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U 본스크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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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 < 그림 2 >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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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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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연월: 2015.06.11.(Rev.01)

페이지 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