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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위치로 회전시킨다. Dispenser의 뒷면 Lever를 눌러

서 설치를 완료시킨다.32

평소와 같이 지 치를 청소한 다

음, 건조시킨다.5
별도 판매되고 있는 Conditioner

로 치면을 처리하면 접착강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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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enser에 Cartridge를 부착시

킨다.1

이 상태로 보관해 두면 바로 사용

할 수 있으며 탈착 조작이 쉽다.4

임상에 신제품도입을 검토할 때, 보통

성능과 조작성 그리고 가격 이 3가지를

고려하는데 이번에 발매된 후지셈

(FujiCEM)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 3가

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먼저 조작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조작성을 기 할

수 있다. 

이른바 레진강화형 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인 Fuji Plus와 달리 Paste-Paste

형으로 되어 있다. 정 도가 높은 전용

디스펜서는 사용하기 편하고 사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항상 정확

한 비율로 시멘트를 계량할 수 있다. 시

멘트 자체는 표면처리하지 않으며 치질,

금속, 도재 등과 접착할 수 있도록 개량

(改 )되어 있다.

특징 중 하나는 Paste의 감촉으로, 늘

어지거나 흘러내리지 않고 피착면(

)에 일정한 두께를 확보시킨다. 보기

와 다르게 유동저항이 작고, 압접하면

부드럽게 퍼지고 피막두께는 3㎛에 불

과할 정도로 매우 얇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의 양을 사용하지 않고도 복잡한

형태의 보철물의 우각( 角)부와 변연

까지 충분히 도달시킬 수 있다.

압접 후, 잉여시멘트는 치관변연부 위

로 나오는데, 초기경화가 된 다음에 제

거하면 쉽게 제거된다. 경화시간은 짧지

만 혼합조작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조작

할 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추가 혼

합도 간단하여 다수치의 동시 합착에도

충분히 응할 수 있다. 합착 후의 경화

는 샤프하고 수분에 의한 향은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디스펜서와

시멘트의 성상을 꾸준히 연구한 결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발매하게 되었으며

가격 면에서도 종래 제품과 같거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억제하 다.

다음은 후지셈(FujiCEM)의 사용 예를

순서 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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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에 시멘트를 도포하듯이 담는

다. 압접시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시멘트를 너무 많이 담을 필요는

없다.

11
혼합된 Paste는 Spatula에서 흘

러 내리지 않는다.10

Paste는 정확한 비율로 계량된다.

계량 조작 시 수고로움없이 균일

하게 시멘트를 계량할 수 있다.

8
혼합이 안된 부분이 남지 않도록

Mixing pad를 가능한 폭넓게 사

용한다.

9
Dispenser Lever는 가벼운 힘으

로 조작할 수 있고 사용량도 손쉽

게 조절할 수 있다.

7

압접하면 처음에는 저항이 느껴지

지만, 서서히 부드럽게 들어간다.12

잉여시멘트는 치관변연부 위로 나

오게 된다.13
초기경화 후, 잉여시멘트는 탐침

등으로 쉽게 제거된다. 14
합착 종료. 일련의 합착조작을 종

래 제품보다 간편하고 확실하게

실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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