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teral Approach Kit
레터럴 어프로치 키트

드릴의 끝에서 감지되는 저항에 따라 모터의 동력전달을 드릴내부에서 스스로 제어해주는 A.I. Drill (Artificial Intelligent Drill)과
수압으로 골막을 들어올리는 Aqua Lifter를 이용하여 상악동 거상을 좀 더 쉽게 해주는 시술킷트입니다.

•어떤 시술자가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술을 위한 깊이까지만 Drilling 된 후 Drill이 스스로 멈추는 방식)

•골막 거상 시 수압을 이용하여 상악동 천공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다른 시스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형태의 드릴들로 구성되어, 어떠한 시술케이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Sinus Lift

•Window가 뚫린 상태에서 상악동막의 분리시 사용합니다.
•사용 용도별 4종

Aqua Lifter 

•1회용 주사기에 끼워서 사용합니다.(Luer-lock syringe)
•1.0~1.5cc 의 생리 식염수 또는 방사선 조영제를 주입

Burin Drill 

•Bur의 끝 부분이 매끈한 Round 형태로 골막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막을 분리 한 후 측면의 절삭날을 이용하여 상악골을 삭제합니다.

•Straight Angle용과 Contra Angle용 2종

A.I. Drill Dismantler 

•Lateral A.I.Drill의 상부 구조물을 Contra Angle용으로 교체할 때 사용하는 Tool

A.I. Drill_Straight 

•Straight Angle용
•상악동의 측벽에 Stopper 없이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
•저항에 따라 모터의 동력 전달을 감지하여 상악동을 만나면 
   저절로 멈추는 드릴입니다. (6,000rpm까지 사용 가능)

A.I. Drill_Contra Angle 

•Contra Angle용
•Lateral A.I. Drill의 상부 구조물을 체결하여 사용합니다.
•저항에 따라 모터의 동력 전달을 감지하여 상악동을 만나면
   저절로 멈추는 드릴입니다. 

Wide Burin Drill 

•Burin Drill를 사용한 후 Window의 크기를 확장시킬때 사용합니다.
•Straight Angle용과 Contra Angle용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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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1.

Practi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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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rilling

•Lateral Hole 위치는 가능한 가장 전방, 
  하방 부위로 설정합니다. 이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상악동막을 거상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Aqua Lifter

•옅은 색의 상악동막이 분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회용 주사기에 Aqua Lifter를 연결하고 
   1~1.5cc 생리식염수 혹은 방사선 조영제를
   채웁니다.
•Aqua Lifter Tip을 Lateral Hole에 
  연결한 후, 주입하여 상악동막을 분리시킵니다.

Burin Drilling

•Lateral Hole에 Burin Drill 기구 끝을 넣고,
   Lateral Wall 뼈에 기구를 건 후 Burin Drill
   옆면에 있는 날을 사용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Window를 삭제합니다. 

Lateral Window 확장

•필요시 Lateral Window를 원하는 크기로 
   확장합니다.
•무치악 부위가 긴 경우 Window 옆면을 갈아서 
   넓힙니다.
•Window를 2개 형성한 후 연결할 수 있습니다. 

Sinus Membrane And Elevation

•Sinus Lift Instrument를 Window 안으로 
   넣어 측방, 하방의 상악동막을 거상합니다.

Bone Graft

•이식골을 충전하여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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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면 윈도우가 뚫린 둘레의 상악동막을 분리하고 
   홀주변을 정리합니다.

2. 홀 주변의 아래 부분과 원거리까지 상악동막을 
   분리합니다.

3. 홀 주변의 좌, 우부분의 상악동막을 분리합니다.

4. 홀 좌, 우부분의 원거리까지 상악동막을 분리합니다. 5. 이식골을 운반합니다. 6. 홀 안에 이식골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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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는 혈중 흡수 후 요로계로 배설되며, 투여 후 1시간에 
  약 50%, 24시간에 95~99%가 요 중에 배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