. 

 

재료 스펀지는 비스코스로 만들어졌다.  

 

재료의 내구성 스펀지는 알코올에 내성이 있고, 최고 134°C 까지 견뎌낼 수 있다. 산성과 염기성은 

재료를 손상시킨다. 

 

위험도  의도한대로 사용될 때 상처 없고 건강한 피부에 사용시 위생적으로 무해하다. (RKI 

지침참조)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예: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적합한 개인 보호 장비 (예: 고글, 보호장갑)를 착용해야 한다. 각 

제조업체의 사용 정보를 준수한다. 

 스펀지가 건조하면 부러지기 쉽다. 이 상태에서 기계적 압력을 받으면 (접힘 

또는 짜임) 깨진다. 

 

세척 및 소독  

수동 방식 (열소독) 

 

예비조치 사용을 한 후에는 미지근한 물에 스펀지를 헹구어 심한 오염을 제거하고 건조해지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재료  개방되어 있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용기  

 싱크대 

 수돗물 

 금속 팬 

 조리시설 

 흡수력 있는 섬유  

세척 1. 스펀지를 미지근한 물(40°C)이 있는 용기에 담고 흠뻑 적셔질 때까지 기다린다. 

2. 눈에 보이는 모든 오염물질이 분리 될 때까지 스펀지를 부드럽게 짠다. 

3. 스펀지를 흐르는 물에 헹군다. 

4.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스펀지를 짠다. 스펀지에 심한 기계적 압력을 

가하면 안 된다.  

소독, 

열 방식 

1. 수돗물이 가득 채워진 팬에 스펀지를 넣는다. 

2. 끓는 점까지 물을 데우고 이 온도를 최소한 15분 이상 유지한다. 스펀지가 물에 

완전히 잠겼는지 확인한다.  

3. 스펀지가 담겨 있는 물을 쏟아내고 그 위에 찬 물을 듬뿍 부어서 식힌다.  

4.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스펀지를 짠다. 스펀지에 심한 기계적 압력을 

가하면 안 된다. 

주의: 부적합한 냉각은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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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스펀지를 말리기 위해서는 흡수력이 있는 깨끗한 섬유를 깔고 덮어서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참고: 완전히 건조되면 스펀지가 부서질 수 있으므로 기계적 압력을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 1. 스펀지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전극과 환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에 다른 손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스펀지의 표면 전체의 두께가 균일한지 확인한다.  

포장 스펀지를 섬유나 비닐봉지 또는 방진포장으로 포장하여 먼지와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보관 포장된 스펀지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한다. 

 
 

자동 방식(열소독 세척방법) 

 

예비조치 사용을 한 후에는 미지근한 물에 스펀지를 헹구어 심한 오염을 제거하고 건조해지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재료  화학적인 소독을 위한 세척기 

 메시 백 

 드라이어  

 소독세제 (예: Desosan) 

 

세척/소독 참고: 세척 및 소독 절차는 소독세제 Desosan을 사용하여 입증되었다.  

다른 RKI-목록에 있는 방법들은 비교 가능한 결과를 산출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방법을 입증해야 한다. 

1. 적합한 메시 백에 스펀지를 넣는다. 스펀지는 세척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너무 꽉 조여서는 안 된다.  

2. 온도와 사용시간을 적당히 조절하여 스펀지를 씻는다. (15분 동안 60°C, 세제의 양 

1:5, 6 g/l Desosan). 

3. 스펀지를 세척기에 헹군다 (3번, 3분의 헹굼사이클, 세제의 양 1:5). 스펀지를 

회전시켜서 미리 건조한다(예: 3 minutes at 930 min-1). 

 

주의: 헹굼 시간이 짧을 경우, 소독세제의 잔여물이 스펀지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으며, 이는 환자의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건조 1. 스펀지를 메시 백에 넣어서 건조기에 넣는다. 스펀지를 적당히 건조시키는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참고: 완전 건조시키면 스펀지가 부서지거나 손상될 수 있다. 

 

점검 1.      스펀지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전극과 환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에 다른 손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스펀지의 표면 전체의 두께가 균일한지 확인한다.  

포장 스펀지를 섬유나 비닐봉지 또는 방진포장으로 포장하여 먼지와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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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포장된 스펀지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한다. 

 
 

기타 안내 

 

유통기한 Zimmer MedizinSysteme GmbH 의 스펀지는 목재에서 얻은 화학적으로 변형된 

천연소재인 비스코스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용 및 취급한 시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료가 손상 될 수 있다.  

물의 흡수가 제한되고 구멍이 닫혀 전류의 전도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완전한 합성 

물질 사용은 불가능하다.  

부서짐 스펀지가 건조하면 부러지기 쉽다. 이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압력을 받으면 (접힘 또는 

짜임) 깨진다. 

 
 
 
 
Stefan Leinweber 
Qu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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