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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처리한 치면에 Resin계의 접착
재를 이용하는 Direct Bonding법은
교정용 bracket을 접착할 때 널리 사
용된다.  그 이유는 안정된 접착력을 유
지하면서도 bracket의 탈락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치료 중에 구강은 자정
성(自淨性)이 저하되어 bracket 주위
는 white spot이라는 백탁과 탈회,
더 나아가 우식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
으로 바뀌는데 본 연구진은 이러한 병
변을 자주 경험하 다.

요즘은 미·유럽 특히 미국에서는
bracket과 Band 장착에 사용하는

Glass Ionomer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1994년에 Resin강화제
Glass Ionomer가 등장하면서 내연마
성과 치질접착성 등의 물성이 향상되고
방출되는 불소 때문에 우식예방 효과와
재석회화 효과가 인정되는 등,  제품의
임상적 평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리고 교정의가 산처리와 bracket 제
거로 발생하는 에나멜질의 탈회와 파괴
등을 가능한 피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으로도 추측된다.
본 연구진은 일찍이 광중합형 교정용

Glass Ionomer계 접착재(Fuji

Ortho LC)를 응 용 한 Direct
laminate veneer를 고안하여
Bracket Bonding의 전처치로서 치
면에 장착하고 있다.  이것으로 에나멜
질이 입는 기질적인 손상을 피할 수 있
었고 방출되는 불소에 의해 치경부와
인접면부까지 포함한 치면의 우식을 예
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  불
소가 함유된 페이스트를 이용한
PMTC(Professional Mechanical
Tooth Cleaning)와 가정에서 사용하
는 치약 때문에 Veneer는 지속적인
불소를 방출하는 운반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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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er에서 방출된 불소 이온
농도 변화

Glass ionomer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
는 불소이온은 Veneer 주위의 치면,  특
히 치경부와 인접면의 우식을 예방한다.

1-3
Veneer 구조
Glass ionomer와 Composite

Resin의 2층 구조(laminate)로 조성하
여 Glass Ionomer의 치질접착성과
Resin의 심미성·내마모성이라는 각각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1-1
Veneer 표면에 접착한 bracket
의 신축강도 비교

Veneer 표면에 Bonding된 Bracket(청)은
Bracket장착 후 24시간 또는 10,000
Thermal cycle(2년 7개월의 구강 내 상당)
후까지 두어도 치면에 직접 Bonding된
bracket(황,적)과 비슷한 접착력을 유지한다.

1-2

장치제거 후 Veneer로 덮인 1  의
치면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

지만 2 12는 bracket Base 주위에
white spot이 발생하 다.

2-3
2 12는 Veneer를 장착하지 않
고 인산처리한 치면에 Bracket

을 직접 Bonding하 다.

2-2
1  은 치면에 Veneer를 장착한
후 ,  그 표면에 Bracket을

Bonding하 다.

2-1

●Direct laminate Veneer에 대하여

●Veneer의 장착으로 우식예방 효과가 인정된 임상증례

지-씨 Glass ionomer 30주년 기념 특집

Glass Ionomer 시멘트를 활용한
새로운 교정치료

- Direct Laminate Veneer Technic 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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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를 본 모형에 시적하고
인접한 치아에 닿지 않는지 확인

한다.  매트릭스는 Veneer의 축성이 다시
필요해 지면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
각 치아에 분할된 재모형을 매트
릭스의 외형에 따라 트리밍한다.

순면에 스페이서를 도포하여 Glass
Ionomer의 두께를 확보한다.

3-1
Vacuum adapter에 setting하
여 연화된 아크릴판(0.5㎜)을 모

형에 압접한다.  경화 후 매트릭스의 형태
를 조정한다.

3-2

윤기가 나는 에나멜질은 처리전과
비교하 을 때 변화는 보이지 않

는다. (사진 5-5도 참조)

4-3
치면연마재와 브러시를 이용하여
치면의 플라그와 착색을 완전히

제거한다.

4-1
Fu j i  Or tho  LC의 부속품인
Ortho Conditioner(20% 폴리

아크릴산)를 이용하여 20초간 표면처리한
다음 수세·건조한다.  이렇게 하면 Glass
Ionomer와 치면과의 접착성이 높아진다.

4-2

작은 붓을 이용하여 치면에 얇게
피막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도포한

다.  두껍지 않게 또는 치경부와 인접면에
묻지 않게 주의한다.

4-6
Veneer의 Base층이 될 Fuji
Ortho LC는 분:액을 1:2의 비율

(표준조도의 2배 희석)로 혼합한다.

4-4
시멘트는 실을 만드는 듯한 점도
가 된다.4-5

각 치면을 5~10초 광조사(G-
Light)하여 초기 경화를 시킨다.

나중에 적층한 Resin과 경화할 것을 고
려하여 완전 중합시킬 필요는 없다.

