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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Clean™

보철물 세척겔
GENERAL INFORMATION
ZirClean 은 구강내 시적(Try-in) 한 보철물 내면에 타액(침)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접착면에
우수한 결합력을 제공해 주는 비마모성 세척액 이다. 1
사용 용도:
ZirClean 은 전 처리(Pre-treated)된 Ceramic, Zirconia, Metal 보철물을 구강내 시적 후, 타액으로 오염된
보철물 내면을 구강외 에서 세척 하는 비마모성 세척액 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을 금한다:
• 명시된 사용 방법 외 사용
• 구강내 세척
• Silicone-based 재료와 접촉한 보철물 세척 .
경고 사항:
• 화학적 화상을 야기 시킬수 있다.
• 냄새맡지 않는다.
• 눈에 들어 갔을 경우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고, 전문의에 처방을 받는다.
• 필요하다면,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 노출된 에나멜과 덴틴 표면에 ZirClean 을 사용 하지 않는다.
• ZirClean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 준다.
• 사용중 Tip이 막히면 새로운 Tip으로 바로 교체 한다. 반드시 동봉된 팁을 함께 사용 하도록 한다.
• 삼키지 않도록 주의 한다.
• 사용 후 뚜껑을 닫아 준다.
• 본 재료와 용기는 적절히 분류하여 폐기 하도록 한다
주의 사항:
• 한번 사용한 팁은 바로 폐기하고, 세척액 용기에 노즐 부분이 오염 되었다면 바로 폐기 한다.
안전대책:
• ZirClean 으로 세척 후, 보철물 내면이 침과 피로부터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다시 오염이
		 되었다면 세척부터 전처리 까지 모든 과정을 반복한다.
• 필요 하다면, 적절한 보호 장갑을 착용한다
• ZirClean 으로 세척 후 보철물 내면에 Primer를 다시 발라 준다. (세척 전에 이미 Primer를 도포 했더라도
		 다시 발라 준다, 세척과 동시에 프라이머 기능이 없어 진다.)
• Safety data sheet(물질 규격 안전 정보)참고.
• Safety data sheet(물질 규격 안전 정보) 필요시 전화 요청(02-2026-2121)
사용 방법
NOTE: 사전에 표면처리가 된 보철물은 적절한 방법(해당 전처리 조건에 맞게)에 따라 내면을 세척해 주어야
한다.
산 처리가 되지 않는 보철물 (Zirconia,Composite, Metal,Gold,Alumina,Stainless steell)
1. Try in (교합 및 마진 적합도 확인).
2. Try-in 후 보철물 내면을 깨끗하게 린스 한 후 에어 드라이(Oil free).
3. ZirClean 에 팁을 연결 하고, 보철물 내면 전체에 적당량을 도포 한다. (사용 한 팁은 바로 폐기)
4. 20초 후 깨끗하게 린스 한 후 에어 드라이(Oil free).
5. Z-PRIME™ Plus를 보철물 내면에 1~2겹 발라 준 다음, 5초간 천천히 에어 드라이.
6. 시멘테이션 과정 진행.
7. Z-PRIME Plus 와 같은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보철물 내면을 전처리 해준다.
산 처리가 가능한 보철물 (Lithium Disilicate, Feldspathic Porcelain)
1. Try in (교합 및 마진 적합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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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in 후 보철물 내면을 깨끗하게 린스 한 후 에어 드라이(Oil free).
ZirClean 에 팁을 연결 하고, 보철물 내면 전체에 적당량을 도포 한다. (사용 한 팁은 바로 폐기)
20초 후 깨끗하게 린스 한 후 에어 드라이(Oil free).
Porcelain Primer 혹은 Bis-Silane을 보철물 내면에 1~2겹 발라준 다음 30초간 천천히 에어 드라이.
시멘테이션 과정 진행.

위생 관리: 사용 후 시린지 뚜껑을 바로 닫아 노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폐기: 용기와 내용물을 규격에 맞게 분리 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보관조건: 건조 하고 서늘한 곳 (20°C/68°F - 25°C/77°F)에 보관.
품질보증: 당사는 제품 불량에 대한 교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명시된 방법 외 제품의 오용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제품을 사용 하기 앞서
설명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ZirClean 과 Z-PRIME 은 BISCO, Inc 사에 상표입니다.
* PORCELAIN PRIMER 는 BISCO, Inc. 사에 제조 품목 입니다.
1
전처리 하지 않은 샘플비교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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