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수관유지보수 
안내서
유지보수│모니터│정수 처리 접근 방식은 
진행 중인 독립식 급수관 관리에 실용적인 만큼 
효율적입니다. 

자세한 지침은 뒷면을 참고하십시오.

유지보수 모니터 200CFU/ml를

초과하는 경우 정수 처리 



A-dec ICX®로 유지보수
급수관을 매일 유지보수하기 위해 A-dec ICX 급수 치료 알약은 
치과용 장비를 유지하도록 특별히 만들어 졌으며 악취가 나고 
불쾌한 맛이 나는 박테리아 축적을 방지합니다.* 음용수 사용을 
위해 고안된 ICX는 최소 2주 동안 시스템에서 활성화됩니다.

독립식 수통을 리필할 때마다 새 ICX 알약을 사용하고 다음 
단계를 따라 치과용 장비 급수의 수질을 최적화합니다.

1. 용기에 남아있는 모든 물을 비웁니다.

2. 알약을 비어있는 치과용 장비 수통에 넣습니다(0.7
리터 용기에 0.7리터 알약, 2리터 용기에
2리터 알약 사용). 맨손으로 알약을 만지지 마십시오.

3. 용기에 물을 채운 다음 치과용 장비에 설치합니다.

4.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알약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2
분 동안 기다립니다.

일반적인 치과용 장비 급수 모니터링 및 정수 처리와 함께 ICX
를 사용해야 합니다. 

* 치과용 장비 급수관 폐수가 10CFU/ml 이하가 되도록 유지합니다.

수질 모니터링
치과용 장비의 급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빈도는 테스트 결과와 수질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테스트합니다. 3개월 동안 월별 결과가 
모든 진료실의 병원 수질 목표를 통과하면 테스트 빈도를 세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수질은 종속 영양 세균의 수량 측정을 제공하는 테스트를 
수행하여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치과용 급수 모니터링 키트는 
A-dec 대리점에 문의하거나 EMD Millipore® HPC Total Count
Sampler를 온라인(www.emdmillipore.com)(p/n MHPC10025)
으로 주문하십시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핸드피스, 연결 장치 및 모터를 분리합니다. 알코올을
적신 수건으로 급수관 배출구(시린지 팁, 핸드피스
배관 터미널 등)를 닦아 외부 오염을 방지합니다.

2. 각 샘플 배출구에서 동일한 양의 물을 받습니다(예:
2개의 핸드피스 배관과 2개의 공기/급수 시린지가
있는 경우 각 배출구에서 급수 샘플의 1/4 가량을
받습니다). 샘플 수집을 위해 모니터링 키트와 함께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3. 샘플 취급, 보관 및 처리를 위해 모니터링 키트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모니터링 절차에서 얻은 결과는 각 진료실의 치과용 장비
수질 지표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음에 취할 조치 즉, 계속적인
ICX 또는 정수 처리 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치과용
장비 수질에 대한 지침 또는 요구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밀리미터당 군집 형성 단위(CFU/ml)로 지정됩니다.
미국 질병 대책 및 예방 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지침은 500CFU/ml입니다.

A-dec에서는 조치 수준으로 200CFU/ml를 권장합니다.
병원에서는 지역의 해당 지침 또는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른 조치
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조치 수준보다 높은
경우 정수 처리를 수행하십시오. 테스트 결과가 조치 수준보다
낮은 경우 정수 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ICX를 사용한 매일의
급수관 유지보수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급수관 정수 처리
화학 정수처리는 치과용 장비 급수관에서의 침전물과 세균 
오염을 막습니다. A-dec에서는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먼저 치과 장비용 급수관에 대해 화학 정수처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 사용한 후에는 테스트 결과에서 세균 수준이 
수질 조치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올 때마다 급수관을 화학 
정수 처리합니다. 

미국 환경 보호국(미국 EPA)에 등록된 치과용 장비 급수관 
화학 정수 처리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미국 이외 국가에서는 
A-dec 공인 대리점에 A-dec 장비와 호환성 제품 권장 사항을 
문의하십시오. 정수 처리를 적용할 때마다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제품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물 내림을 포함한 정수 처리를 완수한 후 ICX로 급수관 
유지보수 프로토콜을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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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c 본사
전화: 1.800.547.1883(미국/캐나다 내 지역)
전화: +1.503.538.7478(미국/캐나다 외 지역)

www.a-d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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