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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샘플 

인증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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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대부분 사람은 다음 1-5단계에 거쳐 타액 샘플 제공에 2~5분이 소요됨.  

1 그림 1에서와같이 타액(거품이 아님) 
이 시험관 눈금 선까지 채워질 때까지 
침을 뱉어 넣음.

2 한 손으로 수직 튜브를 잡음. 다른 한 
손으로 찰칵 소리가 크게 날 때까지 
깔때기 마개를 세게 눌러서 닫음  
(그림과 같이). 시험관의 액체가 튜브로 
흘러들어 가서 타액과 혼합됨. 마개가 
완전히 닫혀 졌는지 확인할 것.

3 튜브를 수직으로 세워서 잡음. 
튜브에서 깔때기를 돌려 떼어냄.

4 작은 마개로 튜브를 완전히 밀폐함.

5 마개가 닫힌 튜브를 5초 동안 흔들어 줌. 
깔대기를 폐기하거나 재활용함.

수집 주의 사항:
타액 채취 30분 전까지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거나 껌을 씹지 말 것.

깔때기 마개에서 비닐을 제거하지 말 것.

사용 목적: 사람의 타액 샘플에서 DNA 채취.

내용물: 키트에 안정화액이 들어 있음. 

경고 및 주의 사항: 안정화액이 눈이나 
피부에닿은 경우 물로 씻을 것. 섭취하지 말 것. 
www.dnagenotek.com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참조할 것.

작은 마개, 질식 위험

저장: 15°Cl30°C

키트 요약 및 설명:

Oragene•DNA 는 자체 수집 키트로서 표본 수집 
및 안정화 관련 자재 및 설명서를 제공함. 

라벨 설명:

i 패키지 삽입물 참조

H 타액 수집자 (사용자)

V 체외 진단 의료 기기

h 카탈로그 번호

C CE 표시

Y 유의 사항, 사용 지침 참조

15:l30: 저장 설명서

P 공인 대리점

M 제조업체

g 로트 번호

깔때기 마개

깔때기

튜브

작은 튜브 마개
타액

눈금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