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ederm

Securederm PU Dressing
Hypoallergenic, Breathable, Waterproof.

씨큐어덤 피유 드레싱(방수밴드)
부드러운 재질과 방수기능의 PU 필름, 저자극성 점착제를 사용한 신개념 반창고.
최상급 PU Film 사용으로 습윤환경을 유지하여 기존의 통기성 밴드 사용시 보다 빠른 치유를 돕는 신개념 반창고.
신축성이 기존대비 뛰어나 부드러운 감촉으로 신체와 일체감을 형성하여 이물감을 최소화하였으며,
저자극 점착제 사용으로 기존의 알러지반응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Size

주식회사 제노메디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309번길 34
T: 070-7579-1244
F: 02-6280-1930
http://www.genomedical.co.kr

Qty/box

6cm x 7cm (2.5cm x3.9cm)

50pcs

9cm x 10cm (5cm x 7cm)

50pcs

9cm x 15cm (5cm x 12cm)

50pcs

10cm x 25cm (5.3cm x 20cm)

25pcs

10cm x 30cm (5.3cm x 25cm)

25pc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치료재료 코드
BM5006VJ, 전규격

Securederm PU Dressing 용 도 설 명 서
 제품설명
Securederm은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과에서 수술 후 상처
부위에 사용하는 접착성 드레싱 제품으로 상처부위를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특징
1. 상처 보호 및 감염 예방 (Waterproof and Prevent Infection)
우수한 방수력으로 수분이 있는 환경에서도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여 박테리아(Bacteria)와 다른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아주어 상처보호에 용이합니다. 또한 습윤환경을 유지하여 흉터가 남지 않도록
도와주며, 빠른 상처치유가 되도록 환경을 유지합니다.

2.

저자극성

(Hypoallergenic)

저자극성

아크릴계 접착제 사용으로 장기간 사용에도
피부자극이 적어 피부가 예민한 환자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3. 유연성(Conformable)
지지체 필름의 유연성이 좋아 신체어느 부위에도 부착이 용이하며,
높은 탄력으로 부착시에도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4. 투명성(Transparent)
PU Film(폴리우레탄 필름) 커버 드레싱은 매우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드레싱을
제거하지 않고도 삼출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뛰어난 흡착력 및 상처의 유착방지(Highly absorbent and Non-adherent)
뛰어난 흡착력으로 삼출물 흡수하며 상처부위에 닿는 부직포가 폴리에틸렌망으로 코팅되어 있어
상처가 아물면서 발생하는 삼출물에 부직포가 들러붙지 않습니다.

 제품 사용 시 장점
1. 쉽고 간단하게 드레싱이 가능하여 간호사들의 드레싱 적용의 번거로움을 해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우수한 방수력으로 Securederm을 부착하고도 가벼운 샤워를 할 수 있어 청결관리에도
효율적입니다.
3. 타사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병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관방법
실온보관, 직사광선과 과열을 피하십시오.

 제품 Size 및 포장단위

제품 사이즈 (패드사이즈)

포장단위

용도(수술)

6cm × 7cm (2.5cm × 3.9cm)

100ea/box

Scope

9cm × 10cm (5cm × 7cm)

50ea/box

Elbow

9cm × 15cm (5cm × 12cm)

50ea/box

Plate

10cm × 25cm (5.3cm × 20cm)

25ea/box

Knee/Hip

10cm × 30cm (5.3cm × 25cm)

25ea/box

Knee/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