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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덴트 주문 가이드북

Tel 02) 318-5151 Fax 02) 318-0057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세계 일류상품선정!

근관충전시스템
B&L-Alpha II
무선
다양한 각도에서 자유자재로 기기 사용 가능
가벼운 무게
현재 전 세계에서 동종 최소 무게 구현
최단시간 온도 상승
동작버튼 작동 후 2초 만에 목표 온도에서 발열
정확한 온도제어 능력
설정된 온도로 정확하게 발열
최장 사용시간
한번 충전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사용 가능, 1주일 이상 치료 가능
시술의 다양성
다양한 사이즈의 플러거가 있어 다양한 크기의 근관에 적용할 수 있음

세트구성
•본체(펜,충전거치대),
•플러거 3개(#55/06,55/08,55/10)
•충전아답터 1개

B&L-Alpha II Plugger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근관 크기에 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음

BP4504
#45/04

BP5506
#55/06

BP5508
#55/08

Plugger 소비자가격
•플러거 각 105,000원 (#45/04, 55/06, 55/08, 55/10, 60/12)
•충전아답터 40,000원
•배터리 77,000원
•Hot Testing Tip 150,000원

BP5510
#55/10

BP6012
#60/12

HTT
Hot Testing Tip

한국 치

상품선정!

한국 치과의료기기 최초 미국 국방성 군납제품으로 선정된 World Class 근관충전시스템

B&L-Beta mini

NEW

무선
다양한 각도에서 자유자재로 기기 사용 가능
가벼운 무게
현재 전 세계에서 동종 최소 무게 구현
정확한 온도제어 능력
설정된 정확한 온도로 backfill이 가능한 온도 제어 능력
시술이 편리한 디자인
니들이 360°회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시술 가능

세트구성

본체(건, 충전거치대)
실버니들 1팩(20G 2개,23G 2개입)
GP-Pellet 1통(레귤러, 100개입)
피스톤 1개

충전아답터 1개
니들벤더 1개
베타캡 3개
브러쉬 2개

Beta Needle

안전한 시술을 위한 시스템
1차적으로 기구 앞부분의 특수 재질이 과열을 막아주고,
2차적으로 캡이 미열을 잡아줌으로써
환자에게 안전한 시술 가능
더 작아진 크기
B&L-Beta보다 더 Compact해져서 손이 작은 선생님들이
조작하기가 더 용이함

Needle Bender

B&L- β 를 위한 실버 니들
모델명

니들 길이

직경

소비자가격

BSN2420

24 mm

20게이지(0.85mm)

69,000원(4개입)

BSN2423

24 mm

23게이지(0.64mm)

69,000원(4개입)

BSN2425

24 mm

25게이지(0.54mm)

69,000원(4개입)

※주의! 시작지점보다 5mm정도 남겨서 구부려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Gutta Percha Pellet

소비자가격 20,000원

Beta Cap

B&L- β 를 위한 Gutta Percha Pellet
모델명

종류

개수 / 팩

소비자가격

BGPSOFT

소프트 타입

100 EA

35,000원

BGPREG

레귤러 타입

100 EA

35,000원

소비자가격 26,000원(3개입)

Beta piston set
소비자가격 100,000원

관련소모품 소비자가격
•충전아답터 40,000원
•충전배터리 77,000원
•베타브러쉬(2개입) 12,000원

Condensation Obturation Material
BL-S Kondenser
#70

#80

#100

다양한 사이즈 한 쪽 팁은 Nickel titanium 재질로,
#35, #40, #50, #60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쪽 팁
은 stainless steel재질로 #70, #80, #100, #120으로
구성

#120

유연한 동작부 팁은 굉장히 유연하여, 심한 만곡
근관에 서도 충전 가압이 가능
칼라코드 시스템 사이즈에 맞게 칼라코드화 되어
시술 시 신속하게 선택 가능
편안한 그립감 오랜 시간 시술해야 할 때에도 피로
감이 덜해 유용함

#35

#40

모델

#50

색깔

BL-S Kondenser 세트(4ea)

#60

NiTi 방향 사이즈

스테인레스 방향 사이즈

소비자가격

#35, #40, #50, #60

#70, #80, #100, #120

180,000원(4EA/Kit)

BL-S Kondenser 35/70

녹색

#35

#70

55,000원(EA)

