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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G 채취는 실수로 바늘 찔림 사고가 발생하거나 혈액 매개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침습적 시술입니다. SafetyTip™ 주사바늘 보호 기능을 갖춘 Pulset™ ABG 
시린지는 의료기관에서 실수로 바늘 찔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SafetyTip™은 주사바늘의 일부분으로 설계되었으며, 주사바늘 안전에 관한 
권장 사항을 준수합니다. Pulset™은 다른 추가 기능이 있어 오늘날의 의료 
산업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쉽고 빠른 ABG 시린지입니다.

진단

라텍스 미사용 | 단일 환자 사용 | 일회용

동맥혈가스(ABG) 채취

돋보이는 디자인, SafetyTip™는 주사기 
삽입 부분의 시야를 최적으로 확보합니다. 
주사바늘의 사면이 위쪽을 향하고 있으며 
안전 바늘덮개가 시린지와 평행을 이루어 
깨끗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야를 확보합니다. 
이에 더해, 특허받은 이중잠금 설계로 
주사바늘을 덮을 때 딸깍소리가 나게 
설계하여 안전함을 더했습니다.

3303-91 3302-91 3105-91

A라인 키트채혈 키트

찔림 방지 장치 (SAFETYTIP™)
• SafetyTip은 준비 완료/상향 침선과 함께 주사바늘에 부착되어 출시됩니다

• SafetyTip 장치는 시린지를 따라 뒤로 접혀 삽입 부분의 시야를 최적으로 확보합니다

• 한 손 사용 매커니즘 

공기가 제거된 플런저 
• 기포를 직접 제거할 필요 제거

• 바늘 삽입과 실험실로 샘플을 전송하는 과정 사이에 단계 제거  

건조하고 균형 잡힌 리튬/아연 헤파린  
• 칼슘 전해질 오류 제거  

• 혈액과 쉽게 섞여 혈전 생성 방지 

박벽 주사바늘 기술
• 표준 주사바늘만큼 빠른 유량 

• 천자 부위가 작아 환자의 통증 경감

PULSET™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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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설명 알코올
프렙

아이오도포르
프렙 거즈 아이스

백 붕대 Q-CORK 환자
라벨 수량

3103-91* 23g x 1인치 안전팁을 갖춘 주사바늘, 25u BH 100
3105-91* 25g x 5/8인치 안전팁을 갖춘 주사바늘, 25u BH 100

3165-91 수정 키트, 25g x 5/8인치 안전팁을 갖춘 주사바
늘, 25u BH X X X X X X 100

3173-91 완전 키트: 25g x 5/8인치 주사바늘 23g x 1인치 
멸균 주사바늘, 25u BH X X X X X X X 100

1cc Pulset 시린지(공기제거형)

품목 설명 알코올
프렙

아이오도포르
프렙 거즈 아이스

백 붕대 Q-CORK 환자
라벨 수량

3302-91* 22g x 1인치 안전팁을 갖춘 주사바늘, 25u BH 100
3303-91* 23g x 1인치 안전팁을 갖춘 주사바늘, 25u BH 100

3362-91 수정 키트, 22g x 1인치 안전팁을 갖춘 주사바늘, 
25u BH X X X X X X 100

3362-91S 수정 키트, 22g x 1인치 안전팁을 갖춘 주사바늘
(루어 슬립형), 25u BH X X X X X X 100

3363-91 수정 키트, 23g x 1인치 안전팁을 갖춘 주사바늘, 
25u BH X X X X X X 100

3373-91
완전 키트, 23g x 1인치 안전팁을 갖춘 주사바늘, 
22g x 1.5인치 안전팁을 갖춘 멸균 주사바늘,  
25u BH

X X X X X X 100

3cc Pulset 시린지(공기제거형)

진단

품목 설명 수량

3100-20* A라인 1cc 시린지 3cc 일회용 시린지 25u BH 100
3100-25* A라인 1cc 시린지 25u BH 100
3300-21* A라인 3cc 시린지 5cc~6cc 일회용 시린지 25u BH 100
3300-25* A라인 3cc 시린지 25u BH 100

품목 설명 알코올
프렙

아이오도포르
프렙 거즈 아이스

백 붕대 Q-CORK 환자
라벨 수량

3182-91 동맥혈가스 키트, (2) 22g x 1인치 안전팁을 갖춘 
주사바늘 시린지, 25u BH X X (2) 100

품목 설명 수량

3100-30* A라인 1cc 뭉툭한 끝날의 삽입관 시린지 25u BH 100
3300-30* A라인 3cc 뭉툭한 끝날의 삽입관 시린지, 25u BH 100

A라인

동맥혈가스 키트

끝날이 뭉툭한 삽입관 포함

*ICE 마크 포함 품목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