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roMTA is an ideal material for vital pulp therapy and root
repair. Setting is 150 seconds (W/P=0/28). There is no heavy
metal contents in it and no discoloration after application.

Make Teeth Alive
Vital pulp therapy and Repair material

RetroMTA has a wide variety of clinical indications such as for
pulp capping or pulpotomy for deciduous and young teeth,
apexification and base cement for prevention of discoloration
or for tooth whitening procedure.

RetroMTA는 수경성 미세분말입니다.
RetroMTA는 150초 후 1차 경화되어 불용성 및 불투과성 칼슘실리케이트 층을 형성합니다.
RetroMTA는 생체 조건 하에서 초기에는 강알칼리 후기에는 중성으로 변화합니다.

사용목적
- 유치와 미성숙 영구치의 Vital pulp 치료 및 영구치의 천공 보수 치료재 입니다.

적응증
- 치근천공, 치수복조, 내흡수, 외흡수, 치근관 역충전, 치근단 형성술, 순방향 충전(변색방지용 및 미백치료 시 베이스용).

사용전 준비사항
1. 사용전 제품의 유효기간, 이물질 및 불순물, 변질 등 제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2. 제조자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후 사용방법을 준수합니다.
※ 본 제품 사용 전에 근관내의 치수제거 및 충분한 근관확장을 시행하고, 치아표면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혼합방법
1. 플라스틱 cap내의 RetroMTA 파우치를 개봉하여 분말을 cap의 바닥에 올려 놓습니다.
2. 마이크로 피펫 입구를 잘라내고 용액 3방울을 떨어 뜨립니다.
3. 40초간 부드럽게 파우더를 믹스하지말고 적셔만 줍니다.
4. 표층의 반짝이는 반사층이 사라질 때 아말감 케리어를 이용하여 시술부위에 적용합니다.
5. 적응증에 따라 적절한 압력으로 충전합니다.

사용방법
1. 치수복조
① 방습을 유지합니다.
② 세척을 시행합니다.
③ 건조를 시행합니다.
④ RetroMTA로 치수복조를 시행합니다.
⑤ 글래스 아이오노머 계열의 시멘트로 베이스를 형성합니다.
2. 치수절제술
① 방습을 유지합니다.
② 지혈을 확인 합니다.
③ 부드러운 압력으로 적절한 두께로 충진합니다.
④ 1차 경화 확인 후 수복치료를 진행합니다.
⑤ 2차 경화 후에는 더욱 단단한 베이스 층이 형성됩니다.

5. 치근관역충전
① # 330 Bur를 사용하여 치근첨 부위를 절제합니다.
② 초음파 기구를 사용하여 치근단 와동을 형성합니다.
③ 보스민을 사용하여 치근단 부위의 지혈을 시행합니다.
④ RetroMTA로 역방향 충전을 시행합니다.
6. 내흡수
① 치근관 세척술을 시행합니다.
② 치근관 건조를 시행합니다.
③ RetroMTA로 순방향 충전을 시행합니다.
④ 1차 경화 후 수복치료를 시행합니다.
7. 외흡수
① 판막을 열고 외흡수 부위를 노출시킵니다.
② 보스민을 사용하여 외흡수 부위의 지혈을 시행합니다.
③ RetroMTA로 충전을 시행합니다.
④ 1차 경화까지 150초를 기다립니다.
⑤ 판막을 원위치 시키고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3. 치근단형성술
① 방습을 유지합니다.
② 치근관 세척술을 시행합니다.
③ 지혈을 확인합니다.
④ 매우 가벼운 압력으로 순방향 충전을 시행합니다.
⑤ 1차 경화 후 수복치료를 시행합니다.
⑥ 2차 경화 후에는 더욱 단단한 베이스 층이 형성됩니다.

8. 심미 치료 목적의 변색방지용 베이스
① CEJ 하방 5mm 까지 변색을 유발했던 충전재를 제거 합니다.
② 순방향근관

내 이식시는 무가압 이식술(회전수 60~120RPM,
토오크 0.2~0.5 N.cm)로 적용합니다.
③ 1차 경화까지 150초를 기다립니다.
④ 1차 경화 후 통법대로 수복치료를 진행합니다.

4. 치근천공
① 방습을 유지합니다.
② 치근관 세척술을 시행합니다.
③ 치근관 건조를 시행합니다.
④ RetroMTA로 천공부 충전을 시행합니다.
⑤ 1차 경화 후 통법대로 근관 충전을 시행합니다.

(심미 치료 목적의 실활치의 미백치료를 위한 베이스로 사용 시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 2차 경화가 완료된 1일 경과 후 미백제를
적용합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 본 제품의 원자재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은 물과 접촉하여 경화하므로 사용목적 외에 수분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 본 제품의 사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용(유효)기간

저장방법

- 보관 조건에 따라 저장하였을 경우 제조일로부터 3년

-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상온에 보관합니다.
- 제품을 냉동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작성일자 - 2015. 7. 13

RetroMTA

1. 플라스틱 cap내의 RetroMTA
파우치를 개봉하여 분말을
cap의 바닥에 올려 놓습니다.