4-7
12는 Glass Ionomer로 형성된
Base층은 축성된 상태에서 표면

은 윤기가 없고 약간 흐릿한 것처럼 보인
다.

4-8
매트릭스의 내면에 Resin을
적당량 축성한다.  우수한 물성과

조작성이 양호한 Unifil Loflo Plus(BW)
를 사용하고 있다.

4-9

●Veneer축성용 매트릭스를 준비한다.

●Veneer를 치면에 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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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치면을 20초 동안 광조사하여
Resin을 완전히 경화시킨다.4-12

치면에 매트릭스를 씌우고 치경
부에서 위치를 맞춘다.4-10

매트릭스를 가볍게 압접하면서
Resin을 전체에 고루 편다.  과잉

Resin은 광조사 전에 제거하고 인접치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11

12는 Veneer가 축성된 상태.
2 1  은 Resin을 적층하기 전 상

태.  개치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순면형태를
충실하게 재현하면서 균일한 엷은 층의
Veneer를 축성할 수 있다.

4-15
절단측에서 Instrument를 이용
하여 매트릭스을 벗겨낸다.4-13

구강 안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핀셋으로 잘 잡고 떼어 낸다.4-14

Resin계 Bonding재를 이용하여
Veneer 표면에 Bracket을

Bonding한 상태 .  하 악에는 이미
Veneer와 함께 Bracket, 교정용 Wire
가 장착되어 있다.

4-18
Veneer 축성을 완료하면 실리콘
캡(브라운)을 이용하여 Veneer

가장자리의 형태를 수정한다.

4-16
치경부,  인접면부의 잉여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한다.4-17

Wire를 제거한 후, How plier
를 이 용 하 여 치 아 1개 씩

bracket을 제거한다. Veneer 일부가
Bracket과 함께 제거되기도 한다.

5-1
Adhesive removing plier로
치경부의 Veneer변연에 남아 있

는 Veneer를 제거한다.  치면을 강하게
마찰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Veneer를
들뜨게 하는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  치면
과 Glass Ionomer는 화학적 결합으로
견고하게 접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덩어
리로 간편하게 제거된다.

5-2
Veneer를 제거한 후,  치마재와
브러시를 이용하여 치면을 청소하

고 스푼 Excavator와 scaler를 이용하
여 치은연하와 인접면에 Veneer의 파편
이 남아 있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핀다.

5-3

●Veneer를 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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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처리를 한 치면에 Resin계
Bonding재로 직접 접착한

Bracket을 제거한 후의 사진.  에나멜질과
Resin이 복잡하게 감합되어 있고 본래의
에나멜질 표면을 확인할 수 없다.

5-6
Veneer에 피복되어 있던 치면은
백탁은 물론 아무런 손상 없이 치

료 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발
적과 출혈 등 치은염의 증상은 교정장치
를 제거한 후,  브러싱을 하고 1주일정도면
개선된다.

5-4
Veneer를 제거한 치면의 전자현
미경 사진(2000배) .  표면에

Glass Ionomer의 작은 부스러기가 약간
남아 있지만 에나멜질의 표면성상에 어떤
변화도 없다.

5-5

Recharge로 인하여 Veneer에
서 방출된 불소이온농도의 변화

Glass Ionomer의 특성인 불소 방출성과
흡수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구강 안
의 불소 이온농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다.

6-1
내원시에는 불소가 함유된 치면연
마재 (PTC Paste)를 이용하여 브

러싱으로 플라그 등 오염을 제거함과 동시에
Veneer에 불소를 공급할 수 있다.  가정에
서는 불소가 함유된 치마재를 사용하여 칫솔
질하고,  불화물로 세정하여 Veneer를 불소
운반자로서 이용할 수 있다.

6-2
치료 후 모든 증례에서 매우 윤기
있는 에나멜질의 표면이 유지되고

있다.  일상적으로 불소함유 치마재와 치질
강화에 유효한 Recaldent가 함유된
Tooth Mousses를 사용하면 평생 건전
한 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6-3

●Veneer를 이용한 치료기간 중의 구강위생관리.

Bracket 주위에 발생하는 병변은 원활
한 교정치료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장
기적으로도 심미적인 만족감을 저하시키
기 때문에 그 수복에 광범위한 치질 삭제
와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하게 된다.
Bracket Bonding이라는 대의(大義)  때
문에 석회화도가 높은 건전한 표층에나멜
질이 산처리로 인하여 손상되고,  장치 장

착으로 쉽게 오염되는 치면은 탈회와 우
식을 유발할 위험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Glass Ionomer의 특성을
활용한 Veneer가 교정치료뿐만 아니라
우식이환 리스크가 높은 증례에 불소
3DS로서 응용되어 우식예방에 일조할 것
으로 기대한다.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