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link® N

Korean

Multilink® N Primer A/B

설명
Multilink® N은 메탈, 메탈-세라믹, 올-세라믹 그리고 복합레진으로 제작된
간접 수복물의 접착성 합착을 위한, 선택적 광중합이 가능한 자가-중합형
합착용 복합레진입니다. Multilink N은 자가-부식 그리고 자가-중합형의
Multilink N Primer와 함께 적용됩니다. 특별한 필러 성분은 Multilink N에
매우 높은 방사선불투과성을 제공합니다. Monobond N은 지르코늄과
알루미늄 옥사이드 그리고 실리케이트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올-세라믹뿐
아니라, 귀금속과 비귀금속 합금에 강력한 결합을 얻기 위한 결합 에이전트
로서 권장됩니다.

사용설명서
– 선택적 광중합이 가능한 자가-중합형 합착용 복합레진
– 자가-중합과 자가-부식 프라이머

쉐이드
Multilink N은 두 가지 쉐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 Transparent
- Yellow

작업 시간

치과에서만 사용
경고: 미국연방법은 이 제품을 면허가 있는
치과의사의 주문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합니다.

Manufacturer
Ivoclar Vivadent AG
FL-9494 Schaan/Liechtenstein
www.ivoclarvivadent.com

Printed in Korea
© Ivoclar Vivadent AG, Schaan / Liechtenstein
Korean version prepared/0514 based on the
English version 649983/2013-02-01/Rev. 0/6spr.

조작과 경화 시간은 주변 온도에 따릅니다. Multilink N이 오토믹스
시린지에서 배출되면, 다음의 시간들이 적용됩니다:
상온
23 °C
(73 °F)

구내
(Multilink N Primer와 함께)
약 37 ℃ (99 ℉)

작업시간

약 3분

약 2분

중합 시간
(작업 시간 포함)

약 8분

약 5분

혼합 비율
Multilink N은 항상 최적의 비율로 오토믹스 시린지에서 배출됩니다.
Multilink N Primer A와 Multilink N Primer B는 1:1 비율로 혼합됩니다
(예. Primer A 1방울 + Primer B 1방울).

성분
Multilink N
모노머 매트릭스는 디메타크릴레이트와 HEMA로 구성됩니다. 무기질 필러는
바륨 글라스, 이테르븀 트리플루오라이드, 구상체 혼합 산화물을 함유합니다
. 입자 크기는 0.25–3.0μm입니다. 평균 입자 크기는 0.9 μm입니다. 무기질
필러의 총 부피는 약 40%입니다. Multilink N Primer A와 B Multilink N
Primer A는 개시제의 수용액입니다. Multilink N Primer B는 HEMA, 포스
폰산 그리고 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를 함유합니다.
Multilink N Primer A와 B
Multilink N Primer A는 개시제의 수용액입니다.
Multilink N Primer B는 HEMA, 포스폰산 그리고 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를
함유합니다.

적응증
Multilink N과 Multilink N Primer는 강력한 결합이 필요한 간접수복물의
영구적인 합착을 위해 사용됩니다:
–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브릿지, 근관 포스트
– 메탈과 메탈-세라믹
– 올-세라믹, 특히 불투명한 지르코늄 옥사이드 세라믹
– 복합레진 그리고 섬유-강화 복합레진

금기증
다음의 경우 Multilink N과 Multilink N Primer의 사용이 금기됩니다
– 건조한 작업부위가 형성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규정된 작업기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Multilink N과 Multilink N Primer A/B의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알려진 경우.

부작용
현재까지 알려진 전신적인 부작용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경우, 단일 구성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상호작용
페놀 성분 (예. 유지놀, 동록유)은 중합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분을
함유한 재료, 예. 구강 세정제와 임시용 시멘트, 의 적용은 반드시 피해져야
합니다. 알칼리성 분출 매개물은 Multilink N Primer의 효과를 저해합니다.
과산화수소와 산화효과가 있는 다른 소독제들은 개시제 시스템과 반응할
수 있고 결국 중합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토믹스 시린지는
산화 에이전트를 사용해 소독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린지는, 예를 들어
의료용 알코올을 사용해 닦음으로써 소독될 수 있습니다.