BL-S Kondenser 40/80

검정색

#40

#80

55,000원(EA)

BL-S Kondenser 50/100

금색

#50

#100

55,000원(EA)

BL-S Kondenser 60/120

파랑색

#60

#120

55,000원(EA)

20
mm

Stainless Steel

NiTi
BL-S Kondenser - NiTi

Removal of broken instruments
Troughing & Irrigation
CK Tip
120°
120°

90°

90°

CK File(#20)

CK TIP with CK File for Irrigation

CK TIP with CK Needle for Troughing

CK Needle

CK File 초음파 진동으로 근관세척제의 효과를 극대
화시킴

CK Needle 근관내에서 부러진 파일제거, 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
주위의 dentin을 삭제할 때 매우 유용함.

주의사항 CK File의 최적 포인트는 치근단 위 3mm
지점이며 파절위험이 있으므로 근관 벽에 닿지 않게
최대 세기의 10%로 사용해야함.

CK Tip

소비자가격 CK File(#20) 30,000원(10개입)
CK Needle 30,000원(10개입)

Post Removal Tip
Vibrapost

제품명

호환 스케일러

CK1E

EMS 스케일러 호환

CK1A

SATELEC 스케일러 호환

CK2E

EMS 스케일러 호환

CK2A

SATELEC 스케일러 호환

각도

소비자가격

120°

90,000원

90°

90,000원

근관에 삽입된 포스트 제거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
Vibrapost사용 전에 포스트 주변을 CK Needle로 Troughing하면 시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종류 VP-A(Setelec호환) / VP-E(EMS호환)
권장파워 최대 세기의 80%

CK TIP with Needle

주의사항 팁이 작동하는 동안 과열이 되는 경우 PDL이 손상될 수 있
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사용하며 지속적인 작동 시간을 15초를 넘기
지 않도록 해야 함.
종류
VP-A (SATELEC ® 호환 )

VIBRAPOST

VP-E (EMS ® 호환 )

권장 세기

소비자가격

80%

149,000원(EA)

Endodontic Ultrasonic Tip with Micro-projection
BL TIP

인체 친화적 BL tip은 돌기부와 팁 본체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다이아몬드와 같은 코팅제의 분리가 없음
다양한 형태 팁의 돌기 사이즈와 끝의 모양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
- 돌기 사이즈 100㎛ : 다량의 상아질 삭제 가능
- 돌기 사이즈 50㎛ : 미세한 삭제 가능
놀라운 삭제력 초음파 스케일러의 설정 파워에 따라 적정
량의 덴틴을 삭제함
탁월한 내구성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초기 삭제력이 유
지됨
극대화된 효용성 팁의 동작부가 전면, 측면, 모두 작동하
기 때문에 근관 입구를 찾을 때에도 근관을 넓힐 때에도
매우 유용함

팁 사이즈

BL-1

0.5mm

확대 사진 (50배)

16m

m

BL-1 진동으로 근관입구를 찾기 위해 막혀 있는 부위를
뚫거나 치수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삭제력을 보임. MB2
를 덮고 있는 이차 상아질제거 및 접근성확보에 용이함
소비자가격 80,000원(EA)

BL-3

16m
0.5mm

m

BL-3 치수강 옆면과 바닥의 이차 상아질과 치수석을 동
시에 제거하는데 효율적임. 석회화된 치수각을 신속, 정확
하게 제거할 수 있음
소비자가격 80,000원(EA)

BL-5

21m

m

0.3mm

BL-5 가장 가늘고 긴 형태. Coronal의 1/2지점에서 막혀
있는 근관을 따라 들어가면서 상아질을 삭제할 수 있어서
파일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데 용이함
소비자가격 80,000원(EA)
주의사항 최대 세기의 10~30% 이하 파워로 사용해야함

