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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연부의 형태수정은 탐침을 이용하면

좋다. Thixotropy성이 치면외형으로

의 이행을 용이하게 한다. 정리만 하고

광중합 경화시키는 것이 좋다

1.
4

Point를 사용하는 형태수정이 거의 필

요하지 않을 정도로 마무리되지만 반드

시 연마하여 표면의 미중합층을 제거한

다

충전후. 심미성의 회복과 함께 칫솔질

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1.
5

1.
6

치경부의 결상결손. 칫솔에 의한 기계

적 마모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식이 진

행되고 있다. 충전하여 칫솔질하기 쉬

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수술 전

와동형성후 Primer처리, UniFil

Bond를 지시 로 광중합처리한다.

Micro tip을 사용하면 미세부까지 부족

함 없이 도포할 수 있다

1.
1

1.
2

UniFil Flow를 와동전체에 충전하고

광중합한 위에 Lo Flow를 재충전한다.

적당한 점성으로 풍륭과 개형을 부여할

수 있다

1.
3

증례1

광중합형 Flowable Composite Resin

ㆍUniFil Flow, UniFil Lo Flow의 등

장으로 인해 종래의 Paste Type

Composite Resin만으로는 어려웠던

충전이 용이해진 관계로 CR충전의 범위

가 한층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충전은 물론, 시린지 본체의 노

즐을 통한 직접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삭제량을 최소화한 작은 와동의 수

복에는 빠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치경부의 결상결손, 근면우식, Ⅲ급ㆍⅤ

급우식 등 일반적인 충전이외에 Spotㆍ

Pit caries, 하악전치부절단부마모, 형성

부전, Enamel tipㆍ2차우식에서의 임시

충전, 동요치의 고정, 발치직후의 Direct

bonding bridge, 전장관의 보수, 변색

치질의 마스킹과 미백치에의 응 등등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매우 많습니다.

색조는 VITA Shade A계 5색과

Opaque색 AO3, 치경부 전용인 CV.

Lo Flow에만 있지만 BW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etal opaque과 BㆍC계의

색조가 없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치면상( )에서 두 가지 색을 혼합

하여 Shade Guide에 없는 중간색을 만

들어 낼 수도 있으며 농담색을 단계적으

로 사용하여 그라데션과 바림(보카시)효

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으

로 자연치에 가깝게 수복할 수 있게 된 것

도 사용하기 쉬운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X선조 성이 있어 진단상으로도 안심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불소방출성으로 2차

우식 억제효과도 기 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2종류의 Flowable resin의 점성

차이를 능숙하게 분리하여 사용하면 조작

성이나 색조적인 면으로 간단하고 정 도

높은, 또한 심미감 넘치는 CR충전을 완

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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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면과 교합면에 국한된 Point상

우식2.
1

교합면보다 인접면부에 와동을 개방ㆍ

확 한다. 변연융선을 남기고, 터널상

태로 형성하지만 우식면을 남기거나 과

하게 제거하는 등, 이외에도 인접치아

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UniFil Flow를 와동속에 넣어 퍼져 가

고 있는 와동의 구석구석까지 빈틈이

없도록 안에서부터 노즐을 서서히 당겨

빼면서 흘려 넣듯이 충전한다

2.
2

2.
3

충전후. MI(Minimum Intervention)