적용
1. 임시 수복물의 제거와 와동의 세척
연마 브러시 그리고 기름/ 불소를 함유하지 않은 세척 페이스트
(예. Fluoride-free Proxyt)를 사용해 와동 또는 삭제된 치아에서 임시 합착
시멘트의 잔류물을 제거합니다. 워터 스프레이로 헹굽니다. 그 후, 물과
기름을 함유하지 않은 에어로 건조합니다. 과잉건조를 피하십시오.
2. 수복물의 시적과 건조
다음으로, 수복물의 쉐이드, 적합 그리고 교합을 확인합니다. 파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합착되기 전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세라믹 수복물의
교합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중간 속도에서 고운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다량의 물과 약간의 압력을 가하며 조정합니다.
삭제된 면을 연마합니다. 복합레진을 사용한 접착성 합착 기법이 적용될 때,
작업 부위의 안전한 격리 – 가급적 OptraDam과 같은 러버댐을 사용,
대체적으로 코튼 롤과 배타기를 사용 – 가 요구됩니다.
치아 경조직이 시적 과정 중 혈액 또는 타액으로 오염될 경우, 항목 1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반드시 다시 세척되어야 합니다.
3. 수복물의 전처리
3.1 치과 기공소에서 전처리된 수복물이 시적 과정 중 혈액 또는 타액과
접촉한 경우, 수복물의 오염된 결합 표면은 반드시 다음에 따라 세척
되어야 합니다.
– 시적 후, 워터 스프레이로 수복물을 완전히 헹구고 기름을 함유하지

않은 에어로 건조합니다.
– 마이크로브러시 또는 브러시를 사용해 Ivoclean으로 수복물의 결합
표면을 완전히 덮습니다.
– Ivoclean이 20초간 반응하도록 합니다. 워터 스프레이로 수복물을
완전히 헹구고 기름을 함유하지 않은 에어로 건조합니다.
– 리튬 디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 또는 지르코늄 옥사이드 세라믹
(예. IPS e.max Press/CAD IPS e.max ZirCAD)으로 제작된 수복물
에 Monobond N을 사용합니다. 브러시 또는 마이크로브러시를
사용해 세척된 표면에 Monobond N을 적용합니다. Monobond N을
60초간 반응하도록 한 후 강한 에어로 분산시킵니다.
3.2 치과 기공소에서 전처리되지 않은 수복물들은 워터 스프레이로 헹궈
지고 시적 과정 후 건조되어야 합니다. 그 후, 수복물은 다음과 같이
전처리됩니다:
3.2.1.1 글라스-세라믹 수복물 (예. IPS Empress®)
– 5%의 불산 (예. IPS® Ceramic etching gel)을 사용해 수복물을
60초 동안 또는 수복재료 제조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부식합니다.
– 워터 스프레이를 사용해 수복물을 완전히 헹구고 기름을 함유하지
않은 에어로 건조합니다.
3.2.1.2 리튬 디실리케이트 글라스-세라믹 수복물 (예. IPS e.max® Press,
IPS e.max CAD)
– 수복물을 5%의 불산 (예. IPS Ceramic etching gel)을 사용해 20초
동안 또는 수복재료 제조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부식합니다.
– 워터 스프레이를 사용해 수복물을 완전히 헹구고 기름을 함유하지
않은 에어로 건조합니다.
3.2.1.3 지르코늄 옥사이드 (예. IPS e.max ZirCAD)와 알루미늄 옥사이드
세라믹 수복물
– 수복물의 내부 표면을 샌드블라스트합니다 (수복재료 제조사의
지시사항에 따른 샌드블라스팅 변수).
– 필요할 경우, 초음파기 장치에서 수복물을 약 1분동안 세척합니다.
– 워터 스프레이를 사용해 수복물을 완전히 헹구고 기름을 함유하지
않은 에어로 건조시킵니다.
– 중요! 강력한 결합을 얻기 위해, 지르코늄 옥사이드 표면을 인산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3.2.1.4 메탈 또는 메탈-지지 수복물
– 수복물 내부 표면을 균일하고 광택이 없는 표면이 얻어질 때까지
샌드블라스트 합니다 (수복 재료 제조사의 지시사항에 따른 샌드
블라스팅 변수).
– 필요한 경우, 초음파기 장치에서 수복물을 약 1분간 세척합니다.
– 워터 스프레이를 사용해 완전히 헹구고 기름을 함유하지 않은 에어로
건조합니다.
– 중요! 강력한 결합을 얻기 위해, 메탈 표면을 인산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3.2.1.5 복합레진 또는 섬유-강화 복합레진 수복물
– 수복물 내부 표면을 샌드블라스트합니다 (수복 재료 제조사의 지시
사항에 따른 샌드블라스팅 변수).
– 필요한 경우, 수복물을 초음파 장치에서 약 1분 동안 세척합니다.
– 워터 스프레이를 사용해 수복물을 완전히 헹구고 기름을 함유하지
않은 에어로 건조합니다.
3.2.2 다음으로, 전처리된 표면에 브러시 또는 마이크로브러시를 사용해
Monobond N을 적용합니다. 재료가 60초간 반응하도록 합니다.
강한 에어로 분산시킵니다.