Microsurgical Ultrasonic Tip with Micro-projection
JETIP

시술 방향의 다양성 B&L의 JETIP은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 원하는 길이로 구부려서 치근단 수술
이 가능함
인체 친화적 JETIP은 돌기부와 팁 본체부가 일체형
으로 되어 있어 다이아몬드와 같은 코팅제의 분리
가 없음
다양한 형태 팁의 돌기 사이즈와 끝의 모양이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게 효과
적으로 사용가능
효율적인 치료 GP를 제거할 때에 미끄러지지 않
아 효율적으로 GP를 제거할 수 있음
Bending Jig Bending Jig는 인체에 무해하며, 연
한재질로 되어있어 Bendable JETIP(2B)의 미세돌
기가 상하지 않게 시술자가 원하는 길이와 각도로
구부려서 사용할 수 있음. Bendable Jig의 깊이는
5가지(3, 4, 5, 6, 7mm)로 구성되어 있어 시술자가
원하는 깊이만큼 선택하여, 다양한 방향과 각도로
구부려서 사용할 수 있음

m

3m

m

18m

0.3mm

원하는 방향, 각도로 구부려서 사용이 가능하고 팁 끝부
분의 돌기가 본체와 일체형으로 되어서 내구성이 뛰어난
치근단 수술용 팁.

JT-2S

JT-2R

JT-2 series (미세가공 돌기의 크기: 50㎛)
· 팁의 꺾인 각도: 150도 · 동작부의 꺾인 각도: 90도
JT-2S 팁의 정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꺽인 모양
JT-2L 팁의 정면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꺽인 모양
JT-2R 팁의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꺽인 모양
JT-2B 지그를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
원하는 길이만큼 구부려서 사용
소비자가격 99,000원(EA)

JT-2L

JT-2B

※모든 팁은 SATELEC, EMS 스케일러와 호환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최대 세기의 10~20% 이하 파워로 사용해야함

JETIP Bending Jig
JETIP 끝부분을 구부려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구부릴 수 있는 길이 : 3mm, 4mm, 5mm, 6mm, 7mm
한 구멍당 2~4회 정도 사용 가능
Bending Jig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BLX 3 Files series

#15.06

#25.06

#35.04

우수한 파절 저항성
매끄러운 표면 처리로 미세한 크랙 발생을 대폭 감소시켜, 파절되는 문제를 최소화 합니다.
광택 처리된 표면은 살균, 소독, 멸균 효과를 높여주고 더 우수한 부식 저항력을 가집니다.
최적화된 삭제력
파일의 단면이 날카로운 삼각형 형태로 디자인 되어 있어, 힘을 주어 누르지 않아도 빠르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기구가 근관에 머무는 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피로를 적게 받아 수명이 더 연장됩니다.
작은 코어로 인해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휘어진 근관에서 더 우수한 접근성을 가집니다.
공간이 넓은 단면적의 모양 때문에 근관 내 잔해물이 쉽게 제거됩니다.
Screwing effect의 제거
특허받은 디자인의 블레이드는 엉킴을 방지하고, 기구의 근관 접근 컨트롤을 향상시켰습니다.
BLX File 종합
15/06, 25/06, 35/04(21mm, 25mm) 각 1EA 소비자가격 49,500원
BLX File 리필
15/06, 25/06, 35/04, 40/04, 50/04(21mm, 25mm) 각 4EA 소비자가격 66,000원

1. 효율적인 삭제를 위한 날렵한 엣지
2. 유연성을 높인 슬림한 코어
3. 잔해 제거를 쉽게 하는 단면 모양

x4 회, 칩 제거

x4 회, 칩 제거

x4 회, 칩 제거

x4 회, 칩 제거

WL
BLX #15.06으로 부드럽
게 4번 왕복운동. 이 때 한

#15 Hand File을 이용,
Working Length를 측정.

번에 WL에 도달하려고 무
리하게 기구를 작동하지 말
고 4번에 나눠서 부드럽게
작업한다. 4번 왕복할때마
다 파일에 뭍어있는

Hand File을 이용,
WL도달 여부 확인.

BLX #25.06, #35.04의
순서대로 근관형성.
부드럽게 4번씩 왕복하면
서 Debris를 제거

Debris를 제거해 줌.

속도 : 500 ~ 600rpm
토크 : 1.5Ncm
#15 Hand File이 WL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넓은 치근단을 위한 BLX File
#40.04
#50.04

Implant Scaler Tip
IS TIP

세계 최초 금속 재질 임플란트 전용 스케일러 팁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시멘트와 치석제거가 가능함
잔존 시멘트 제거
임플란트 시술 후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멘트 제거 가능
효과적인 치주 관리
주기적인 치주관리를 통해 Peri-implantitis 예방 가능
안전한 시술
모든 보철물에 스크래치 없이 스케일링 가능 (금, 세라믹, 티타늄 등)
다양한 접근성
IS tip의 재질은 연한 금속이기 때문에 시술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휘어서 사용 가능
주의사항 최대 세기의 40~50% 이하로 사용권장

