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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당신의 스파
월풀 풋 스파 및
에어 제트 세면대의 세정
"월풀 풋 스파" 또는 "스파"는 순환수를 사용하는 세면대입니다. 에어 제트 세면대는 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에어 제트
흐름을 사용하는 모든 세면대입니다.
각 고객 서비스 후 따라야 할 단계:

1.
2.

세면대의 물을 모두 뺍니다.
세면대의 안쪽 벽을 닦아내고, 깨끗한 브러쉬, (라벨이 적절히 표시된) 액체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잔류물을 세척합니다.

3.

세면대를 깨끗한 물로 헹굽니다.

4.

세면대를 깨끗한 물로 다시 채웁니다.

5.

살균제를 첨가합니다. 살균제 사용량은 제조업체의 라벨을 참조하십시오. 살균제는 살균제, 살진균제 및
박테리아 박멸제로 라벨이 붙어 있는 EPA에 등록된 병원 품질의 액체 소독제여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6.

적어도 10분 동안 순환시킵니다.

7.

세면대의 물을 빼고 깨끗한 물로 헹굽니다.

8.

깨끗한 종이 타월로 세면대를 닦고 말립니다.

9.

페디큐어 세정 일지에 이 절차를 기록합니다. 기록은 각 세정의 날짜와 시간,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 및
고객 서비스 후에 세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일과 종료 시 따라야 할 단계:

1.

스크린 및 기타 착탈식 부분을 제거합니다.

2.

깨끗한 브러쉬, 액체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스크린 및 세면대의 안쪽 벽과 모든 착탈식 부분 및 뒷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잔류물을 닦아냅니다.

3.

깨끗한 스크린과 건조된 모든 착탈식 부분을 다시 삽입합니다.

4.

깨끗하고 따뜻한 물과 세제로 세면대를 채웁니다.

5.

적어도 10분 동안 순환시킵니다.

6.

세제 용액을 빼고 깨끗한 물로 세면대를 헹굽니다.

7.

세면대를 깨끗한 물로 다시 채웁니다.

8.

살균제를 첨가합니다.

9.

적어도 10분 동안 순환시킵니다.

10. 세면대의 물을 빼고 깨끗한 물로 헹굽니다.
11. 깨끗한 종이 타월로 세면대를 닦고 완전히 마르게 합니다.
12. 페디큐어 세정 일지에 이 절차를 기록합니다. 기록은 세정의 날짜와 시간, 세정을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 및 일과
종료 시 세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980.1) (2 페이지 중 1 페이지)

적어도 일 주일에 한 번 따라야 할 절차:

적어도 일 주일에 한 번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

스크린 및 기타의 착탈식 부분을 제거합니다.

2.

깨끗한 브러쉬, 액체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스크린 및 세면대의 안쪽 벽과 모든 착탈식 부분 및 뒷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잔류물을 닦아냅니다.

3.

깨끗한 스크린과 건조된 모든 착탈식 부분을 다시 삽입합니다.

4.

깨끗하고 따뜻한 물과 세제로 세면대를 채웁니다.

5.

적어도 10분 동안 순환시킵니다.

6.

세제 용액을 빼고 깨끗한 물로 세면대를 헹굽니다.

7.

세면대를 깨끗한 물로 다시 채웁니다.

8.

살균제를 첨가합니다.

9.

적어도 10분 동안 순환시킵니다.

10. 장치를 끄되 살균 용액을 배출하지는 마십시오.
11. 6 ~ 10시간 동안 장치에 살균 용액을 그대로 놔둡니다.
12. 세면대의 물을 빼고 깨끗한 물로 헹굽니다.
13. 세면대를 깨끗한 물로 다시 채우고 시스템을 세척합니다.
14. 페디큐어 세정 일지에 이 절차를 기록합니다. 기록은 세정의 날짜와 시간, 세정을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 및 매주
세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980.1) (2 페이지 중 2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