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설명서
Instruction Manual
使用说明书

의료기기 제조신고 : 제신 00-00호 ｜ 제조업허가번호 : 제 651호
Product Licence No. 00-00 l Manufacturer Registered No. 651

의료기기 기재사항

· 본 제품은 의료기기임.
· 제품명 : 팽창성부목
· 모델명 : NW30-S 등 동일제품군
· 제조신고번호 : 제신 00-00호
· 중량 또는 포장 단위 : 1set

경고

·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십시오.
· 사용 중 신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과하게 조여 착용 할 경우 혈류를 방해 할 수 있습니다.
· 상처가 있는 부위에 직접 착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임의로 분해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 제품에 다른 기구를 연결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취침 시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 준수

· 제품 사용 전후 손, 손목 및 팔뚝을 검사하십시오.
·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송곳이나 바늘 등 날카로운 물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제품을 착용한 채로 물 속에 들어가거나 공기 압력의 변화가 심한 놀이기구를 탑승
하지 마십시오.
· 무거운 물체로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 피부에 직접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민감성 피부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에는 얇은 면내의 위에 착용하십시오.

금지

· 질병 혹은 상처가 있는 분이나 이로 인해 치료 중인 환자분, 또는 과거 병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기와 같은 분은 사용을 피해주십시오]
아토피성 피부염 / 알레르기 체질 / 기타 의사진단에 의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분

[일반적인 사항]
사용상의 지정 부위 외 / 정형 수술을 한 부위 / 통각, 지각 장애가 있는 부위 / 상처,
화상 등의 부위 / 화장품 등으로 인한 피부염이 있는 부위 / 가려움, 달아오름, 물리적
자극에 의한 병적 피부염이 있는 부위 / 여드름, 분출물 등으로 염증이 있는 부위 / 화상
등으로 염증이 있는 부위
[기타 금지 사항]
사용 중 느낌 또는 신체에 이상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 후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 사용 중 붉어짐, 가려움, 발진 등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다른 장비 또는 의약품을 바른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구성 및 각부의 명칭
[ 공기주입식 부목 ]
1번 스트랩

공기주입식 부목

루프 프레임

공기주입구 및
배출버튼

2번 스트랩

메인프레임

벨크로

공기기둥

서브프레임

[ 외부형 펌프 ]

펌프 노즐
펌프 손잡이

제품 사이즈 표
SIZE (Left / Right)

손목 둘레

단위 : cm [inch]

S

13 ~ 15 cm [5 ~ 6 inch]

M

15 ~ 18.5 cm [6 ~ 7 inch]

※ 손목뼈 밑부분 사이즈(둘레)를 측정 합니다.

제품 착용법
1

2

제품 착용 전 1, 2번 스트랩을 떼어
놓습니다.

착용하기 쉽게 제품을 벌려줍니다.

제품에 손을 넣고 구멍에 엄지손가락을
끼운 후 당겨서 착용합니다.

스트랩 1, 2번 순서대로 당겨서 부착합
니다. (너무 과하게 부착할 경우 혈류를 방해할 수

3

4

있습니다.)

5

외부형 펌프를 눌러 손목이 지지될 때까지 공기를 주입합니다. (공기 주입구에 펌프노즐을
끼운 뒤 펌프를 2~3회 눌러 주입합니다.)

6

7

과도한 압박을 하였다면 1, 2번 스트랩을
탈부착해서 조절합니다.

공기주입과 스트랩 조절이 끝나면 착용
이 완료됩니다.

올바른 착용 예

잘못 착용한 예

너무 아래로 착용한 경우

반대쪽 손에 착용한 경우

[사용 후 탈착 방법]

· 사용 완료 후 공기주입구 버튼을 눌러 공기가 빠지도록 합니다.
· 1, 2번 스트랩의 벨크로를 떼어내고 공기주입식 부목을 손목에서 뺍니다.
· 제품 정리 시 손바닥으로 제품을 눌러준 상태로 공기주입구 버튼을 여러번 눌러 공기를
완전히 배출합니다.

세탁 및 보관 관리방법

[세탁방법]

· 30도 이하의 미온수에서 중성세제로 가벼운 손세탁을 권장합니다.
· 제품의 변형이 올 수 있으니 절대 삶지 마십시오.
· 건조기 사용은 피해주시고, 자연 건조 하십시오.

손세탁

다림질
금지

[보관 및 관리 방법]

염소표백
금지

드라이클리닝
금지

비틀기
금지

그늘 건조

· 1, 2번 스트랩의 벨크로를 각 위치에 맞게 부착하여 보관하십시오.
· 제품을 사용한 뒤 땀이나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보관하십시오.
· 통풍이 잘 되고 습기나 물기가 없으며, 직사광선을 피한 곳에 청결하게 보관하십시오.
· 세탁 후에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보관하십시오.
· 날카로운 물체나 물건이 있는 근처, 화기 근처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무리하게 접거나 하중을 주지 마십시오.
·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제품박스에 보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