수복의 전형적인 예. 저점도 Com-

posite Resin이 없으면 충전조작하기

어려운 증례이다

2.
4

Pit & Fissure Sealant의 적응증례라

고 생각되었다3.
1

확인을 위해 우식측정기로 우식의 정도

를 측정한 결과, 근심소와로서는 최

수치를 나타냈다. 치료를 요하는 수준

이다

3.
2

충전후의 X선사진. 근ㆍ원심소와의 우

식과 정도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다

「Caries」는 겉보기와는 다르다

3.
5

원심소와보다도 근심소와에 깊은 우식

이 진행되어 있었다. 연화상아질을 제

거한 후에 다시 우식측정기로 측정하여

연화상아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3.
3

UniFil Flow(A2)충전후. 교합면이므

로 Gradia Direct P등의 Paste Type

Composite Resin을 적층충전하는 것

이 좋다

3.
4

하악전치절단부에 보이는 마모로 추정

되는 함몰결손. 방치하면 Enamel tip

으로 인해 혀, 입술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심미장애를 호소하는 케이스로

의외로 많다

4.
1

수복용Tip으로는 Needle type과

Plastic type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부

위와 증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4.
2

얕은 와동, 깊은 와동에서도 적당량을

간단히 흘려 넣을 수 있으므로 연마ㆍ

마무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충전 후

사진

4.
3

증례2

증례4

증례3



「음식찌꺼기는 남고 침은 새고, 치아 틈

이 신경 쓰여 항상 혀를 굴리게 됩니다.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어떻게 안 될까

요?」라고 호소하는 환자

5.
1

UniFil Lo Flow가 겹겹이 쌓이도록 주

의하면서 형태를 만들어 간다. 의외로

잘 늘어지기 않기 때문에 곡면의 형태

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충전후. 환자의 고민이 해소됐다. 스트

립를 사용하지 않아 충전면은 자연스런

곡선을 띠고 있다

5.
2

5.
3

치관형태와 치관의 공간을 바꾸는 것으

로 심미성의 개선과 발음의 명료화를

도모한다

6.
1

UniFil Lo Flow(A1)의 점성이 치아에

있는 비단줄무늬 모양을 잘 나타내 주

고 있다. UniFil Flow(A2ㆍA3)로 전

체를 정리했다

6.
2

2 1 충전후. 폭경이 넓은 2 가 되었

다. 치관의 틈이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

럽게 연출되어 환자가 매우 만족하 다

6.
3

표적인 왜소치

8.
1

정중부 치관의 틈이 눈에 띄는 증례

7.
1

와동의 형성없이 근심인접면에 UniFil

Lo Flow를 충전한다. 치간유두부의 클

립핑도 기 하고 있다

7.
2

충전후의 모습. 엣칭ㆍ본딩 처리하지

않고 충전 조작을 실시, 완성된 이미지

를 재현해 본다. 색조선택과 형태부여

에 한 연습도 된다

8.
2

거울을 보면서 원래 상태 로 돌아가

비교ㆍ검토한다. 충전하기로 결정한다.

실전처럼 해보는 충전연습이다

8.
3

일반적인 치관형태로 완성한다. 에나멜

질에는 인산엣칭처리를 하고 UniFil

Bond의 Bonding재를 이용한다

8.
4

증례5

증례7 증례8

증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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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11 증례12

충전후의 X선 사진

8.
5

입구에 비해 안이 깊은 와동 UniFil Flow를 와동의 치아색 Liner로

이용함으로써 안정된 적층충전을 할 수

있다. 중합에 의한 수축을 억제하고 와

벽에 착된 충전이 가능하다

9.
1

9.
2

상악전치부에 진행된 치주병으로 발치

된 증례10.
1

형태수정 한 발거치를 본딩재로 두 인

접치에 UniFil Flow로 고정하여

Direct Temporary Bridge로 사용할

수 있다

10.
2

발치후 6개월이 경과되어 발치와 주변

의 치은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형

태수정을 하고 발거치 본딩을 재고정했

다. 치료상태에 따라서 보철을 한다

10.
3

보철물의 치경부에 메탈라인과 근면우

식이 있다.「검은띠가 신경 쓰이는데 어

떻게 안될까?」라고 호소.  1 절단부도

파절되어 있다

12.
1

인접면 우식이나 충전된 CR의 변색. 무

수치에 변색이 있어 구강 주변이 어둡

게 느껴진다

11.
1

1 Working bleaching 후에 색조를

약간 밝게 조정했다. 상악전치부의 모

든 인접면 충전 후 사진

11.
2

치경부의 근면우식에는 와동형성후

UniFil Lo Flow(AO3)를 충전한다. 

1 절단파절부에는 UniFil Flow(A2)

를 충전한다

12.
2

순측의 에나멜질이 떨어져 나가 착색되

어 있다13.
1

UniFil Flow는 한가지 색만을 사용해

도 좋으나 색이 겹쳐지면 깊이 있는 색

감을 느낄 수 있다. 충전 후 사진

13.
2

증례9

증례13

증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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