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ect 2® 치과용 주사기 및 주삿바늘 시스템
서론
LeEject 2 주사기 및 주삿바늘 시스템은 기존 기술에서 주삿바늘에 캡을 다시 씌우고 돌려서 빼는 단계를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치과용 기기입니다. 이 신기술은 학습이 필요하므로 웹사이트 www.LeEject.com을 방문하여 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사용 지시사항
LeEject 주사기 및 주삿바늘은 치과 치료 전 또는 치과 치료와 연계하여 투여되는 침윤 및 신경 차단 마취를 위한 국소 마취제
카트리지를 사용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경고
1. 주삿바늘이 부러질 수 있으므로 주삿바늘에 심한 압력을 가하거나 구부리지마십시오.
2. 떨어진 주삿바늘은 손으로 줍지 말고 치과용 집게 또는 지혈 집게로 집으십시오.
3. 바늘 찔림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이 없는 주삿바늘을 다른 치과 직원에게 건네지 마십시오.

작업 지침
웹사이트 www.LeEject.com에서 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LeEject 주삿바늘 삽입
1. 세이프가드는 주사기에서 유일한 플라스틱 부품이며 주삿바늘을 고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3.
4.
5.

세이프가드를 돌려 원추형 리셉터클 부분과 일치시킵니다.
짧은 보호용 캡을 돌려서 빼내고 원추형 부분을 노출시킨 다음, 주삿바늘의 원추형 부분을 주사기에 연결합니다.
세이프가드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주사기를 고정합니다.
주사를 놓기 전에 긴 캡을 제거합니다.

마취제 카트리지 삽입
주사기 플런저를 끌어 당기면서 마취제 카트리지를 주사기 배럴에 집어 넣습니다.

수동 흡인
주사기의 엄지 링을 눌러 하푼이 카트리지의 고무 플런저에 밀착되게 합니다. 항상 주사 직전에 흡인을 하고 서서히 주사를 놓습니다.

예방책
1. LeEject 2 주사기는 LeEject 주삿바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Covidien사의 Sharps-A-Gator(Model 31144010) 또는 BD사의 Wallmate 등 투입구가 큰 주사침 폐처리 함을 사용하여
주삿바늘을 용이하게 폐기하기를 권장합니다. 모든 치료 영역에는 필수적으로 주사침 폐기물 처리함을 비치해야 합니다.

카트리지 제거
엄지 링을 빠르게 당겨 카트리지에서 하푼을 분리합니다. 하부의 작은 창으로 카트리지를 밀어줍니다.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로 카트리지를 집습니다. 카트리지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주사기에 다른 카트리지를 넣습니다.

3. 한 개의 주삿바늘로 동일한 환자에게 여러 번 주사를 놓을 수 있지만 사용한 주삿바늘은 주사 완료 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주사를 더 놓아야 할 경우에는 새 주삿바늘을 사용하십시오.

주삿바늘 폐기

4. 봉인이 손상되었을 경우, 주삿바늘은 무균 상태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5. 플라스틱 세이프가드가 손상되었을 경우, 주삿바늘을 교체해야 합니다.

1. 카트리지를 제거한 후 주삿바늘을 제거하십시오.
2. 세이프가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삿바늘의 원추형 부분을 노출시킨 후, 주사기를 뒤집어서 주삿바늘이 아래로 향해

세척/멸균 지침

3. 또는, 주삿바늘을 치과용 쟁반에서 제거합니다. 치과용 집게 또는 지혈 집게로 주삿바늘을 집어서 즉시 주사침 폐기함에 넣습니다.

떨어지도록 폐기함 투입구에 넣습니다.

1. 주사기는 멸균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므로 사용 전 멸균해야 합니다.
2. 주사기는 사용 후 매번 초음파 세척기에서 완전히 세척하여 혈액, 침 및 마취제 용액의 모든 흔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3. 세척 후, 승인된 국내/국제 표준에 따라 가압증기 멸균기에서 주사기를 멸균하십시오. 적절한 멸균을 위해 가압증기 멸균기
가이드 라인을 따르십시오.

4. 건조한 무균 영역에 주사기를 보관하십시오.

안전하고 청결하게 작업 영역을 유지합니다.

사용자 지원 정보:
문의처: Advanced Technology & Capital, Inc.

5 Sylvan Avenue, Englewood Cliffs, NJ 07632
이메일: info@LeEject.com
전화번호: +1 201 803 5202

4. Position syringe and invert
it so that needle falls into sharps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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