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 Information

Biomaterials @ Straumann® 

Cerabone®
Jason® membrane

Cerabone® 
Bovine bone grafting material

Jason membrane®
Pericardium GBR/GTR membrane



Attribute Description
원료 뉴질랜드산 우골 (cancellous)

구성 100% 수산화인회석

다공성 65-80%

공극률 600-900μm

힐링 시간 6-9개월

보관 온도 5-25°C

사용기한 3년

Feature and Benefit

골전도성
(Osteoconductivity)

볼륨유지
(Volume stability)

안정성
(Safety)

생체친화적
(Biocompatibility)

높은 친수성
(Hydrophilicity)

조작 용이
(Easy handling and 

application)

세라본은 다공성과 거친 표면으로 높은 골전도성을 보이는 이종골 이식재 입니다.
Bovine bone 자체가 가지는 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골 형성 세포의 결합이 용이하고, 세포 
및 혈관의 성장으로 임플란트 주변의 완전한 integration을 제공합니다. 

세라본은 Scaffold 역할에 충실한 골이식재 입니다. 
이식 된 세라본 입자는 신생골과 융합으로 안정적인 볼륨을 유지합니다. 
안정적인 볼륨 유지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매트릭스로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합니다. 

세라본은 1250도에 고온소결하는 특허 받은 제조공정을 통해, 모든 유기 성분 및 화합물
(단백질, 항원 성분, 바이러스) 등을 완전히 제거한 안전한 골이식재입니다. 
세라본은 1, 2차 블리스터 포장 후 감마선 멸균된 바이알에 포장된 상태로 배송됩니다.  

Macro-Micro-Nano로 상호 연결된 모공과 거친 표면으로 높은 친수성을 보이는 것이 
세라본의 특징입니다. 세라본의 강력한 모세관 효과는 혈액 및 영양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세라본은 수화 후 입자자끼리 잘 뭉쳐서 쉬운 핸들링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라본은 650,000건 이상의 성공적인 augmentation을 통해 생체 적합성이 입증된 
제품입니다. 

-



Application and Handling

개봉 (Opening) 
세라본은 멸균된 상태로 유통됩니다. 반드시 무균 상태의 
환경에서 개봉한 후 즉시 사용하세요. 

수화 (Rehydration) 
세라본은 수화없이 이식 부위에 바로 적용해도 되지만, 
쉬운 핸들링을 위해선 적당량의 셀라인으로 수화할 것을 권장
합니다. 세라본의 친수성으로 인해 다른 골 이식재에 수화하는 
양 보다 적은 양의 셀라인을 주입해도 충분히 수화가 됩니다. 
수화 후 여분의 셀라인이 남은 경우, 실린지나 거즈로 셀라인을 
제거/흡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Application)
• 결함 부위에 적용하는 동안 세라본의 입자가 압축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식 된 세라본의 입자는 
    높은 다공성으로, 혈관 내부 성장과 신생골이 차 오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 세라본으로 결함 부위를 완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 혈관성 영역 내에서 세라본은 viable bone과의 최대 
    접촉을 보장합니다. 

• 연조직 침투를 막기 위해 멤브레인과 동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봉합 (Wound closure) 
플랩 위치를 조정하거나 봉합하는 동안 이식 부위가 압축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기간 및 re-entry (Healing time and re-entry) 
치유 기간 및 re-entry 시간은 환자의 결함 부위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 한 후 임상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세라본 입자의 안정적인 골 융합을 위해서는 6개월의 
치유 기간이 요구 됩니다. 

동종골과 혼합 사용 (Mixing with allograft) 
세라본을 동종골과 혼합하면 동종골의 장점인 biological 
potential과 세라본의 장기적인 안정성으로 빠르고 단단한 
신생골 형성을 유도합니다. 

자가골과 혼합 사용 (Mixing with autologous bone) 
세라본을 자가골과 함께 사용하면, 생물학적 활동 
(자가골의 골유도 및 골형성 성질)으로 빠른 신생골 형성에 
유리합니다.  



Prof. Daniel Rothamel
Deputy medical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Plastic Surgery at University Hospital of Dusseldorf

Feature and Benefit

돼지 심막의 3D 콜라겐 구조 
제이슨 멤브레인은 원료인 돼지 심막의 생체역학적 특성으로 높은 인장 강도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0.1~0.25mm사이의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핀 고정 및 
수처 등 다양한 고정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레이어 콜라겐 구조로 
느린 흡수 기간

콜라겐 멤브레인 제품의 단점은 콜라게나아제에 의한 빠른 효소 분해로 안정성이 
제한적이고 차폐막 기능이 짧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차폐막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는 어떤 원료(origin)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이슨 멤브레인은 돼지 
심막의 다중 레이어 콜라겐 구조로 분해속도가 느려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차폐 기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0.1~0.25mm의 얇은 두께
제이슨 멤브레인은 0.1~0.25mm의 얇은 두께로 적용과 조작이 쉽습니다. 
건조 혹은 습윤 상태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디자인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재배치가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Attribute Description
원료 돼지 심막

구성 천연 콜라겐 타입 I, III

구조 3D 다중 레이어 콜라겐 구조로 앞뒤 
구분없이 양면 모두 적용 가능

두께 0.1~0.25mm

고정 Pin, Suturing, Screwing

흡수 기간
원료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장기간 
차폐기능 유지 (최대 6개월)

사용기한 3년

Courtesy of Prof. Dr. Dr. Daniel Rothamel,
Dusseldorf Germany

“실제 임상 현상에서 6년간 집중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제이슨 멤브레인은 면적이 넓은 증강 
   부위에서 우수한 치료결과를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제이슨 멤브레인은 골이식재가 흡수되는 동안 볼륨을 유지하고 
   이식부위의 인접부까지 골을 형성시키는데 아주 적절한 이상적인 멤브레인 입니다.”



Application and Handling

수화 (Rehydration)
제이슨 멤브레인은 셀라인이나 혈액으로 수화할 수 있습니다. 
골이식재 이식 후 수화 없이 건조된 상태의 멤브레인도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수화 후 이식 부위에 적용할 때도 멤브레인 
특유의 끈적거림이 없어서 핸들링이 간편합니다.

적용 (Placement)
제이슨 멤브레인의 매끄러운 면에 G 표시가 있습니다. 
이 면을 gingiva쪽으로 향하게, 약간 거친면은 치조골을 향하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두 면이 바뀌어 사용하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이슨 멤브레인은 양면 모두 사용 가능한 
멤브레인입니다. 제이슨 멤브레인은 디펙트 부위에 2-3mm 
정도 (연조직과) 겹쳐지도록 배치하면, 멤브레인이 치조골과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고, 이식 부위에 연조직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정 (Fixation)
제이슨 멤브레인은 다방향적 강도 및 인열저항을 보이는 
멤브레인입니다. 따라서, 핀으로 고정하거나 봉합 혹은 스크류로 
고정하여도 찢김 현상이 없습니다. 

노출 (Exposure) 
박테리아에 노출되면 멤브레인의 차폐기능이 현저하게 
감소되므로, 제이슨 멤브레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잘 봉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istology of a big blood vessel and 
some smaller ones 

Natural three-dimensional collagen
network of Jason® membrane 

Jason® membrane is very thin, but exhibits 
an excellent multidirectional tear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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