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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G 발자국 폼 사용 설명서

1. 용도:
FSG 발자국 폼은 발자국 본을 뜨려는 정형외과용 제화 기술 전문
가에게 필요합니다. 정형외과 기술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발의 
주형(음각 형태)을 만듭니다. 정형외과 기술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주형을 추가 가공할 수 있습니다.
석고 또는 주조 수지로 양각 형태를 만들거나 본에 따라 발의 정확
한 해부학적 부위 또는 돌출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자국 본을 스캔하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추가로 가공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스캐너 제조자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제
공한 정보를 준수해야합니다.
대부분은 인솔 제작이지만 개별 주문형 신발 제작 등 역시 가능합
니다.
다른 제품과의 조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보관:
FSG 발자국 폼은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최적의 실내 환경
은 온도 18°~24°C 및 상대습도 55%~65%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아닌 곳에 보관 시 제품 품질과 기능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
니다. 손상되거나 젖어 있는 발자국 폼 상자는 분류해야 합니다. 
운송 박스는 세워서 보관해야 하며, 눕혀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 4개까지 박스를 겹쳐 쌓을 수 있습니다.

3. 사용:
FSG 발자국 폼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산업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SG 발자국 폼은 외용 및 일회용으로만 적합합니다. 환자는 한 번
만 폼 발판에서 본을 뜰 수 있습니다.
FSG 발자국 폼은 건조한 상태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의 발은 청결하고 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상처 및 
감염 부위가 없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멸균 시트
또는 붕대를 사용하여 발을 가립니다.
FSG 발자국 폼 또는 그 조각이 점막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사용 제품 버전이 용도에 적합한 타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전문 작업자가 용도에 따라 필요한 발자국 폼
을 결정합니다.
FSG 발자국 폼은 개방된 채로 고정된 수평의 평평한 표면에 놓여
야 합니다.
중앙으로 정렬된 발자국을 얻으려면 발을 사용자가 유도해야 합니
다. 
발자국에 충분히 하중이 실리려면(선 상태에서) 환자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탱합니다.
발자국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 발자국 폼 
세트를 사용하여 반복합니다.
위생상 발에 있는 폼 잔류물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발자국이 찍힌 FSG 발자국 폼을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4. 제품 유효 기한:
FSG 발자국 폼은 3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색상 변화는 
폼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품 포장에 찍힌 날짜는 유
효 기한 날짜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
습니다. 날짜 스탬프는 배치 번호이기도 합니다.
배송 단위 포장 라벨의 „시계“기호 뒤에있는 날짜입니다.
만료 날짜 (월)를 지정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양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LOT 날짜는 배치 번호이기도합니다.

5. 폐기:
FSG 발자국 폼은 폐기물로 처리되고, 판지는 폐지 재활용합니다. 
오염된 발자국 폼과 포장은 오염 유형과 그 유형에 따라 지정된 현
지 및 법적 폐기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KOREAInstructions For Use
FSG-Imprint-Foam
Ideal · Genial XL · Diabetic Step · Maximal · Minimal
PodoScann · SlimLine · Kristall

1. Preparation
note the name of the customer and date the 
impression was taken on the foam box. 
Open the box and with the Foam sides 
facing up at one. Lay a solid, level surface.

2. Heel
The patient's foot is centered on the foam 
sheet place and carefully on the Deposit 
foam surface. Well the check the perfect 
position of the foot. If the foot is not on the 
foam everywhere, correct now. Start with 
the By guiding your hand deep into the heel
Press foam.

3. Metatarsus
Push the base M5 (midfoot) with the edge of 
the hand.

4. Big toe joint
Now press the big toe joint as well with the 
back of your hand in the foam. Relocate the 
power of your hand afterwards on your 
edge of your hand and use it to press the
individual toes also.

5. Completion / repetition
Now take the foot vertically upwards from 
the foam. Repeat the the o.g. Processes with 
the other foot. Usability check the imprint, if 
necessary with a new one Repeat the pair of 
impression foams. Foam residues on the foot 
are made hygienic Reasons to remove 
immediately. FSG impression foam store 
separately with im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