TIP 팁
일반Nomal
스케일러

B&L 스케일러
IS TIP
임플란트
팁

임플란트 스케일러팁(IS TIP)은 연한 금속으로
이루어져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려서 사용 가능
주문코드
STS-5E
STS-5A

포장단위
3개입
3개입

Type
EMS
SATELEC

소비자가격
99,000원
99,000원

Microsurgical Instruments
Essential Kit

수술 과정별로 분류된 Color code system!
오랜 수술 시간 내내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그립감

미러#1(3㎜)
미러홀더

미러#2(4㎜)
미러#3(5㎜)

MTA Pallet

Essential Kit(알루미늄 핸들)
Silver

JX1, JX2

86,000원

Blue

JC15, JC16

86,000원

JB2, JP3, JM3, JM4, JP6, JP7

86,000원

JIMM1, JIMM2, JIMM3

49,000원

Green
Micro Mirror
Mirror Holder

JIMMH

77,000원

MTA Pallet

MTAP

150,000원

B&L Wrench

WR01

15,000원

소비자가격(Essential Kit) 820,000원

Silver
수술 부위를 관찰, 설계하고 진단할 때 사용함
Blue
근첨 주위의 병적 연조직을 제거하는
치근단 소파 시술에서 사용함
Green
근첨 절제 후 역충전을 위한 시술시 사용함

메탈보다 강한 화이버포스트
GLASSIX
심미성!
강도!
저렴한 가격!
모두 해결했습니다

Glassix는 메탈포스트처럼 딱딱하지 않고 유연성이 뛰어나고 덴틴과 유사한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와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아주 심미적인 치아색으로 보철물
제작시 색깔이 배어 나오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Diametral tensile strength비교
Glassix(1500Mpa), 티타늄(1000Mpa), 스텐레스 스틸(850Mpa)
제품구성
Kit 2번(1.20mm), 3번(1.35mm), 4번(1.50mm) 각 사이즈별 포스트 6개, 리머 각 1개
포스트 리필(6개입) 1번(1.10mm), 2번(1.20mm), 3번(1.35mm), 4번(1.50mm)
소비자가격
Glassix Kit 156,000원
Glassix Refill 46,000원(6개)

필포스트 티타늄

(Phil-Post Titanium)

국내 진료환경에 맞게 개발된 국산 티타늄 포스트로 Passive type 시
멘트고정용/Parallel형태/PDK호환/전구치겸용을 기본으로 개발되어
수입품의 절반 가격으로 경제적이고 대중적인 포스트입니다.
제품구성
포스트리필(10ea)
PPT-1(0.9mm), PPT-2(1.0mm), PPT-3(1.25mm), PPT-4(1.5mm)
드릴리필
PPD1, PPD2, PPD3, PPD4 / PDK-3, 4, 5, 6과 호환가능
소비자가격
포스트리필 : 53,000원(10개입)
드릴리필 : 45,000원(3개입)

필포스트 스틸

(Phil-Post Steel)

경제성을 고려해서 국산화한 Stainless steel 포스트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PDK와 호환성이 있으며 길이는 18mm로
되어있어 충분하며 0.5mm단위로 marking되어 있어서
길이측정 및 커팅이 용이합니다.
제품구성
포스트리필
PPS-1(0.9mm), PPS-2(1.0mm), PPS-3(1.25mm), PPS-4(1.5mm)
드릴리필
PPD1, PPD2, PPD3, PPD4 / PDK-3, 4, 5, 6과 호환가능
소비자가격
포스트리필 : 30,000원(10개입)
드릴리필 : 45,000원(3개입)

Feel Clean I

기구세척제

임플란트 드릴 및 수술기구, 치과 인스트루먼트의 수명!
세척이 좌우합니다. 기구 부식의 근원이 되는 혈액이나 단백질!
Feel Clean I로 해결하세요 파우더타입으로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소비자가격 38,000원(Powder 1kg)

Feel Tray Cleaner 트레이클리너
알지네이트 인상 체득 후 트레이를 담가만 두어도 알지네이트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심한 솔질에 의한 Tray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소비자가격 30,000원(1kg)

