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항균
부착테이프
의료용 부착 테이프 분야에서 결정적인 기술의 진보: TrioMed 테이프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포자)를 포함한 세균감염조절에 강력한 항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표시:
트리오메드 의료 반창고는 1회용 장치로 배관, 일반
상처 드레싱, 전극 혹은 기타 장치 부착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라텍스.
편안하고 유연한 부직포.
강한 부착력으로 롤의 형태로서 손쉽게 절단하여
뒷면의 종이 제거 이후 사용 자리에 부착한다.
5년 수명기간(효능 입증)
낭비 없음.

TrioMed 의료용 항균
부착테이프의 장점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상구균, .엔테로 코쿠스

피칼리스,클렙지엘라 뉴모니아, 슈도모나스, 대장균,
안세네도박터, 인플루엔자에 대한 99.99%의
살균능력 입증

▪무자극성 및 무세포 독성

병원감염의 잠재적인 원인요소로서의
부착 테이프
모든 과학적 및 임상 연구는 병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내과적 외과적 처치 테이프는 병원균에 오염되어 있고
주요감염요인이 될수 있다.
TrioMed 기술은 이러한 감염위험에 대처할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강력한 Tri-Iodide항균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TrioMed 의료용 항균 부착 테이프는 효과적으로 유해한
병원균을 사멸시키며, 이러한 종류의 광범위한 감염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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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에 의한 유해
병원균의 99.99%를
무력화 시킴

General internal medicine1지에 게재된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병원에서 수집된 부착 테이프의 74%는 병원성 균에
의한 집락형성이 관찰되었다.
Berkowitz 등은2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부착테이프가 포도상구균, 슈도모나스 및 일부 엔테로박테리아를 포함한
병원성균주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호주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세군데의 병원에서 제출한 테이프에서 메치실린 내성 포도상 구균 및 VRE 같은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52%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3.
Cady 등이4 보고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테이프의 58%가 감염이 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정부에서 발간된 관보에 따르면 의료용 부착 테이프는 감염에서 자유로울수 없고 병원 관계자와 환자로 부터 오염원이
될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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