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유동성 복합레진 Flowable composites

경희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보존학교실 최 경 규  교수
choikkyu@khu.ac.kr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졸)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 수련의

경희대학교 대학원(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박사)

오레곤주립대학 방문교수

로스케롤라이나대학 방문교수

현) 경희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보존학교실교수

와동이 작거나 큰 물리적 성질을 요
구하는 와동이 아니라면 적합성과 조
작성이 편리한 복합레진으로 수복하는
것이 유리하다. 1996년 유동성 복합레
진이 최초로 소개된 이래 많은 개선이
거듭되어 현재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
고 있다. 유동성 복합레진은 희석단량
체의 함량을 증가시키거나 필러의 함
량을 감소시켜 흐름성을 향상시킨 복
합레진이다.

1. 유동성 복합레진의 특성
일반적으로 1.0㎛ 내외 필러입자를 가

지며, 혼합형 복합레진에 비하여 필러
함량이 낮기 때문에 약 60-90% 정도
의 물리적 성질(압축 및 인장강도)을
보인다. 낮은 필러 함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모노머를 포함하며 이로 인해 중
합수축은 혼합형에 비하여 상당히 높
은 약 3.7-5.1%에 이른다. 
유동성 복합레진은 높은 광투과성을

갖는다. 동일한 색조라 할지라도 혼합
형 복합레진에 비하여 투명한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광중합 시간은 짧다. 심

미성이 요구되거나 변색된 치아에 적
용할 경우 내부의 상아질 색조가 비쳐
나올 수 있으므로 opaque layer를
내부에 적용한 후 수복해야 한다.
일부의 제품에는 불소 성분의 필러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복합레진 내
포함된 불소는 GI cement에 비하여
용출량이 매우 적으며 시간 경과에 따
라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 유
동성 복합레진은 레진기질의 함량이
높아 수분의 흡수가 용이하여 불소의
용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그림1)

2. 유동성 복합레진의 점도
유동성 복합레진은 일정한 압력을 가

할 때 퍼지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점
도를 갖는다.(그림1)
접촉각이 작고 흐름성이 높은 유동성

복합레진은 와벽에 대한 우수한 적합
성을 부여하여 좁고 깊은 부위의 수복
과 구치부 수복의 이장용으로 사용하
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흐름성이 적
은 것은 형태의 유지가 가능하고 물성

이 상대적으로 높아 열구/소와 우식,
교합력과 교두의 굴신(flexure)에 의해
형성된 치경부 결손부(abfraction) 등
직접 수복용으로 사용을 추천한다.
유동성 복합레진으로 충전하는 경우,

적절한 점도의 레진을 선택하는 것은
시술의 편의를 위해 중요하다. 점도가
낮으면 너무 잘 흘러(slumping) 치은
측으로 넘어가며 기구조작이 어렵다.
반대로, 점도가 큰 경우에는 와벽에

적합이 떨어져 기포(void)가 형성되며
수복 후 표면의 형태수정에 시간이 많
이 소요될 수 있다.(그림2) 따라서, 중
간 정도의 점도를 갖는 유동성 복합레
진(Unifil LoFlo-GC)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3. 유동성 복합레진의 적응증
유동성 복합레진은 광범위한 용도로
치과에서 사용되는데 수복용, 각종 수
복물의 수리용 및 기타의 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
1) 수복용 : 유동성 복합레진은 작은
와동에 제한한다. 수복물에 강한 물성

Unifil Flow
Flowable Composite resin

Unifil LoFlo Plus
Flowable Composite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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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거나 교합력이 직접 전달되
어 마모의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는 물
리적 성질의 한계로 인하여 사용해서
는 안 된다.
A. Class I restoration without stress

(non-stress 부위의 1급 와동 수복)
B. Class III & V (3급 및 5급 와동 수복)
C. Pit & fissure sealant (치면열구

전색재)
D. Restoration of air-abrasion

preparation (air-abrasion으로 형성
한 와동의 수복)
E. Tunnel preparation restoration
(터널 와동의 수복) 
2) 수복물의 수리용
A. Amalgam repair (아말감 수복물

의 수리)
B. Composite repair (기존의 복합

레진 수복물의 수리)
C. Provisional repair (임시수복물

수리, 변연수리 및 접촉점 회복)
3) 기타 용도
A. Liner for class II restoration

(2급 와동 수복시 liner)
B. Block out for indirect restoration

(간접수복시 와동의 형태를 단순화하거
나 undercut을 제거)
C. Resin cement (레진 시멘트) 등
많은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이장재로서 유동성 복합레진 Flowable
composite as a liner on deep cavity
1) 적합성 증진 : 치질과 적합성이 떨
어지는 혼합형 및 응축형 복합레진의
수복에 앞서 필러가 포함된 상아질 접
착제 또는 유동성 복합레진을 이장
(lining)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접착제를 사전에 중합한 후 유동성 복
합레진을 중합하여야 한다. 즉, 접착제
와 레진을 동시에 중합해서는 안 된다.

