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트리지형주사기

• 허가번호: 제인 04-1006 호

• 품목명: 카트리지형주사기

• 모델명: SAF1, SAA1, SAC1, SAE1, SAB1

• 포장단위: 1EA/BOX

• 사용목적: 1회용 카트리지형 마취액을 주입하는데 사용하는 국소마취용 주사기이다.

• 보관 또는 저장방법: 상온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

• 사용방법

 1. 사용 전 준비사항

  (1) 본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서 꺼내어 외관 및 작동을 확인한다.

  (2)  멸균(고압증기멸균: 132℃에서 15분간 멸균, 30분간 건조한다.)

   - 멸균 시 설비 제조회사의 멸균방법과 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 멸균과 건조 시 기구 간에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반드시 멸균포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SAA1, SAB1, SAF1

(1) 반드시 사용 전 살균 및 멸균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⑥번 텀브링을 이용하여 ⑤번 로드를 뒤쪽으로 끝까지 잡아당긴다.

(3) 마취용 카트리지를 ②번 배럴 측면으로부터 끼워 넣은 후 마취용 카트리지의 위치를 잡는다.

(4) ⑥번 텀브링을 앞쪽으로 밀어주어 ③번 하폰(훅)이 마취용 카트리지의 러버 플러거에 꽂히도록 한다.

(5) ①번 콘넥터에 Needle의 장착은 Needle제조자가 제공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장착한다.

(6) ⑥번 텀브링을 이용하여 ④번 그립(또는 ⑦번 바디)에 힘을 가하여 ⑤번 로드가 앞쪽으로 진행, 

     적정량의 마취액을 주입한다.

(7) 주입이 끝나면 장착된 Needle을 제거한다.

(8) 마취용 카트리지 제거는 ②번 배럴에 넣을 때의 역순으로 빈 마취용 카트리지를 제거한다.

(9) 주사침은 일회용이므로 일단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10)시술이 끝난 후 사용된 폐기물은 정리하여 폐기한다.

(11)시술 후 카트리지형 주사기는 반드시 살균 및 멸균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12)직사광선이나 습기가 있는 장소를 피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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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1

SAE1

(1) 반드시 사용 전 살균 및 멸균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⑤번 노브를 이용하여 ④번 로드를 뒤쪽으로 끝까지 잡아당긴 후 ②번 배럴을 꺽는다.

(3) 마취용 카트리지를 ②번 배럴에 헤드부분부터 넣은 후 마취용 카트리지의 위치를 잡는다.

(4) ⑤번 노브를 앞쪽으로 밀어주어 마취용 카트리지의 러버 플러거와 ④번 로드의 헤드 부분이 밀착되도록 한다.

(5) ①번 콘넥터에 Needle의 장착은 Needle 제조자가 제공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장착한다.

(6) ⑤번 노브를 이용하여 ③번 그립에 힘을 가하여 ④번 로드가 앞쪽으로 진행, 적정량의 마취액을 주입한다.

(7) 주입이 끝나면 장착된 Needle을 제거한다.

(8) 마취용 카트리지 제거는 ②번 배럴에 넣을 때의 역순으로 빈 마취용 카트리지를 제거한다.

(9) 주사침은 일회용이므로 일단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10) 시술이 끝난 후 사용된 폐기물은 정리하여 폐기한다.

(11) 시술 후 카트리지형 주사기는 반드시 살균 및 멸균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있는 장소를 피해 보관한다.

(1) 반드시 사용 전 살균 및 멸균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③번 샤프트키를 누르고 샤프트를 뒤쪽을 끝까지 당긴다.

(3) 몸통고리에서 ②번 배럴을 떼어낸다.

(4) 마취용 카트리지를 ②번 배럴에 헤드부분부터 넣은 후 마취용 카트리지의 위치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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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오성엠앤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57

☎ 031-987-5395

• 본 제품은 의료기기 임

문서작성연월: 2017.10.27.(Rev.02)

  (5) 노브를 앞쪽으로 밀어주어 마취용 카트리지의 러버 플러거와 ⑤번 샤프트의 헤드 부분이 밀착되도록 한다.

  (6) ①번 콘넥터에 Needle의 장착은 Needle 제조자가 제공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장착한다.

  (7) ④번 트리거에 힘을 가하면 ⑤번 샤프트가 앞쪽으로 진행, 1회에 0.2㏄ 마취액을 주입하므로, 

      적정량의 마취액을 주입한다.

  (8) 주입이 끝나면 장착된 Needle을 제거한다.

  (9) 마취용 카트리지 제거는 ②번 배럴에 넣을 때의 역순으로 빈 마취용 카트리지를 제거한다.

  (10) 주사침은 일회용이므로 일단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11) 시술이 끝난 후 사용된 폐기물은 정리하여 폐기한다.

  (12) 시술 후 카트리지형 주사기는 반드시 살균 및 멸균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있는 장소를 피해 보관한다.

3.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방법

 자체적으로 구입한 희석제와 함께 사용설명서에 따라 통상적인 살균소독제로 부품을 깨끗하게 살균 소독한다. 

 (교착부가 있는 제품의 경우, 모든 교착부를 완전히 열고 세척할 것)

사용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사용 전 살균 및 멸균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주사침은 일회용이므로 일단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3. 시술이 끝난 후 사용된 폐기물을 정리하여 폐기한다.

4.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있는 장소를 피해 보관한다.

페이지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