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Fil F와 UniFil Bond로 실현시킨
Composite Resin 충전법
‐「L자형 와동」의 개념과 시술방식‐

CASE 
PRESENTATION

구치 부위의 인접면 우식(Caries)의

수복에는 Black의 2급 와동에 의한 Inlay

수복이 권장되었는데 최근의 수복재료

특히 합성수지와 Bonding재의 개발∙개

량으로 새로운 수복법과 와동형성법이

널리 실시되고 있다.

즉, 교합면에서 치축으로 평행하게 우

식부에 구멍을 내고, 근∙원심부의 변연

융선을 보호∙유지시키면서「L자형」으로

와동을 형성하는 충전수복법이다. 이 경

우, 기존의 Syringe로 포장되어 있는 충

전기로 충전하는 방법으로는 시술방식이

어려웠다. 몇년 전에 GC사에서 발매한

UniFil F의 A2색은 이「L자형」와동을 충

전시키는데 매우 적합한 재료다.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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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야마 히로미( 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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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에 사용한 Round타입의

Diamond Point(GC Smooth Cut

D4012)

1.
4

에나멜질의 바로 밑에 있는 상아질

을 조금만 삭제해도 상아질 속의

큰 와동을 확인할 수 있다.

1.
5

교합면에서 우식부로 Bar가 쉽게

도달된다. 절 로 지나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조심스럽게

우식을 삭제한다.

1.
6

인접면에 우식이 발생한 하악 구

치( 臼 )의 교합면 그림. 1.
1

같은 인접면 그림.
1.
2

터빈으로 교합면부터 우식부를 향

하여 가능한 작게 구멍을 뚫는다.1.
3

1. 발거( 去)치아의 시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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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충전. 변연융선을 파괴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은 솜뭉치로 Self Etching

Primer를 도포하고 건조시킨다.1.
10

1∙10과 같이 작은 솜뭉치로

Bonding재를 바른다.1.
11

광조사 10초.
1.
12

1.
13

그림1∙13의 측면 사진. 아주 작은

힘으로 와동 구석구석까지 확실하

게 닿게 한다.

1.
14

교합면 사진.
1.
15

교합면에서 UniFil F의 Uni-does

tip 끝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와동의 입구를 넓힌다.

1.
7

상아질에 착색이 보인다 해도 절삭

할 때 단단함을 느끼거나, 동통이

있을 경우에는 지나친 삭제를 피하

고, Chemical Surgery와 Carisolv

등을 응용한다.  

1.
8

UniFil Bond의 부속품인 작업용 접

시. 조사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편리하다.

1.
9



원심인접면의 우식. 주의 깊게 관

찰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판단

하기 어려울 때는 X선 촬 을 병용

하거나, 광중합기를 조사해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2.
1

교합면에서 서서히 삭제하다 보면

의외로 큰 공간에 놀랜다.2.
2

인접면의 변연융선을 파괴하지 않

도록 조심스럽게 Soft Dentin을

제거하고 방습처리를 한다.

2.
3

와동의 전처리 실시 후 UniFil F를

충전. 어느 부위라도 쉽고 보다 정

확하게 충전할 수 있다.

2.
4

광중합.
2.
5

시술 후. 
2.
6

교합면에 인접면 우식이 의심된다.
3.
1

확인을 위한 X선 사진. 인접면의

에나멜질이 붕괴되어 있는 것도 확

인할 수 있다.

3.
2

교합면부터 삭제하여 보면 큰 공간

이 존재한다.3.
3

Gutta percha를 삽입하면 인접면

으로 나온다.3.
4

X선 사진. 변연융선을 보호해야 하

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3.
5

Rubber Dam Crown과 Roll Cotton

을 사용한 간이방습 사진.3.
6

2. 상악우측 제2소구치의 증례

3. 하악우측 제2소구치의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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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의 전처리.
3.
7

UniFil F의 충전.
3.
8

광중합.
3.
9

시술후.
3.
10

X선 사진.
3.
11

정 리
UniFil F와 같이 처음부터 캡슐에 들어

있는 Uni-Dose Type의 Composite

Resin의 장점을 고찰해 보면,

1. 충전조작이 간단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부위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다.

2. 필요량을 과부족 없이 사용할 수 있

다.

3. 충전물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물성이 높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은「L자형 와동」의 장점으로 치아

의 건강부위를 삭제하는 양이 작아서, 치

질의 강도를 약하게 하지 않으므로 2차

우식의 발생이 적다. 또한 동통과 치수자

극도 적다. 동성혼합하는 충전재료에 있

어서 가장 힘든「인접면의 수복」을 간단

하고 정확하게 실행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는 와동형성법

도 그 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재료와의 콤

비네이션에 의해 실현시킬 수 있다. 「적

재적소」라는 말이 있는데 풍부한 재료군

을 나누어 선택하고 항상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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