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

설명서

6) 제품 사용 시에는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품목 : 합성재료 이식용뼈 (B04220.02)

상품명 : BONE-Fit
모델명

7) 의료진은 수술 전 반드시 본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읽고, 제품의 특성과 사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치수
KNEE

A

B

C

H

21-48

1-22

21-28

16-19

8) 해당 의료기기는 사용 전에 의사 처방 유, 무를 확인하고, 처방과 제품에 적용된 환
자 병변 데이터 일치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9) 의사는 본 제품의 수술기구를 이용한 수술 방법과 임상 적응증, 금기사항 등에 대하
여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

사용목적 : 본 제품은 슬관절 재치환술, TKR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10) 수술 결과를 저해할 수 있는 생물학적 생체 역학적 요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Revision)를 진행 할 때, 골 결손부위를 채우기 위해 사용된다. 환자의
영상정보(CT, MRI 등)를 바탕으로 환자의 결손부 모양에 따라 환자 맞춤형으로
제조되며, 해당 환자 영상정보의 환자에게 적용한다.
효능 . 효과 : 본 제품은 고순도 합성 beta tricalcium phosphate ( ϐ -TCP=

나.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ϐ -Ca 3 (PO 4 ) 2 )

와

폴리 ( 엘락타이드 ) 로 만들어져 , 인체나 동물로 부터의 유기분자가 없으므로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없다 . 또한 인체뼈의 미네랄과 같이 칼슘과 인산염으로
구성되어 부작용이 없으며 환부 주의에 섬유질 피막을 만들지 않고 뼈와
결합하며 폴리 (엘락타이드) 는 체내 가수분해되어 땀 , 소변으로 배출된다 .

(1)

환자를 전신 또는 국소마취하여 시술부위를 절개하여 골표면을 노출시킨다 .

(2)

파우치 형태의 포장지를 소독된 가위로 잘라 멸균된 제품을 꺼낸다 .

(3)

병변조직을 제거한 후 필요에 따라 수술용 드릴에 장착한 각종 절삭용
바 (bar), 디스크 (disk) 를 사용하여 , 멸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면서 국소의
골조직을 절삭시킨다 .

(4) 충전이 필요한 골 결손부위를 각종 절삭용 바 , 디스크를 사용하여 멸균

사용방법 :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면서 핀셋이나 론저등의 멸균기구로 형태를 다듬어 , 본

가 . 사용전의 준비사항
(1) 사용 전에 의사 처방 유무를 확인하고, 처방과 제품에 적용된 환자병변 데이터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수술 전 환자의 활동범위와 체중 등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숙지시킨다 .

제품이 초기에 충분히 고정되도록 조치한다 .
(5) 시술 부위를 정확히 확인 후 충전이 필요한 골결손 부위에 본 제품을 주의깊게
채워넣는다 . 필요에 따라 내부 고정장치 (Internal fixator)를 사용하기도 한다 .
(6) 절개부위를 봉합하여준다 . 시술 후에는 필요에 따라 지혈제 , 항생제 , 진통제
및 소염제를 투여할 수도 있다 .

(3) 본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기구를 준비한다.
(4) 제품의 포장 용기가 파손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다 . 사용 후 관리방법
사용 후 남은 제품은 반드시 폐기 처분하여야 하며 재사용을 금지한다 .

(5)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멸균된 제품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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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설명서

사용시 주의사항

적용상의 주의 : 1) 이식할 결손 부위에 육아조직이나 기타 연조직이 남지 않도록 한다 .

경고 : 1) 본 제품을 45 ℃이상 온도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2) 본 제품은 일회용 멸균의료기기로 개봉된 제품은 재사용을 금한다 .
3)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사용해서 안 된다 .
4) 본 제품을 사용하는 숙련된 의사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5) 사용하기 전 사용 설명서를 숙지해야 한다 .
6) 무균상태 유지를 위해 사용 전 포장재 외부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
7) 멸균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금기사항 : 1) 시술 부위에 괴사나 퇴행성 골 질환이 있는 경우

4) 이식하기 전 제품을 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

저장방법 : 감마선 멸균법으로 멸균된 제품으로 멸균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장소에
실온 (0-40 ℃)의 실내에서 포장된 상태로 보관한다 .

수술 후 관리 :
(1) 수술후 환자 관리는 자가골 이식을 활용한 비슷한 사례와 같은 요법을
시행해야 한다 . 특히 내부 고정 장치 사용과 관련된 상처치료에 적용할

3) 심한 간질 이상 환자

수 있는 보통의 수술 후 관행을 따라야 한다 .
(2) 내부 고정 장치의 느슨함이나 실패 또는 감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5) 잠복성 또는 활성화된 감염상태의 환자

조기 보행과 조기 체중 부하에 대해 환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 하중

6) 다음의 환자에게는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

비부과 시간은 환자 상처의 복잡성과 환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 고혈압증 / 저혈압증 / 천식 / 당뇨 / 류마티스 / 갑상선 기능항진증 / 골다공증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관절 부분이 더 이상 비정상적인 하중에 영향을

1) 이식 후 온전한 골형성이 되지 않을 상태에서 2 차 골절이 생길수 있다 .
2) 골이식 부위의 출혈 , 염증 또는 통증이 있을수 있다 .
3) 이식 시 제품의 입자가 파손되어 수술부에 이탈할 수 있다 .
4) 심부 또는 표층부 감염

일반적
주의사항 :

3) 골혈성을 위해 혈액공급이 원활한 수술부위에 사용해야 한다 .

2) 골수염이 있는 환자의 경우
4) 심한 신장질환 이상 환자

부작용 :

2) 결손 부위 및 수술 부위를 넘치게 채워서는 안 되며 완전히 봉합해야 한다 .

1) 타사 제품과 혼합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2) 골을 지지하는 부위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3) 특수한 기구의 적절한 사용과 함께 정확한 수술기술이 요구된다 .
4) 외관상 손상되었거나 변질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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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을 때까지 고정장치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

[제조판매원] (주)바이오리진
[제조품목허가번호] 허가 후 기재
[사용목적] 사용설명서참조
[제조업허가번호] 제3932호
[품목명/제품명] 합성골이식재/ (BONE-Fit)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1년
[중량또는포장단위] 1ea
제품은감마멸균을한일회용의료기기임<재사용금지>
(주)바이오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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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61-381-7072 FAX : 061-381-7073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에코산단 4 로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