2) 응력의 분산과 완충 : 깊은 와동은
빛의 도달이 어렵고 중합수축 시 C-factor
가 높기 때문에 점층적(incremental
technique)으로 충전하고 중합하는데,
이때 탄성계수가 낮은 유동성 복합레
진을 먼저 도포하여 상층의 복합레진
중합수축으로 인한 수축응력과 기능(교
합 및 온도변화)시에 발생하는 응력을
흡수하고 분산(elastic bonding
concept)시킬 수 있다. 
3) 진단의 목적 : 수복재 또는 이장재
의 용도로 사용되는 재료의 방사선 불
투과성은 향후 이차 우식의 진단을 위
하여 필수적이다. 접착제는 두께가 너
무 얇아서 방사선 불투과성의 한계가
있으나 유동성 복합레진은 이러한 요
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다. 

1) 전치부 작은 와동의 수복

임상증례

* Flow는 일정한 압력으로 눌렀을 때 퍼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1 Filler loading of flowable composites. Reality, Vol 19, 2005.
2 Bonilla ED, Yashar M, Caputo AA. Fracture toughness of nine flowable resin composites. J Prosthet Dent 2003;89:261-7.

전치부 인접면에 작은 III급 와동. Matrix 및 wedge를 삽입한 후 유동성 복합레진으로 직접 수복한다.그림3,4,5

유동성 복합레진의 필러함량과 흐름성(알파벳순)
1,2

그림1 치경부 수복에 있어 유동성 복합레진의 점도(유동성)그림2



14

2) 구치부 열구 와동의 수복

열구의 우식과 협측 소와의 아말감을 유동성 복합레진(Unifil LoFlow, GC)을 이용하여 수복하였다. 와동이 작아도 2회 또
는 3회로 나누어 중합해야 한다. 구치부에서 열구에 국한된 작은 와동이나 교합력이 직접 가해지지 않는 협측소와(buccal
pit) 같은 와동에서는 미세입자형 또는 유동성 복합레진으로 수복할 수 있다. 이들 복합레진은 적은 필러 함량으로 인하여
물리적 성질은 약하지만 유연성을 가진다. 유동성 복합레진은 사용이 편리하지만 구치부에서는 낮은 물리적 성질과 마모저
항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열구/소와 우식의 수복이나 실란트의 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필러함량과 점
도가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6,7

4) 구치부 2급 와동 수복에서 이장재

2급 와동에서 교합면 와동의 이장(상)과 인접면 박스부위의 수복을 위한 open sandwich technique(하)의 도식 

a)도식 - 접착제를 도포하고 박스부위를 유동성 복합레진으로 채웠다. GI Cement로 이장할 수도 있다. 
b)박스내에 유동성 복합레진의 이장
c)Gradia Posterior(GC)로 수복하고 마무리 하였다.

그림12,13,14

3) 구치부 수복에서 이장재

분할 적층법에 의한 구치부 복합레진 수복

a)초진 사진으로 아말감을 치아색으로 교체를 원하여 내원하였다.
b)아말감을 제거하고 접착제 및 저점도 유동성 복합레진을 이장하였다.
c)도식 . 점도가 낮은(유동성 큰) 복합레진의 이장(Unifil Flow)
d)미세혼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 후, 교합조정 및 연마하여 수복을 마무리 하였다.

그림8,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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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레진의 수리(repair)

치경부 수복 후 복합레진의 중합수축으로 발생된 백색선(white line). 이 부위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유동성 복합레진으로
수리하였다.

그림15,16

그림17

유동성 복합레진을 이용한 치경부 마모증 수복

a)초진사진으로 다수 치아에 심한 치경부 결손
b)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하고 광중합한다.
c)법랑질 변연으로부터 유동성 복합레진(Unifil LoFlow; GC)을 충전한다.
d)치은측으로 소량씩 점층하고 각각 중합한다.
e)diamond point를 이용하여 외형을 정리한다. 이 때 치근표면이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술 후 과민의 원인)
f)외형을 정리한 후 컵형태의 연마기구(Enhance, Pogo; Densply)로 연마한다.
g)치은연의 과충전된(overhanging) 복합레진은 #12 Scapel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h)수복 후 최종사진으로 치은을 포함한 주변조직의 손상 없이 완성되었다.

그림18,19

6) 치경부 수복

치경부 와동의 크기에 따른 복합레진의 점층적 수복과정

a b e f

c d g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