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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ONE™*
교정 장치 직접 접착 시스템

GENERAL INFORMATION (일반 정보)
ORTHO-ONE 은 별도의 혼합과정이 필요 없는 자가중합  브라켓 접착제이다. 파우더, 액상 혹은 타 페이스트와 달리 재료를 혼합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셋팅 타임을 조절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재료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잉여 시멘트가 바로 경화 되지 않으므로, 브라켓을 치면에 모두 접착한 
다음 브라켓 베이스 주변의 잉여 시멘트를 제거 할 수 있다. 필러 함유량이 높은 페이스트와 불소가 들어있는 액상 프라이머는 산 처리된 에나멜 
층에 강한 접착력을 갖도록 고안 되었으며, 액상 프라이머에 첨가된 자사 개발 카타리스트는 5분 이내에 접착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Indications For Use (용도:)
ORTHO-ONE 금속 브라켓 , 세라믹 브라켓,  컴파짓 브라켓 접착

Contraindication (적용상의 주의 사항)
• 접착 패드(Bonding Pad) 없이 설측면 에  유지장치(Retainer)를 붙일 때는 자가중합 접착 시스템은 권장 하지 않는다. 

Warnings: (안전 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고:)
• 인산 에칭제는 눈과 피부에 상당히 자극적이다. 일정시간 노출 되었을 경우 피부와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실수로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았을 경우 흐르는 물에서 씻어준 후 바로 병원을 찾는다. 

• 어떠한 제품이라도 우발적으로 눈에 튀어 들어간 경우, 즉시 다량의 물로 충분히 씻어 내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 동봉된 MSDS를 충분히 숙지하여 추가 적인 예방내용을 확인하다.

Cautions: (일반적인 주의 사항)
• 제품에 포함된 모든 일회용 기기 및 기구는 한번 사용 후 모두 폐기 처분한다. 세척 하거나 재사용 하지 않는다.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한다. 햇빛에 노출된 제품이 변색 될 수 있으나 제품 사용과 효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 오일이나 불소를 함유한 세정용 페이스트는 추후 산 처리 과정을 저해 할 수 있으니 사용 하지 않는다. 

• 미 중합된 페이스트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피부 민감증을 가지 사람의 경우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피부에 접촉 했을 경우 비눗물로 깨끗이 씻도록 한다. 

• 각 구성품 라벨의 유효기간을 확인 한다. 

 

          사용 지침
1. 치아의 세척 

 :오일이나 불소가 들어 있지 않은 Pumice를 이용하여 치아를 세척한다. 잇몸을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세척한다. (잇몸을 손상시켜 출혈이  
 생기면 브라켓 접착면이 오염되어 본딩을 저해 할 수도 있다.) 

 물로 깨끗이 세척 후 치아를 충분히 건조 시킨다. 

2. 산처리(Etch)

 1) 혼합 용기에 에칭제를 도포 한다. 

 2) 마이크로 브러시를 이용해 에칭제를 접착할 치면 전체에 천천히 바른다.

 (에나멜 표면을 필요 이상 강하게 문지르지 않는다)

 3) 효과적인 산처리를 위해 30초간 기다린다. (젖니의 경우 60초) (에칭제가 연조직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일반적인 에칭제 대신 Self etching primer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3.  Rinse & Dry

 :물로 약 20~30초간 해당 치아를 세척한 후 드라이 한다. 건조 후 산 처리된 치면 부분 은 회백색으로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 처리  
 과정을 반복 한다. 

4.  치면에 Ortho One Primer 도포

    :산 처리된 치면에 브러시를 이용해 프라이머를 얇게 도포한다. 프라이머는 휘발성이 강하므로 사용 직전에 뚜껑을 개봉해 사용 하도록 한다.

5.  브라켓에 Ortho One Primer 도포

 :브라켓 베이스의 아랫면에 브러시를 이용해 프라이머를 얇게 도포한다.이 때 브라켓 홀더를 사용하여 브라켓 베이스에 오염을 방지 한다.   
 프라임 처리된 브라켓은 가급적 빨리 치면에 접착 하도록 한다. 

6. Ortho One 접착재 도포

 : 브라켓 베이스 내면에 접착제를 얇게 도포하여 치아에 붙여 정확한 위치에 고정 하며 살짝 눌러 준다.  이는 프라이머와 접착제 사이에  
 접착력을 향상시킨다. 그 다음 접착제가 치면에 균일한 두께로 붙을 수 있도록 적절한 힘으로 눌러 준다. 모든 수정 작업은 20초 이내 즉,  
 접착제가 겔화 되기 전에 끝내야 한다. 브라켓 가장 자리로 삐져 나온 잉여 접착제를 제거 해주고 3분간 그대로 둔다. Arch wire 는 브라켓 접착  
 약 7분후 붙이도록 한다. 

플라스틱 브라켓

ORTHO-ONE 브라켓 접착제는 별도의 컨디셔너 없이 플라스틱 브라켓에 접착된다. 단, 액상 프라이머를 도포 후 1분 정도 후에 ORTHO-ONE 
브라켓 페이스트를 도포해주어야 한다. 

브라켓 제거

핀(Pin) 과 Ligature Cutting 플라이어 혹은 다른 De-bonding  기구를 이용해 브라켓을 치아 접착면에서 손쉽게 제거 할 수 있다. 스케일링 기구 
혹은 세정 기기를 통해 치아 표면을 세척해 준다. 



STORAGE: (제품 보관:) 실온 보관 (20°C-25°C).  각 구성품 라벨에 유효기간 확인

WARRANTY: (제품 보증:) 

Bisco,Inc 는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을 경우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줄 책임이 있다. Bisco,Inc 는 제품에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오용 
함으로서 발생한 모든 직, 간접적인 혹은 결과적인 손상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으로 그 이후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사용자에게 있다. 

*   ORTHO-ONE은 Bisco, Inc.의 상표이다. 

  에칭제는 Bisco, Inc.에서 제조한다.

BISICO France
120, allée da la Coudoulette
13680 Lançon de Provence
France
Tél. : 33-4-90-42-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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