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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합용판(Bone Plate) 사용설명서

 1. 작용원리

   본 제품은 인체의 파손된 뼈를 고정시키기 위한 골절합용판 

   으로써 골절합용 판에 형성되어 있는 구멍에 골절합용 나사

   (별도 허가제품)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각 제품은 다음의 부위에 사용된다.

   - Small T-Plate : 손목

   - Distal Radius Plate : 팔

   - Distal Radius Plate – Narrow/Standard Type : 팔

 

 2. 사용방법
    
  가. 사용 전 준비사항
    ① 표면의 원상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품의 번호를 항상 점검 체크하고 출하 및 보관 시 계속

       기록 보관한다.

    ③ 제품의 사용은 먼저 입고된 제품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표면, 멸균상태, 배열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 타

       금속으로 된 제품과 격리 보관한다.

    ⑤ 타 재질에 의한 부식 및 긁힘(Scratch)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해 타기구와는 분리․보관한다.

    ⑥ 외부 충격에 의한 흠, 크랙 등의 발생을 방지 조치해야 한

       다.

 ① 의료기기제품명  골절합용판 (Bone Plate)

 ② 형명 (모델명)  BYTP-3H 외 35건

 ③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

 상호 : ㈜바이원 광주지점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 321호, 

322호/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

로 333, 생산동1층 F105-3 

 Tel :062) 464-6176

 Fax :031) 697-2373

 ③ 제조업 허가번호  제5720호

 ④ 제조품목 허가번호  제허 16-369호

 ⑤ 사용 목적

정형외과 수술 시 손목뼈와 팔뼈의 

절합을 위해 파손된 뼈를 고정하는

데 사용

 ⑥  포장 단위  1개/팩, 10개/팩

본 제품은 “일회용 의료기기”임  “재사용을 금지” 함

  

    ⑦ 본 제품은 비 멸균상태로 출고되며 제품의 사용 전 아래의

       방법으로 멸균하여 시술하여야 한다.

     ※ 제품의 멸균 방법은 고압증기멸균(ISO17665-1,2)으로 

       수술 직전에 132℃ 이상 2기압에서 4분의 조건에서 멸균

       처리하여 사용한다.

    ⑧ 본 제품과 시술기구(Surgical instruments)는 접촉하여 멸균

       처리하면 안 된다.(금속산화물이 옮겨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⑨ 소독 할 때 가능한 표면에 흠집, 굽힘, 타 금속과의 접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⑩ 날(Edge)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사용 전, 제품의 외관상 현저한 변형이나 크랙, 핀 , 홀, 

       이물질 부착 등을 확인해야하며, 손상을 입은 상태가  확인

       될 경우 폐기한다.

  나. 사용 방법

    본 제품은 적절한 훈련을 받은 시술의에 의해서만 시술되어야

    한다. 본제품은 본제품 전용의 시술기구(Surgical instruments)

    만으로 시술 되어야 한다.

    ① 환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한다.

    ②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플레이트를 위치시킨다.

    ③ 플레이트에 적합한 나사를 선택한다.

    ④ 수술용 도구를 이용하여 플레이트 홀에 나사를 체결시켜 

       플레이트를 고정한다.

  다. 사용 후 보관 및 관리 방법

    ① 잘못 사용으로 인한 결함 발생 시 즉시 폐기 처분한다.

    ② 일회용이므로 재사용을 금한다.

    ③ 사용에 투입되지 않는 제품은 사용 전 보관 방법에 의해 

       보관한다.

    ④ 외관상 표면에 흠집, 긁힘 등의 손상을 입은 제품은 

       폐기한다.

    ⑤ 이때 폐기방법은 의료용 폐기물의 폐기방법에 준하며 사용

       한 각 병원 및 기관에서 폐기 처분한다.

 3. 사용 시 주의사항
  

  1) 금기사항

    ① 심각한 감염이 있는 경우

    ② 감염 부위가 넒은 경우

    ③ 뢴트겐 사진 상에 나타난 관절 파괴 또는 골 흡수로 인해

       명백하게 질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④ 골격 미성숙 환자

   ⑤ 염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관절 질환

   ⑥ 신경병에 걸린 관절

   ⑦ 활동성 만성감염이 또는 HIV 감염

   ⑧ 출혈성 질환이 있는 환자

   ⑨ 티타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민감한 환자

   ⑩ 고도 비만

   ⑪ 체중 부하에 악영향을 주는 신경 또는 근 골격 질환

   ⑫ 수술 후 계속 치료할 수 없는 비협조적이거나 정신 기능이

      비정상적인 환자, 어린이, 알콜 중독 환자

  2) 부작용

    ① 가관절증

    ② 신경학적 합병증, 마비 연부조직의 상처, 외과적 행위에 따

       른 고통, 파손, 임플란트의 이동과 변형

    ③ 기계적 응력의 분배에 의한 골밀도 감소

    ④ 외상적 증가에 의한 고통, 비정상적인 감각 능력

    ⑤ 신경학상, 외과적 외상으로부터 해부 신경 막의 기능 장애

    ⑥ 병리 점액낭염

    ⑦ 임플란트 주위에 기생성 미생물의 존재

    ⑧ 수술과정에서 교정의 부분적인 손실

  3) 경고

    ① 노쇠하거나 정신 질환자 또는 알코올중독자 등과 같이 치유

       기간 또는 치유 능력에 있어서 열악한 상태의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② 언급된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수술 시술에는 사용 하지 

       말 것

    ③ 모든 위험이나 잘못 취급된 임플란트는 반드시 폐기 할 것

    ④ 내부 고정 장치는 보통의 건강한 뼈와 똑같은 수준의 하중

       과 활동처럼 저항력을 갖고 있지 않음

    ⑤ 삽입물의 고정이 확고해질 때까지 완전한 무게에 지탱할 수

       있는 응력을 가지지 않거나 파손 될수 있음

  4)주의사항

    ① 내부 고정 장치를 제거하기 위한 의사의 결정은 제거의 어

       려움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시술절차에 대한 환자의 위험인

       자에 대해 고려해야 함

    ② 임플란트 제거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후처리 취급

       에 의해 따라야만 함

    ③ 본 제품은 일회용 의료기기이므로 재사용을 하지 말 것

    ④ MR 환경에서의 안전성 및 호환성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음

 
 5. 유효기간: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