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외과 기구셋트 외 4종 구입 관련 규격서

2020. 2.

물 품
물품명

구강외과 기구셋트

단 위
설치장소

규 격 서

대

수

량

2

치위생과

1. 특 징
1) 소파용 및 구강내 낭종제거 치조골의 괴사조직 제거에 사용
2) 치은조직을 절개 후 점막성 골막을 들어올릴때 사용
3) 혈관을 누르거나 무언가를 집거나할 때
4) 잔존 치조골을 다듬거나 본 채취시
5) 여러개의 날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되어 있으며, 골면을 매끈하게 하는데 사용함
6) Tissue를 다듬거나 제거할 때 사용

2. 규격 및 기능
1)외과용 큐렛(Surgical curette) 메스대(Scalpel)
골막기자(Periosteal elevator) 지혈겸자
(Hemostatic forceps) 조직겸자(Tissue forceps) 끌과 망치(Bone chisel & mallet) 25:1
골겸자
(Bone rongeur)
골줄(Bone file)
조직가위(Iris scissors) 견인기(Retractor)
개구기(Mouth
gags) 타월집게(Towel clamp)
2)

3)

3. 부속품
1) 없음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장비를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 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A/S)
2) 납품 전 사용자와 협의

3) 장비는 한국 내에서 공식적인 A/S가 가능하도록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은
아니되며, 국내에서 A/S가 가능한 제조사(제조사의 한국지사 포함) 또는 제조사의
공식 한국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정품 이어야 함

6. 기타사항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가
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서에 기
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을 비교하
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물 품
물품명

ADEM MOUNTING SYSTEM

단 위
설치장소

규 격 서

대

수

량

15

치위생과

1. 특 징
1) 저중량 시스템으로써 작고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구성
2) 치과 대학, 치우생과 대학 등에서 기술을 연마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
3)

2. 규격 및 기능
1) ADM-002 Clear Head

ADM-007 Ben Rod

ADM-003 Compact Bench Mount (Chair type)

3. 부속품
1) adm-002 clear head
2) adm-003 compact bench mount(chair type)
3) adm-007 ben rod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장비를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 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A/S)
2) 납품 전 사용자와 협의
3) 장비는 한국 내에서 공식적인 A/S가 가능하도록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은
아니되며, 국내에서 A/S가 가능한 제조사(제조사의 한국지사 포함) 또는 제조사의
공식 한국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정품 이어야 함

6. 기타사항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가
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서에 기
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을 비교하
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물 품
물품명

에어-플로우 프로필락시스 마스터

단 위
설치장소

규 격 서

대

수

량

3

치위생과

1. 특 징
1)예방치과를 위한 완벽 솔루션
2)치아위에서 진동을 최소화하여 가해지는 소리 최소화
3)장비 전체 수관자동세척 기능
4)무선 다기능 페달
5)1년 사용시 유지 보수 알림기능

2. 규격 및 기능
1)Supply V : 220VAC 60Hz Power consume : Max, 700VA Water supply : 2-5 bar(200-500kPa) Air
supply : 4.5-7 bar(450-700kPa) Weight : 5kg Dimensions(HxWxD) : 245x260x290mm Frequency(range)
: 24-32kHz

3. 부속품
1) AIR FLOW HANDPIECE 2) AIR FLOW CORD 3) PIEZON CORD 4)PIEZON BOTTLE 5)EMS PIEZON SCALER
LED HANDPIECEO-RING
6)FLAT SPANNER
7)AIRFLOW CLASSIC POWDER CHAMBER
8)AIRFLOW PLUS POWDER
9)NIGHT CLEANER(800ML) 10)COMBITORQUE 11)STANDRAD PIMP
11)CAP PLUS
12)PIEZON SCALER TIP
13)AIRFLOW FM/ONE AIR FILTER CARTRIDGE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장비를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 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A/S)
2) 납품 전 사용자와 협의
3) 장비는 한국 내에서 공식적인 A/S가 가능하도록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은
아니되며, 국내에서 A/S가 가능한 제조사(제조사의 한국지사 포함) 또는 제조사의
공식 한국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정품 이어야 함

6. 기타사항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가
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서에 기
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을 비교하
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물 품
물품명

초음파세척기

단 위
설치장소

규 격 서

대

수

량

1

치위생과

1. 특 징
1)
2)
3)
4)

실리콘 방수처리와 스테인레스 몸체의 강한 내구성
타임스위치 동작으로 간편한 조작
BLT진동자에 의한 강력한 초음파 세정력
세정온도 30~80℃의 조절 가능

2. 규격 및 기능

내경 : 290(가로)*150(세로)*150(높이)

주파수 : 40kHz
: AC220V / 60Hz

초음파출력 : 150W

외경 : 350(가로)*176(세로)*300(높이)

소비전류 : 1.56A

용량 : 6L

총 무게 : 5.6KG

3. 부속품
- 없음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장비를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 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A/S)
2) 납품 전 사용자와 협의
3) 장비는 한국 내에서 공식적인 A/S가 가능하도록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은
아니되며, 국내에서 A/S가 가능한 제조사(제조사의 한국지사 포함) 또는 제조사의

초음파
정격 전압

공식 한국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정품 이어야 함

6. 기타사항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가
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서에 기
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을 비교하
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물 품
물품명

치주수술용 기구셋트

단 위
설치장소

규 격 서

대

수

량

1

치위생과

1. 특 징
1)
2)
3)
4)
5)

구강내 치은 절제시에 사용
치은 조직을 절개 후 점막성 골막을 들어올리는데 사용.
골 제거및 형상 작업시 사용함
치은연상 치석제거, 형성된 와동의 내면을 다듬거나, 굵은 치석 침전물 제거에도 사용
사랑니 발치 등의 치과 수술에 사용하기 용이

2. 규격 및 기능
1) 치주낭표시자(Poket marker)
외과용 칼(Surgical blade) 치은절제용 칼(Kirkland knife)
치
간치은용 칼(Orban knife) 외과용 큐렛(Surgical curette) 골막기자(Periosteal elevator) 외과용
치즐(Surgical chisel) 호(Surgical hoe) 파일(Surgical file) 외과용 바(Surgical bur)

3. 부속품
1) 없음
2)
3)

4. 장비 설치 및 검수
1)
2)
3)
4)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본 장비를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설치 현장에서 설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해 주어야한다.

5. 유지 보수
1) 납품 확인 후 1년간 무상 보증 (A/S)
2) 납품 전 사용자와 협의
3) 장비는 한국 내에서 공식적인 A/S가 가능하도록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은
아니되며, 국내에서 A/S가 가능한 제조사(제조사의 한국지사 포함) 또는 제조사의
공식 한국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정품 이어야 함

6. 기타사항
해당 규격 및 기능은 본교에서 구입 예정인 물품의 대락적인 희망 규격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참가
시에는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동급이상”이라 함은 물품규격서에 기
재한 모든 사항을 동급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 전체적인 기능과 스펙을 비교하
였을 때 동급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