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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old & Remoldable Splint

스타픽스 스프린트 사용방법

제품 특징

환부
확인

∙100% 국내기술로 만든 친환경 생분해 소재.
∙Pre-mold type 으로 착용 부위에 맞게
성형되어 있어 처치가 빠르고 간편.

2. 성형이 필요한 부분 혹은 전체를 70°C 정도의 물에 담근다.

∙기존 열경화성수지 대비 가볍고 강도가 우수.

3. 약 20여초 지난 후 꺼내어 수건에 가볍게 털어준 뒤 에어매쉬를

∙에어매쉬와 벨크로 스트랩밴드를 사용하여,

부착하고, 환부에 알맞게 성형을 하여 탄력붕대 또는

통기성이 우수하며 탈부착이 용이.

벨크로 밴드로 고정한다.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X-ray 촬영이 가능.

(Pre–mold Type)

(Remoldable)

4. 약 1분여간 기다린 후 제품이 완전히 굳었음을 확인하고 마무리 한다.

뛰어난 통기성

(Excellent Ventilation)

X-Ray 투과성

(X-Ray Translucent)

생분해성

(Biodegradable)

Starfix Products
스타픽스 단상지
[SHORT ARM]

규격 : ① 좌 · 우 ② 대 · 중 · 소
급여코드 : K8103098
급여단가 : ￦28,990

콕업
(Cock-Up)

엄지고정
(Thumb Spica)

얼라 거터
(Ulnar Gutter)

라디알 거터
(Radial Gutter)

단상지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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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착용

1. 에어메쉬와 벨크로 밴드를 제거한다.

및 상황에 따라 알맞은 처치가 가능.

우수한
재성형성

개봉

※ 제품이 사이즈나 부종등의 이유로 환부에 맞지 않을 시 처치방법

∙재성형이 가능하여 환부의 변형정도

즉시착용
가능한 맞춤형

제품
확인

스타픽스 장상지

스타픽스 단하지

품목 : 장상지 / 장상지 라이트

품목 : 단하지 / 단하지 라이트

규격 : 대 · 중

규격 : 대 · 중 · 소

급여코드 : K8103198

급여코드 : K8103298

급여단가 : ￦46,140

급여단가 : ￦43,840

장상지
(LONG ARM)

단하지
(SHORT LEG)

스타픽스 장하지

출시예정 (비급여)

품목 : 실린더 / 실린더 라이트

손가락 스프린트

[LONG ARM]

[LONG LEG]

[SHORT LEG]

규격 : 대 · 중

(FINGER SPLINT)

급여코드 : K8103398

규격 : 대 · 중

급여단가 : ￦55,830

실린더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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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comfort & Quick treatment

스타픽스 급여수가
급여 코드

규격

단위

제조사

급여 상한금액
(V.A.T포함)

K8103098

SHORT ARM

1EA

YUNBIOTECH

28,990 (KRW)

K8103198

LONG ARM

1EA

YUNBIOTECH

46,140 (KRW)

K8103298

SHORT LEG

1EA

YUNBIOTECH

43,840 (KRW)

K8103398

LONG LEG

1EA

YUNBIOTECH

55,83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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