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tical Bone Scraper

Intended Use

Cortical Bone Scraper is used as a bone-harvesting device to collect autologous cortical bone fragments during a dental implant surgical procedure. 

This is a single-use device.

◆ Indication: Reconstruction of alveolar cleft, lateral crest augmentation before dental implantation and sinus floor augmentation.

◆ Contraindication: Patients presented no contraindications for implant therapy.

◆ Preparation before use

 1) Determine package integrity. Never use this device if the package integrity has been opened and/or damaged.

 2) This device has been sterilized by Ethylene Oxide Gas, so check for expiration date.

 3) Be fully aware of the instructions for use before using the product.

               

◆ Method of use 

 1) Open the package carefully in the sterile field.

 2) The device must be gripped with the transparent chamber facing the bone.

 3) The bone is collected by pushing the end of the device towards the bone surface and simultaneously pulling 

  the device itself backward. [See figure 1]

 4) To use the collected cortical bone, carefully press the slide button forward. [See figure 2]

 5) To continue the bone collection procedure, put the transparent chamber back.

 6) As the blade starts to dull, twist blade with a 1.2mm hex driver to expose a new cutting surface.

◆ Cautions
 1) Do not use the product other than the intended use.
 2) The product should be used only by experienced doctors and authorized persons. 
  It is intended only for single use during the procedure.
 3) Wear sterile gloves when handling the device, taking care not to cut them with the sharp edges of the blade.
 4) Determine package integrity. Never use this device if the package integrity has been opened and/or damaged.
 5) This product is intended as a single use. Do not re-use and re-sterilize it.
 6) Do not repair of the damaged product by the user.
 7) Do not use if the package integrity has been breached or compromised.

◆ Side effects
 1) Infection
 2) Pain
 3) Inflammation

◆ Warning
 1) Do not use if package is opens or damaged
 2) The expiry date is shown on the product label and package. Do not use after the expiry date. 

◆ Storage method: Store the product at room temperature away from direct sunlight and heat.

◆ Expiration date: 3 years from manufactured date

◆ Method of Sterilization: Ethylene Oxide Gas sterilization

◆ Disposal: Put used product into the waste box for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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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허가번호: 경인 제신 14-133 호

• 품목명: 수동식골수술기

• 모델명: BSF

• 포장단위: 1EA/1pouch

• 사용목적: 골수술시 절골, 절제, 천자, 천공 등에 사용하는 수동식 수술기구

• 보관 또는 저장방법: 직사광선 및 고온을 피하도록 하며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 사용방법

 가. 사용 전 준비사항

  1) 사용자는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본 제품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합니다.

  2) 제품의 포장이 손상되어있거나 개봉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본 제품은 EO 멸균제품으로 사용 전 유효기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나. 사용방법 또는 조작순서

  1) 멸균 장소에서 제품을 조심스럽게 개봉하도록 합니다.

  2) 투명 챔버가 골 방향으로 향하도록 잡습니다.

  3) 제품의 끝을 골 표면에 대고 누르면서 동시에 뒤로 당기면서 골 조직을 채취하도록 합니다. [그림 1]

  4) 채취된 골 조직은 챔버의 슬라이드 버튼을 지그시 눌러 밀어 올리도록 합니다. [그림 2]

  5) 골 조직 채취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의 투명챔버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도록 합니다.

  6) 제품의 날이 무뎌진 경우, 1.2㎜ 헥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새로운 면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림 3]

 다. 사용 전 보관 및 관리방법

  본 제품은 직사광선 및 고온을 피하도록 하며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 사용 시 주의사항

 가. 사용 상 주의사항

  1)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도록 합니다.

  2) 본 제품은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제품을 사용할 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제품 끝의 날카로운 칼날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제품의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제품이 개봉되어 있거나 손상되어 있는 경우 제품 사용을 금하도록 합니다.

 나. 부작용

  1) 감염

  2) 통증

  3) 염증

 다. 경고

  1) 제품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사용을 금하도록 합니다.

  2) 제품의 포장 라벨상에 있는 유효기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을 금하도록 합니다.

 라. 사용 전 보관 및 관리방법

     본 제품은 직사광선 및 고온을 피하도록 하며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마.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3년

 바. 제품 사용 후 처리방법: 의료용 폐기물 박스에 버리도록 한다.

 사. 금기사항

  1) 본 제품은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으로써 재사용, 재멸균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사용자에 의해서 손상된 제품을 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제품의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어 있는 경우 제품 사용을 금하도록 합니다.

 아. 멸균방법: Ethylene Oxide Gas Sterilization (EO 멸균)

•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 ㈜오성엠앤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57

☎ 031-987-5395
• 본 제품은 의료기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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