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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오메이트 파우더 는 치은연하 및 치은연상의 플라그 제거용 예방 파우더 
입니다. 치은연하에 사용 시,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 는 NSK 치아표면클리닝 장치에 사용하는 
용도 입니다.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는 치아를 부드럽게 클리닝 함으로써 후속 
광택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 사용 설명서를 보관하십시오. 

1 사용 목적
치아 및 보철물의 연삭 및 연마에 사용되는 재료
사용자
치과의사 , 치위생사 
환자 연령대
2 세 이상

2 취급 및 조작 시 주의사항

제품 사용 전에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은 후에 적절히 사용해 
주십시오 . 
이러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는 위험 , 손상 및 심각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 모든 표시는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주의구분  위해나 손해의 크기의 정도

 금기 사항 제품 사용의 이점보다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조건입니다.

 경고 안전 지침서를 올바르게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발생 및 기계 파손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
안전 지침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부상 발생 및 
기계손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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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및 배합 금기
 ● 만성 기관지염이나 천식이 있는 환자는 공기중으로 비산된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를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로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 NSK 치아표면 클리닝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 시 반드시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실수로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 가 눈에 분사되면 심각한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우더가 눈에 들어갈 경우,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안과의사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거나 안경을 쓰는 사람은 해당 제품 사용시  렌즈나 
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미세한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 입자가 
콘택트렌즈 밑으로 들어갈 경우 자극을 일으키거나, 사용 시 안경이 손상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기가 혈류로 유입되는 경우, 공기 색전증 및/또는 폐기종 조직 변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 균혈증은 깊은 치주 포켓을 치료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
일반적으로 면역력 약화, 심장내막염)를 치료할 때는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다음 환자에게는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 호흡기 질환자
2) 소화기관 궤양이 심한 사람
3) 신장 기능 장애자
4) 폐, 심장 장애,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환자
5) 인공심장판막 또는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자
6) 구강 내 손상 또는 이상이 있는 자
7) 구강 내 고혈증, 출혈, 염증이 있는 사람
8) 구강점막에 염증 가능성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9) 알레르기 환자. 환자의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증상이나 구내염의 발생은 

매우 드문 경우 일 수 있으므로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 아래에 열거된 환자에게는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해당 환자들의 치주에서 사용할 경우, 균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장 내막염 환자
 –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
 – 전염병 환자
 – 면역결핍증 환자(중성피부전증, 과립구감소증, 당뇨병, 혈우병)
 –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또는 항생제 투여 중인 환자

 ●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 사용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제조사와 관할 국가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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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를 흡입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는것을 권장합니다.
 ● 치료 중, 파손의 위험이 있는 보철물을 향하여 파우더를 분사하지 마세요. 

재료의 표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말감, 컴포짓 또는 세라믹과 
같은 충전재는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로 치료 가능 합니다. 

환자용 지침
 ● 치료 후 2~3시간 이내에 차, 커피 혹은 음식을 먹거나 마시면 치아가 착색 

될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법

 ● NSK 치아 표먼 클리닝 장치 사용시 사용설명서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주십시오.
 ● 치료시 항상 흡입/석션 장치를 사용해주십시오.
 ● 장시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환자가 입 안을 헹구게 

하십시오.
 ●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를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오래된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를 새것과 혼합하지 마십시오. 페리오 메이트 장치가 막힐 수 
있습니다.  

 ●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에 수분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파우더에 
수분이 닿아서 굳으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환자의 입안과 입 주위가 건조 해 질 수 있으니 구강 주변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 십시오.

 ● 환자의 구강내에 흡입/석션 장치를 사용하여 혀 아래쪽이 깨끗히 
흡입되도록 해주십시오. 치아로 인해 고인 물/파우더 혼합물을 
빨아들이려면 대형 흡입 캐뉼라를 사용 해주십시오.

파우더
 ●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 병을 흔들어 준 다음에 파우더를 NSK 치아 

표면클리닝 장치에 채워주십시오.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 병을 흔들 때는 
반드시 캡을 꽉 조여 닫으십시오.

 ● 파우더 날림을 방지 하기 위해 NSK 치아 표면 클리닝 장치에 파우더를 
천천히 주입하십시오. 별도의 진료실에서 작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페리오메이트파우더 병의 입구가 위쪽을 향하도록 열거나, 뚜껑을 완전히 
여십시오. 

 ● 만약 파우더가 바닥에 흩어지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재처리
 ● NSK 치아 표면 클리닝 장치에 남은 페리오 메이트 파우더를 제거하십시오.
 ● NSK 치아표면 클리닝 장치의 남은 파우더 제거 시, 사용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보관 및 안정성 

 ● 페리오메이트 파우더를 항상 건조되고 깨끗한 용기에 넣고 닫아 
보관하십시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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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파이프 관리

 ● 파이프의 막힘방지를 위해 적절한 세척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NSK 치아 
표면 클리닝 장치 관리 방법 참조) 

3 제품 사용

제품 사용을 위해 , NSK 치아 표면 클리닝 장치의 사용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사용 , 보관 그리고 사용 환경

 주의
 ● 기존에 있던 병이 아닌 다른 용기에 페리오메이트 파우더를 재포장하지 

마십시오. 굳어져서 재사용이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고, 아래의 환경에서 사용하십시오:

온도 습도 기압
사용환경 15-25°C (59-77°F) 30-75% RH 700-1,060hPa
보관환경 15-25°C (59-77°F) 10-85% RH 500-1,060hPa
작업환경* 15-25°C (59-77°F) 10-85% RH 500-1,060hPa
* 제품을 떨어뜨리는 등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5 책임 한계
NAKANISHI INC. 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보증기간 , 계약책임 , 부주의 또는 
엄격한 책임을 포함하여 , 주장하는 이론과 상관없이 , 어떤 손실 , 직접 , 간접 , 
특별 혹은 제품으로 인한 피해 및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제품 폐기
페리오메이트 파우더 폐기 시 각 지방 정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 절 한 
제품폐기를 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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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볼 마크

경고, 사용 설명서에 따른 
참고 마른상태로 보관 

사용 설명서 참고 온도 한계

패키지 구성 습도 한계 

카탈로그 번호 제조회사 

배치 번호 유럽공동체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의료기기 고유 식별 코드 사용기한 

의료장치

"의료 기기 규정"의 CE 유럽 
규정에 적합

8 재산 

페리오메이트 파우더 포장 종류: 둥이가 있는 160g 병, 20g/병
파우더 특징: 평균 25  µm 사이즈의 미세 입자
구성: 글리신
안전정보: (EC) No. 1907/2006 (REACH)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자료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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