2. 마이크로 피펫 입구를 잘라
내고 용액 3방울을 떨어뜨
립니다.

4. 표층의 반짝이는 반사층이
살아질때 까지 기다립니다.

5. 아말감 캐리어를 이용하여
시술부위에 적용 합니다.

3. 40초간 부드럽게 파우더를
믹스하지말고 적셔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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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MTA is an ideal material for vital pulp therapy and root
repair. Setting is 150 seconds (W/P=0/28). There is no heavy
metal contents in it and no discoloration after application.

Make Teeth Alive
Vital pulp therapy and Repair material

RetroMTA has a wide variety of clinical indications such as for
pulp capping or pulpotomy for deciduous and young teeth,
apexification and base cement for prevention of discoloration
or for tooth whitening procedure.

RetroMTA consists of fine hydraulic powder.
RetroMTA’s initial setting time is 150 seconds which initiates the formation of Calcium Silicate layer.
RetroMTA ex-vivo study shows strong alkali initially which then neutralizes at the later stage.

USES

- For vital pulp therapy for deciduous and young teeth and repair material for permanent teeth.

INDICATIONS

- Coronal perforation, pulp capping, external & internal resorption, retrograde filling after apicoectomy,
apexification and orthograde filling (for prevention of tooth discoloration and as a base material for tooth
whitening procedure)

PREPARATIONS FOR USE

1. Please check expiry date, foreign matter or impurity and transmuted or in irregular state before use.
2. Please follow manufacturer’s instructions
● Root canal surface must be prepared and adequately cleaned before usage of material.

HYDRATING / MIXING INSTRUCTIONS

1. Open the RetroMTA cap and cut off the pouch and pipette.
2. Make 3 drops of liquid and pour the 0.3 g powder into the floor of the cap.
3. Wet it gently for 40 seconds.
4. Wait until the shiny surface disappears. Load it on the carrier and apply it on the procedure area.
5. Fill the procedure on the indications for use listed above with gentle pressure.

STEP-BY-STEP DIRECTIONS FOR USE
1. Pulp Capping

5. Retrograde filling after apicoectomy

a. Maintain moisture.
b. Irrigate the area.
c. Dry the area.
d. Seal the perforation with RetroMTA.
e. Form the base with Glass Ionomer Cement.

a. Use #330 bur for apicoectomy procedure.
b. Prepare the cavity with ultrasonic equipment.
c. Control bleeding with hemostatic agent.
d. Proceed with RetroMTA retrograde filling on the area.

6. Internal Resorption

2. Periodontal Surgery

a. Maintain moisture.
b. Check hemostasis.
c. Fill with adequate thickness with gentle pressure.
d. A fter checking initial set of material, proceed with
restoration.
e. After checking final set, the material will be tougher.

3. Apexification

a. Maintain moisture.
b. Irrigate the area.
c. Check hemostasis.
d. Proceed orthograde filling with gentle pressure.
e. After checking initial set, proceed with restoration.
f. After checking final set, the material will be tougher.

4. Coronal Perforation

a. Maintain moisture.
b. Irrigate the area.
c. Check hemostasis.
d. Seal the cavity with RetroMTA.
e. After checking initial set, proceed with obturation.

a. Irrigate the area.
b. Dry the area.
c. Do orthograde filling with RetroMTA.
d. After checking initial set, proceed with restoration.

7. External Resorption

a. Make a flap and expose the area with resorption.
b. Control bleeding with hemostatic agent.
c. Fill the area with RetroMTA.
d. Wait until initial set for 150 seconds.
e. Suture the flap in its original position.

8. Esthetic treatment (Prevention of discoloration)

a. Remove the previous obturation material up to 5mm
below CEJ.
b. O
 rthograde filling of RetroMTA with no pressure
(60~120RPM, 0.2~0.5 N.cm)
c. Wait until initial set for 150 seconds.
d. After checking initial set, proceed with restoration.

(When used as a base material for tooth whitening
procedure, check final set after 1 day and then proceed
with tooth whitening procedure.)

PRECAUTIONS

- Avoid usage to patients with hypersensitivity reactions.
- Must be stored in dry area or keep it sealed because setting reaction may happen.
- Use this material only for the indications listed.
- Do not use after the expiration date specified in the label box.

STORAGE METHODS

- Must be stored in room temperature and must avoid direct sunlight exposure.
- Do not refrigerate the material.

EXPIRATION DATE

- Following the correct storage methods, shelf life is 3 years from the day the product is manufactured.

Date of Direction for use made
- 2015 July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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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ch and pip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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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ait until the shiny
surface disappears

5. Load it on the carrier
and apply it on the
procedure a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