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otek LC를 필요량만 채취. 약간 부족

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 치의 양끝 길

이의 7~80%를 기준으로 삼는다.

Revotek LC의 특징과 임상응용

CASE
PRESENTATION

올해 GC사에서 발매된 Rovetek LC는

여러 가지의 특징을 지닌 광중합형

Temporary Resin이다. 종래 Temporary

Resin으로서는 Uni-fast와 같이 자극을

동반하는 재료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환자에게 편안한 치과의

료」가 요구되는 시류 속에서 과연 이

로 좋은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면

서 편리한 Temporary Resin을 찾아보았

지만 본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은 없었다. 그러던 중 GC사에서「환자

에게 편안하고, 뛰어난 조작성」이 특징

이라는 Temporary Resin이 발매되기 시

작하 다. 이 재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1) 자극성이 적다

2) 조작성이 좋다

3) 여러 증례에 응용할 수 있다

다음은 여러 증례에 응용된 실례를 소

개하고자 한다.

사이타마(埼 )현 카와구치( 口)시 개업

일본치과 학 카와구치( 口) 하토가야(鳩ヶ谷) 교우회 학술부

아나야마 히로미( 宏 )

시술전

1.
1

형성후

1.
2

1.
3

구강내 압접∙충전. 무미무취이므로 환

자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1.
4

교합. Stopper등을 사용하여 마진부를

손질한다. 광중합형이며, 자극이 없으며

조작시간은 충분하다.

1.
5

광중합. 각면을 20초 정도씩 광조사하여

충분히 경화 시킨다. 1.
6

증례1 하악 Bridge⑤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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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면 모습

1.
7

마진부

1.
8

보다 정확한 마진을 얻기 위해서는 증례

에 따라 Unifast Ⅱ를 같이 사용할 필요

도 있다. 별매제품 GC Denture primer 또

는 Resin primer를 내면에 도포한다. 

1.
9

필적법으로 소량의 Unifast Ⅱ를 추

가한다. 1.
10

정확한 마진. 익숙해지면 Revotek

LC만으로도 정확한 마진을 채득할

수 있다. 

1.
11

구강내 장착. 연마도 단시간내에 실

행할 수 있다.1.
12

GC사 제품인 Temporary resin shell의

표면.2.
1

미리 내면을 Stamp bar로 조금 깎아

놓는다. 

GC Denture primer 또는 Resin primer를

소량 도포한다.2.
2

2.
3

Revotek LC를 필요한 양만 채취. 

2.
4

Temporary resin shell에 Revotek

LC를 압접한다. 2.
5

구강내로 삽입. 교합시킨다. 

2.
6

증례2 전치 브릿지(Temporary resin shell의 병용예)
전치일 경우, 심미성을 고려하여 Resin Shell이나 Poly-carbonate crown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별매제품 Primer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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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
2.
7

경화후 꺼낸 Temporary resin의 순

측면 모습2.
8

마진부. Revotek LC의 양이 너무

많으면 삭제하기 힘들다. 조금 부

족한 것이 가장 좋다. 

2.
9

형태수정. 연마후 순측면 모습.
2.
10

마진부
2.
11

구강내 시적
2.
12

순측면 모습.
2.
13

Revotek LC와 Copper band.
3.
1

구강내 장착, 시적.
3.
2

이 외에도 의치인상시 사용하는「개인

Tray」의 변연부 수정ㆍ추가나 치료용 의

치의 교합고경의 수정 등, 술자의 창의적

인 생각에 따라 그 응용범위는 무한히

넓다고 생각한다.

Revotek LC를 사용하여「환자에게 편안

한 치과의료」제공을 목표로 삼기를 바라

며 이 을 맺는다.

증례3 Copper band 인상
고전적인 기법이지만 아직은 그 편리성을 버리기 힘들다. Copper band를 사용하지 않

고 Revotek LC만으로「개치 Tray」를 바로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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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ion type & Regular type은종래Sillcone 인상재와비교하여

무려 2배에 달하는 고탄성력으로 인상철거에 동반되는 부하를

폭경감시켰기때문에구강안에서나, 파손이염려되는석고모형에

서손쉽게철거할수있습니다.

한천과 Alginate의 연합인상과 같은 가벼운 감각을 정 도 높은

Vinyl Silicone으로 접목시킨 신 감각의 Silicone Impression System입니다.

Injection Type

Regular Type

Tray Type

고탄성(高 ) Vinyl Silicone Impression Material  

Implant 인상! 

철거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인상철거의 용이함이 자랑인

120-708 서울시 서 문구 충정로3가 222 (피어리스빌딩)  http://www.gckorea.co.kr
전화: (02)313-2272 팩스: (02)313-2275 수신자부담전화: 080-313-7979

GC KOREA CO., LTD.

탄성 2배탄성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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