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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은 셀프에칭 셀프어드헤시브 듀얼큐어 레진시멘트입니다.  
인다이렉트 세라믹, 메탈, 컴포지트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브릿지, 
포스트, 스크류 시멘테이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딩과 에칭이 
필요하지 않으며 불소방출이 됩니다.

용도
세라믹, 메탈, 컴포지트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브릿지, 포스트, 
스크류

사용금지
1. 비니어
2.  특정 사람에게는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사용방법

치아 프렙
1. 적당한 쉐이드를 선택하십시오.
2. 템포러리 수복물을 제거하고 Oil, free air를 사용하여 템포러리 

시멘트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3. 수복물을 Try in 해 보십시오.
4. 물로 깨끗이 닦고 건조시키십시오.  완전 건조는 피하십시오. 

경고 : 펄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상을 뜨기 전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라이너를 사용하십시오.  과산화수소, 
디센서타이저, 살균제, 아스트린젠트, 덴틴 실란트와 같은 
물질들은 잔여물이 본딩강도와 세팅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복물 프렙
깨끗이 닦고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수복물을 프렙하십시오.

캡슐 사용
1. 캡슐의 body가 터트려질 때까지 딱딱한 표면에 플런저를 

누르십시오.  혹은 Activator를 이용하십시오.  
중요 : 혼합 전 어플리케이터로 캡슐을 터트리지 마십시오

2. 터트려진 캡슐을 캡슐혼합기(Ultramat S amalgamator, SDI)에 
넣으십시오.

3. 10초 동안 혼합하십시오.
4. 즉시 캡슐을 제거하고 어플리케이터에 위치시키십시오.
5. 페이스트가 투명한 노즐에 보일 때까지 어플리케이터의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약 3회)

seT 의 도포
1. 구강 내 액체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부위를 

보호하십시오.
2.  수복물과 치아의 모든 본딩 표면 위에 똑같이 seT을 짜내십시오.

중요 : 근관 내에 시멘트를 넣기 위해 렌트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럴 경우 세팅타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산소방해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관 내에 넣는 동안 포스트를 
흔들어 주면 좋습니다.

작업시간    2분
혼합 시작 후 세팅타임:  5분(구강 내 온도)
광중합 시간 :   20초
캡슐당 양 :   0.14ml

주의 : 높은 온도와 수술등은 워킹타임과 세팅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수복물을 세팅하고 광중합을 하기 전에 30초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4. 광중합 2초 후에 혹은 자가중합의 경우 2분 후에 잉여시멘트를 
제거하십시오. 중요 : 스폰지 등으로 잉여시멘트를 제거한 경우, 
수복작업이 완료된 후 최소한의 잉여시멘트를 남겨 두십시오.  
그 후 바로 잉여시멘트의 광중합이나 자가중합이 가능하다면, 
글리세린 젤로 잉여시멘트를 덮어 산소억제를 방지하십시오.

5. (a) 컴포지트와 올세라믹 재료의 경우에는 수복물 표면에 최소 20
초 동안 seT을 광중합 하십시오.

 (b) 불투명한 수복물의 경우에는, 믹싱 후 최소 5분 동안 
자가중합이 되도록 하십시오.  마진 부위를 폴리싱 하십시오.

저장 및 핸들링
- 사용하기 전까지 냉장보관 하십시오.
- 사용 전까지 호일팩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 2° ~ 8°C (35° - 45°F) 에서 보관하십시오.
- 20° ~ 25°C (68° - 77°F) 의 실온에서 잠시 두었다가 사용하십시오.

예방
- 치과의사만 사용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섭취하지 마십시오.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응급처치
- 눈(접촉) : 물로 깨끗이 씻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피부(접촉) : 알코올을 묻힌 헝겊 혹은 스폰지를 사용하여 

제거하십시오.  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 섭취 : 많은 양의 물/우유을 섭취하십시오.  징후가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흡입 :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장단위
- Boxes of 50 capsules
- Shades : A1, A2, OA3, TR(Translucent), WO(White Opa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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