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 회사명: (주)오성엠앤디

 • 주소: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57

 • Tel.: 031-987-5395

 • Fax.: 031-987-5397

 • Homepage: www.osung.co.kr

 • E-mail: qa@osung.co.kr

2. 허가번호: 경인 제신 05-5 호

3. 품목명: 치과용주사기

4. 모델명: GMIJ48

5. 포장단위: 1EA/BOX

6. 사용목적: 인상재의 주입이나 생리식염수의 점적등을 목적으로 사용

7. 보관 또는 저장방법: 상온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

8. 사용방법
 1) 사용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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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을 확인한다.

  (2) 멸균(고압증기멸균: 134℃에서 최소 5분간 멸균)

   - 멸균 시 설비 제조회사의 멸균방법과 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 멸균과 건조 시 기구 간에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2)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1) 반드시 사용 전 살균 및 멸균소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샤프트 릴리즈키를 눌러준 후, 샤프트를 뒤쪽으로 완전히 잡아당겨

   준다.

  (3) 진지마스터캡슐(별도구입)의 뚜껑을 벗겨낸 후, 팁(GMTS40)의 

   끝부분을 캡슐의 홀에 삽입한다.

  (4) 팁과 결합된 캡슐을 배럴에 넣고 트리거를 당겨 샤프트를 전진시킨다.

  (5) 진지마스터 인젝션을 시행한다.

  (6) 사용 후, 샤프트 릴리즈키를 누르고 샤프트를 뒤로 이동시킨 후, 

   배럴에서 캡슐을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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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팁은 일회용이므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8) 베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분리하거나,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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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용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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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제품은 의료기기 임



1. Manufacturer information
 • Company name: OSUNG MND CO., LTD.
 • Company address: 57, Hwanggeum-ro 109 beon-gil, 
   Yangchon-eup, Gimpo-si, Gyeonggi-do 10048, Korea
 • Manufacturing site address: 57, Hwanggeum-ro 109 beon-gil,
   Yangchon-eup, Gimpo-si, Gyeonggi-do 10048, Korea
 • Tel.: +82-31-987-5395
 • Fax.: +82-31-987-5397
 • Homepage: www.osung.co.kr
 • E-mail: qa@osung.co.kr

2. Product Name: Dental syringe

3. Model Name : GMIJ43

4. Purpose of use
 A syringe intended for injection of dental impression material or 
 dropping of normal saline.

5. Preparation
 1) Carefully check all product surface if there are any deformation,
  pin holes and foreign substance.
 2) Sterilization(Autoclave: Sterilization at 134℃ for at least
  5 minutes.)
  (1) Follow the sterilizer manufacturer’s sterilization method and 
   operating instructions.
  (2) Place all instruments avoid contact each product surface.
 3) Make sure the product is suitable for the site being treated.

6. Method of use
 1) Follow the hospital manual for anesthesia syringe.
 2) Be sure to sterilize the product before use.
 3) Pull shaft backward completely while pushing shaft release key
  on injector.
 4) Disassemble the barrel by turning it counterclockwise.
 5) Insert the end of tip into hole of capsule after strip cap of 
  gingimaster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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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Insert capsule connected tip on the end of barrel and turn it 
  clockwise to secure it.
 7) Push the knob forward so that the rubber plugger of the 
  gingimaster capsule and the head of the shaft are in close 
  contact.
 8) Bend the tip as much as you desire.
 9) Inject gingimaster paste slowly.
 10) After use, move shaft backward while pushing shaft release key 
  and remove the empty capsule in the reverse order as you put it 
  on the barrel.
 11) The tip is disposable. Do not reuse.
 12) The medical waste used after the procedure is dispos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in the hospital.

7. Storage and keeping conditions
 1) After use, rinse with a water, cleaner and disinfectant to remove 
  blood or foreign materials with a hand or a washing machine.  
  Completely open the overlapping area before start the cleaning 
  and disinfection steps.
 2) Store at room temperature with less than 60% RH.
 3) Keep away from UV or light source.
 4) Transport with an environmental temperature between 
  1℃~ 37℃(33.8℉~98.6℉).
 5) Rough handling may cause damage to the product.

8. Cautions in use or precaution in use
 1) The device is to be used on the instructions of, or by a 
  dentist/orthodontist or other licensed practitioner.
 2) Do not use the product other than the intended purpose.
 3) To sterilize , manufacturer's instructions should be followed to 
  avoid staining when the instrument is sterilized .
  Keep the cover closed until the steam is completely remo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