4. Multilink N Primer A와 Multilink N Primer B의 혼합
두 개의 프라이머 용액 Multilink N Primer A와 B가 1:1 비율로 혼합됩니다
(예. Primer A의 1 방울과 Primer B의 1 방울). 혼합된 Primer A/B는
단순한 자가-중합이고 빛에 대해 보호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10분 이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5. 법랑질과 상아질에 혼합된 Multilink N Primer A/B의 적용
혼합된 Multilink N Primer A/B를 마이크로브러시를 사용해 법랑질 표면부
터 시작해 전체 결합 표면에 적용하고, 30초간 문지릅니다. 유동 액체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에어를 불어 과잉을 분산시킵니다. Primer는 단
순한 자가-중합이므로 광-중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산을 사용한 법랑질의 전처리는 메릴랜드 브릿지에 요구됩니다.
6. 수복물에 Multilink N의 적용
각각의 적용을 위해, 시린지에 새 오토믹스 팁을 장착합니다. 오토믹스
시린지에서 Multilink N을 배출하고 수복물에 원하는 양을 적용합니다.
합착재가 사용된 믹싱 팁 내에서 중합하므로, 이것은 다시 필요할 때까지
시린지의 잔여 재료를 위한 밀폐 장치로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사용 전
새 팁을 대체).
참고: Multilink N은 배출된 후 빠르게 사용되어야 하며 수복물은 신속하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Multilink N은 수복물의 내부 표면에 직접 적용됩니다.
Multilink N Primer로 전처리된 와동이나 준비된 치아에 Multilink N의 직접
적용은 중합 과정의 빠른 가속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수복물의 적합을 방해
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7. 수복물의 장착과 과잉 시멘트의 제거
a) 완전한 자가-중합
수복물을 자리에 안착시키고 고정합니다. 과잉 재료를 마이크로브러시/
브러시/폼 펠렛/치실 또는 스케일러를 사용해 즉시 제거합니다. 접근이
어려운 부위 (인접 부위, 치은 변연, 폰틱)에서 과잉을 신속하게 제거합니다.
Multilink N과 Multilink N Primer A/B 사이의 반응으로 인해, 수복물 안착
후 몇 분 내에 높은 결합 강도와 높은 중합도가 얻어집니다.
b) 추가적인 광-중합을 사용한 자가-중합 (쿼터 기법, 최대 2개의 브릿지
어버트먼트 = 3에서 4-유닛 브릿지를 가진 증례를 위한 지침)
모든 과잉 시멘트의 광-중합과 사후 제거: 수복물을 자리에 안착시키고
고정합니다. 최대 10 mm의 거리에서 중합 라이트를 사용해 네 부분
(근심측, 원심측, 근심협측, 원심협측)에서 과잉 시멘트를 광-중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변수들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광도

1/4 면당 노출 시간

약 650 mW/cm2

3초

약 1,000 mW/cm2

1 – 2초

예. LOW POWER 모드에서
Bluephase
예. HIGH POWER 모드에서
Bluephase Style 또는 Bluephase

그 후, 과잉 시멘트가 스케일러로 쉽게 제거됩니다. 과잉은 접근이 어려운
부위 (인접 부위, 치은 변연, 폰틱)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 후, 모든 변연을 20초간 다시 광-중합합니다 (약. 1,000 mW/cm2,

