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 in any dental treatment, the patient's individual constitution and the 
unique requirements of clinical case at hand must be considered before 
selecting materials and conditions for use.

qTo avoid contamination, do not mix the components with other materials.  
Firmly recap the syringes immediately after use.

3.4 Avoid Contamination

qSurface preparation
1) Tooth surface

a. Polish the surface to bond with an oil-free fluoride free pumice or paste, rinse 
and dry. Isolate.

b. Using an application sponge, apply Orthomite LC Etchant to the tooth. Wait 
for 30 sec., rinse throughly with water and dry.

2) Gold alloy surface
Abrade the surface by aluminum sandblast or other ways. Rinse thoroughly and 
dry, then brush a thin coat of precious metal primer such as V-PRIMER (Sun 
Medical).

3) Ceramic or cured resin surfaces
Abrade the surface using aluminum sandblast or other ways. Rinse thoroughly 
and dry, then apply a thin coat of ceramic primer such as Porcelain Liner M (Sun 
Medical) and blow dry with gently air.

wApply Orthomite LC Paste
Apply a small amount of Orthomite LC Paste onto the bracket base.  Recap the 
paste syringe immediately.

ePlacement and curing
1) Lightly place bracket onto tooth surface. 
2) Adjust the position and seat the bracket. 
3) Remove excess paste around the bracket base.
4) Light cure the adhesive paste according to the following table.

4. How to use Orthomite LC

Type of bracket Light curing condition
Metal bracket Both mesial and distal sides ; 10 sec. each side
Ceramic and plastic brackets Perpendicular to bracket surface; 10 sec.

Light curing conditions for different brackets （LED, Halogen）



어떠한 치과진료에서도 재료와 사용조건을 선택하기에 앞서 환자의 개인차와 
각각의 증례의 요구를 고려할 것.

q표면처리
1) 치아 표면

a. 불소와 오일이 배합되지 않은 퍼미스나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표면을 
닦아내고 세정한 후 건조시킨다. 재오염을 막기위해 격리시킨다.

b. Sponge를 사용하여 치아에 Orthomite LC Etchant를 적용한다. 30초 기다린 
후,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킨다. 

2) 금합금 표면
알루미늄 샌드블래스트 등으로 표면 처리를 한다.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V-PRIMER(Sun Medical 제품)와 같은 귀금속 전용 프라이머를 얇게 
도포한다.

3) 세라믹이나 경화레진 표면
알루미늄 샌드블래스트 등으로 표면 처리를 한다.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Porcelain Liner M(Sun Medical 제품)과 같은 세라믹 전용 프라이머를 얇게 
바르고, 약하게 Air Blow 한다.

wOrthomite LC Paste의 적용
브라켓 접착 부위에 적은 양의 Orthomite LC Paste를 적용한 후, paste syringe를 
닫는다.

e장착 & curing
1) 치아표면에 브라켓을 가볍게 놓는다.
2) 위치를 고정하고 브라켓을 장착한다.
3) 브라켓 접착부 주위의 잉여 페이스트를 제거한다.
4) 하기와 같이 접착 페이스트를 광중합한다.

4. Orthomite LC 사용방법

브라켓 종류 광중합 시간
메탈 브라켓 근심면과 원심면 : 각 10초씩
세라믹&플라스틱 브라켓 브라켓 표면 수직면 : 10초

브라켓 종류에 따른 중합시간 (LED, Halogen 기준)

3.4 피해야 할 오염

q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syringe의 뚜껑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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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rthomite LC Paste-------- 4g x 2
wOrthomite LC Etchant ------ 5mL
eSponge (L •S) ------------ 1
KAttached documents:
　Instructions / Pictorial Instructions
Refills:
• Orthomite LC Paste ------- 4g
• Orthomite LC Etchant------ 5mL
• Sponge (L •S)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