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ne Expander Hand Kit
본 익스팬더 핸드 키트

•라쳇 렌치에 연결하여 손으로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치조골의 폭이 좁아 식립이 어려운 경우, 골폭의 확장을 위해 사용합니다.

•골밀도가 낮아 초기 고정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 측방으로 Bone을 압축해 골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Bone Expander Hand Kit는 수술을 시작하는 분들이 수술의 감각을 익히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접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Ratchet Wrench (RWOS)
Expander를 체결하여 조이거나 풀어줄 때 사용합니다.

Expander

·Point Drill 사용 후 제일 작은 사이즈의 2.3mm Expander를 Ratchet Wrench에 끼워 
   Path와 Depth를 확인하면서 홀 작업을 합니다.
·확장시 골이 어느 정도 팽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약간 기다린 다음 한 단계 큰 직경의 
   Expander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심고자 하는 Fixture의 굵기를 감안하여 최종 
   Expander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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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Drill ø1.3 (PDP13)
Expander 사용전 작업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8mm

10mm

12mm

13mm
Diameter

Apical

Engine Adapter (OCAEA)
Expander를 엔진으로 사용할 때 쓰는 Adapter 입니다.

Hand Driver (HDRRC)
Expander를 끼워서 손으로 풀어줄 때 용이합니다.

Length Extension (OCAHA)

수술 시 양쪽 치아의 간섭으로 인해 Expander 길이가 짧아
사용 하지 못할 경우 길이를 연장해 주는 Too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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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m)

BEPD23 BEPD27 BEPD31 BEPD35 BEPD43 BEPD51



Practice 1.
1. Point 드릴을 사용하여 식립부에 적절한 깊이로 Drilling 합니다. (엔진속도 : 800~1,200 rpm) 

2. 이후 Expander를 가장 가는 사이즈 부터 시작하여 점차 굵은 것으로 사용하면서 원하는 사이즈까지 확장한 후 Fixture를 심도록 합니다.

   (Expander의 직경이 식립하고자 하는 Fixture의 직경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확장폭이 큰 경우, Point Drilling 후 드릴부를 중심으로 Disk(=saw)를 사용하여 골의 수평이 되도록 절개한 후 Expander를 사용합니다.

  •Expander를 사용하여 확장시에는 Ratchet Wrench를 사용하고, Expander를 빼낼때는 Hand Driver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치조골의 폭이 좁아 식립이 어려운 경우, 골폭의 확장을 위해 사용합니다.

Practice 2.
1. Point 드릴을 사용하여 식립부에 적절한 깊이로 Drilling 합니다. (엔진속도 : 800~1,200 rpm) 

2. 가는 사이즈 Expander 부터 순차적으로 굵은 사이즈의 Expander로 교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치근단부와 측방으로 Soft Bone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3. 식립부의 Bleeding 상태를 확인하여 너무 과하게 압축되지 않았는지 확인 한 후 Fixture를 심습니다.

   (Bleeding이 일어나지 않으면, 과하게 압축된 상태로써 Reamer를 이용하여 살짝 골표면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밀도가 낮아  초기고정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 측방으로 Bone을 압축하여 
골질을 단단하게 만들고, 보다 치밀한 골로 형성시켜 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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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폭이 좁아 
식립불가

식립부
초기 드릴링

작은 Expander부터
순차적으로 큰 사이즈의 

Expander로 
변경해가며 골 폭 확장

4mm의 골폭이 6mm의 
Fixture를 식립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벌어졌음

Fixture 식립

충분히 골이 
확장된 모습

6mm

4mm

골 밀도가 낮아
초기 고정력이 우려됨

Point 드릴로
식립부의 위치 및
Path를 잡아줌

Expander를 사용하여
측방으로 골 압축을 일으킴

높아진 골밀도로
초기 고정력이 좋아짐

→ 임플란트 예후에 좋은 영향



Practice 3. Ridge Split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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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드릴을 사용하여 식립부에 
적절한 깊이로 Drilling 합니다.

본 스프레더 기구를 사용하여
골폭을 확장합니다.

본 익스팬터 킷트를 사용하여
골폭을 확장합니다.

본 스프레더 기구를 사용하여
골폭을 확장합니다.

골 확장시 일정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안되며, 

힘의 분산을 위해 충분한 골 절개가 필요합니다.

본 익스팬터 킷트를 사용하여
골폭을 확장합니다.

Contra Angle Type은 구치부
Bone Cutting시 윗면 가로방향으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확장을 조금만해도 될 때는 교합면만
골절개 후 확장기구들을 이용합니다.

Straight Angle Type은 구치부
Bone Cutting시 협측의 세로방향으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확장하는 양이 많을 때는 추가적으로
협측에 세로방향으로 골절개를 한 후

확장 기구들을 사용합니다.

o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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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준비사항

1. 제품 외관의 변형이나 핀 홀, 이물질 부착 등을 확인 하도록 한다.

2. 고압증기멸균(132℃에서 15분간 멸균, 30분간 건조)하도록 한다. 멸균 시 설비 제조회사의 멸균방법과 사용 방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멸균과 건조 시 기구간에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반드시 멸균포를 사용하도록 한다.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

 1. 사용 후 혈액이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소독액 및 세정액 등을 이용하여 손세척 또는 초음파 세척한다. 

   (교착부가 있는 제품의 경우, 모든 교착부를 완전히 열고 세척할 것.)

 2. 소독액에 장시간 담가두지 않는다. (기구 부식의 원인)

 3. 날이 무뎌지지 않게 다른 기구들과 분리하여 세척 및 관리한다. 

사용 시 주의사항

1. 기구의 멸균 시 얼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멸균기 제조업체의 지시 사항에 따라야 하며, 수증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가지 커버를 닫아두도록 한다.

2.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로 무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직사광선이 없는 실온의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모델명, 품목명, 신고번호, 사용목적 

모델명 : BEPD 

1.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제신 17-470호, 치과용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구

2. 치과임플란트시술용드릴, 제신 17-470호, 임플란트 시술에서 임플란트용 핸드피스에 부착하여 골을 삭제하는 기구

**본 제품은 비멸균 의료기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