예. HIGH POWER 모드의 Bluephase 또는 Bluephase Style).
c) 추가적인 광-중합을 사용한 자가-중합 (쿼터 기법, 최대 6개의 브릿지
어버트먼트 = 원형 브릿지를 가진 증례를 위한 지침)
모든 과잉 시멘트의 광-중합과 사후 제거: 수복물을 제자리에 장착하고
고정합니다. 최대 10 mm의 거리에서 중합 라이트를 사용해 네 부분
(근심측, 원심측, 근심협측, 원심협측)에서 모든 지대치 위의 과잉 시멘트를
연속으로 광-중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변수들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광도

1/4 면당 노출 시간

약 650 mW/cm2

1초

예. LOW POWER 모드에서
Bluephase

그 후, 과잉 시멘트는 스케일러로 쉽게 제거됩니다. 과잉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인접 부위, 치은 변연, 폰틱).
그 후, 모든 변연을 20초간 다시 광-중합합니다 (약 1,000 mW/cm2,
예. HIGH POWER 모드에서 Bluephase 또는 Bluephase Style).
참조
모든 복합레진과 같이, Multilink N은 산소 방해의 대상입니다: 즉, 표면 층
(약 100 μm)이 중합 과정 도중 대기 중의 산소와 접촉하면 중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과잉의 제거 후 즉각적
으로 글리세린 젤/에어 블록 (예. Liquid Strip)을 사용해 수복물 마진을
덮을 것을 권장합니다. 완전한 중합 후, 글리세린 젤/에어 블록은 물로
헹궈집니다.
8. 수복물의 마무리
– 필요할 경우 삭제용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시멘트의 연결부위를 마무리
합니다
– 마무리와 연마용 스트립뿐 아니라 적절한 연마용 기구를 사용해 수복물
마진/시멘트 연결부위를 연마합니다.
– 교합과 기능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합니다.

근관 포스트의 합착을 위한 특별 지침
1. 근관 포스트의 합착을 위해, 근관 충전물의 잔류물이 모두 제거되도록
근관을 주의 깊게 세척합니다 (유지놀 기반 실러들의 잔류물은 합착용
복합레진의 중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혼합된 Multilink
N Primer A/B가 얇은 (보라색) 마이크로브러시를 사용해 약 15초간
근관과 준비된 치아의 교합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페이퍼 포인트를
사용해 근관에서 과잉 시멘트를 제거합니다.
2. 포스트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준비된 근관 포스트를 혼합된 Multilink N
시멘트로 덮습니다.
중요! Multilink N 시멘트를 Primer A/B로 적셔진 근관 내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기 중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포스트가 적절하게 위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근관 포스트를 장착합니다. 과잉 시멘트가 밀려나옵니다.
4. 완전한 차폐를 위해 준비된 교합 표면 전체에 과잉 시멘트를 분산

시킵니다. 그 후, Multilink N을 20초간 광중합 합니다.
5. 코어 축성 재료 (예. MultiCore®)가 그 후 결합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기
위해 Multilink N 위에 직접 적용될 수 있고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중합
될 수 있습니다 (광중합).

경고
중합되지 않은 Multilink N 페이스트와 Multilink N Primer 용액은 경미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 점막 또는 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Multilink N이 눈과 접촉한 경우, 즉시 다량의 물로 헹구고, 필요할 경우,
의학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재료가 피부와 접촉한 경우, 다량의 물로 세척
하십시오. 상업용 의료 장갑은 메타크릴레이트의 감작 효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관
–
–
–
–
–

Multilink N과 Multilink N Primer는 유효기간 이후 반드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보관온도는 2-8°C / 36-46 °F입니다.
Multilink N Primer 병은 사용 후 반드시 단단히 밀폐되어야 합니다.
Multilink N 시린지의 긴밀한 밀폐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 후 믹싱 팁이
시린지에 남겨져야 합니다.
유통기한: 병, 시린지, 포장 위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치과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정보 준비일 2013-02-01/Rev. 0
이 제품은 치과에서의 사용을 위해서만 개발되었습니다. 과정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침 또는 규정된 적용범위를 지키지 않은 실패로 발생한 손상에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목적을 위한 사용에도 적합성을
위해 제품을 테스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www.ivoclarvivadent.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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