치은 수축 및 지혈제
Sulci Clear(썰키클리어)
과잉출혈부위에 Sulci Clear를 도포하고 2~3분 후 수세하면 깨끗한 마진확보
로 정밀한 인상채득이 가능합니다. 25% Aluminium chloride 함유로 지혈 후 응
고성 피딱지가 생기지 않으며 뛰어난 지혈효과로 인상채득이 용이합니다.
소비자가격 46,000원(5mm시린지x5개입)

감염방지베리어

Universal Barrier Film (체어 라이트 커버)
체어 라이트 커버는 수술체어의 라이트를 보호하여 교차감
염을 방지하는 커버이며 커버 이면에 접착제가 묻어있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거 후에도 어떤 잔여물도
남지 않는다.
모델
460B

사이즈
4"×6"

색상
Blue

소비자가격
45,000원

Headrest Cover (헤드레스트 커버)
Headrest를 보호하여 완벽한 감염방지를 도와준다.

모델
HRCS-250

사이즈
11.5"×10"

수량
250ea

소비자가격
23,000원

3 Way Syringe Sleeve
3 way syringe의 팁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감싸주도록 디
자인되어 있다.

모델
SS-500

사이즈
2.5"×10"

수량
500ea

소비자가격
38,000원

Handpiece Sleeve (핸드피스 슬리브)
대부분의 핸드피스에 맞는 1회용 맞춤형 Die-Cut 슬리브이
며 보다 우수한 감촉을 위해 부드러운 폴리 플라스틱 비닐
로 만들어져 사용이 편리하다.
모델
HS-500
		
		

용도
high speed sleeve
(jet polishers, handpieces
and ultrasonic scalers)

수량

소비자가격

500

45,000원

주의사항 I 사후관리
B&L-Alpha II
충전불이 안들어 올 경우
충전아답터 고장일 수 있으니 먼저 충전아답터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꽂아서 확인해보세요.
면봉에 알코올을 묻혀서 충전단자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충전단자를
알코올 면봉으로 닦아도 충전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수리의뢰 하세요.

에러메시지
액정화면에 opn 메시지가 뜰 경우: 다른 플러거를 꽂아보아서
숫자 0이 표시되면 기계는 정상이며 해당 플러거가 파손된 것이니
새로 구입하세요. 다른 플러거를 꽂아보아도 같은 메시지가
뜨면 수리의뢰 하세요.

B&L-Beta mini
GP Pellet 삽입, 청소, 가열
GP Pellet은 하나씩만 넣어서 사용하고 잔량이 남아있으면 모두 소모한 후에 삽입하세요.
GP Pellet을 삽입하기 전에 피스톤을 깔끔히 닦고 브러쉬로 내부의 찌꺼기를 제거해주세요.
전원을 켜면 온도가 상승하는데 200도까지 완전히 상승한 후에 사용하세요.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사용하면 부품이 빨리 마모가 되고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실버니들 결합, 구부리기
실버니들 결합시 과도하게 세게 조이면 실버니들 나사선이 파손될 수 있으니
적절하게 타이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조여주세요.
실버니들을 구부릴 때 끝부분을 구부리지 말고 가운데 부분을 구부려서 사용하세요.
실버니들을 구부릴 때 목부분의 변형이 심하게 구부리면 니들이 회전이 되지 않고
쉽게 부러질 수 있으니 가운데 부분을 적절한 힘으로 구부려 주세요.

피스톤 전진문제
방아쇠를 당겨도 피스톤 전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피스톤을
전진시켜주는 링크라는 부품이 마모가 되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수리의뢰 하세요.

▶ 겨울철 실내온도가 과도하게 낮을 경우 배터리의 사용시간이 다소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에 상관없이
정확한 광량 유지
B&Lite / B&Lite S
교정용 브라켓 중합부터 소아용 씰런트, 컴포짓레진까지 다용도로 사용 가능

2700mW/㎠
강력파워 1초 광중합기

B&Lite

높은 출력으로 레진의 빠른 큐어링이 가능하고 배터리 잔량과 관계없이
광량이 일정하여 신뢰할 수 있으며, 일반 레진부터 교정용 브라켓 중합까지
다용도로 사용가능한 명품 광중합기.
모델 B&Lite(최대출력 1,700mW/㎠) / 3초 광중합기
B&Lite S(최대출력 2,700mW/㎠) / 1초 광중합기

B&Lite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