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성이 떨어지기 전에 레진을 첨가한
표면을 붓 끝에 리퀴드를 적셔 다시 한 번
펴 바른다. 이미 경화한 부분과의 동화가
빠르며, 경계선이 발생하지 않는다.

축성과 함께 형태 수정을 진행한다. 도재와
레진 재질의 중간 느낌이 난다. 전용
붓(NO.10, 국내미출시)은 탄력이 있으며
끝 부분을 모으기 편리하게 되어있다. 

형태는 인접치를 참고하여 축성하는데,
형태 수정 시에 교합조정이 가능하도록
최대 풍륭부를 충분히 커버하는 크기로
에나멜 색을 축성한다.

반대 측의 중절치의 풍륭부를 관찰해 보면,
융선이 높은 부분에 백탁한 에나멜이
있으므로 최표층을 A1 색조의 레진으로
코팅한다.

인접치의 최대 풍륭부를 커버할 수 있는
크기까지 축성한다. 필적법으로 거의
기포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투명성은 높고
상아색이 투과되어 보인다.

인접부의 언더 컷 등을 제거하고 치관의
대략적인 형태를 부여한다. 치은 위에
축성한 부분도 제거한다. 이후의 세척을
고려하여 안쪽 면의 축벽도 제거한다.

상아질에 mamelon 형태를 부여한다.
붓으로 레진 파우더를 덜어, 잠시 시간을
두고(약 7초) 축성한다. 붓 끝을 사용하면
의도한 형태로 쌓아 올리는 것이 용이하다.

mamelon 형태를 갖춘 후에는 설면에서
클리어 레진을 추가하여, 형태를 명확히 한다.
투명층의 두께나 위치 등은 반대쪽의
중절치를 참고하도록 한다.

설측에 레진을 추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화 전에 교합을 맞추어 둔다. 구강
내에서 직접 레진을 축성할 경우는, 인접치가
건조함에 따라 백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상아질 색조 표면에 투명 층을 한 번 더
입힌다. 이와 같이 얇게 넓힐 경우에는,
붓으로 파우더를 덜어 낸 직후 펴 바르듯
축성한다. 

붓으로 파우더을 덜어 낸 후 액과 분말이
반응하는 모습을 1~4에 나타내었다.
액 묻히고 난 후, 작업개시가 빠를수록
축성 시 유동성이 높다. 4번째 그림과 같이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mamelon
형태를 부여한다.

필적법으로 레진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는
퍼지지 않으므로, 필요한 양만 쌓아올려
형태를 붓 끝으로 조정한다. 타이밍을
재면서 연습한다.

1
•
13

1
•
16

1
•
17

1
•
18

1
•
14

1
•
15

1
•
7

1
•
10

1
•
11

1
•
12

1
•
8

1
•
9

1 2

3 4

1312

심미 치료 시대의 전략적인 Temporary Crown
제작에 대하여 UnifastⅢ의 특징과 임상응용

일본 치과 대학 동경 단기 대학 치과 기공학과 학과장 교수
마루모 요시츠구

들어가며
치과재료 시장의 제품들을 살펴보면, 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제품과 비교
하여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뀐 신제품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출시된 UnifastⅢ은 단순한 버전 업 제품
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자가중
합레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UnifastⅢ는 이전 제품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색조, 투명도, 연마성, 축성에
대한 용이함, 유동성 등 필요한 특징을

전부 갖춘 고성능의 전략적 제품으로 출
시되었다. 지금까지는 임시 재료인 만큼
색깔이나 광택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넘
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다르다. 기존 사용법으로도 충분히
심미성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을
들이는 만큼 더욱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 궁극의 레진이라 할 수 있겠다.  
심미 보철물을 만드는 치기공사가 진정

으로 추구해 왔던 이상적인 성능을 갖춘
제품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증례는 치주조직형태가 불량할 뿐만

이 아니라 치아색조 또한 매우 불량한 증
례이다. 이 증례의 제작과정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이 제품을 통해서 더 좋은 보
철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치주 조직 준비
와 완성품의 시뮬레이션이 자유자재로 가
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환자와
상담 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의
치아에 대한 심미적인 희망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치과의원 전체의 진료 향상과 환자의 더
높은 만족을 위해 이 제품이 널리 보급되길
바란다.

45세, 남성 환자. 전치가 심미적으로
불량한 것이 주요 증상. 전치는 20년 전에
치료를 받은 것임. 실활치로 색조, 형태,
잇몸 모두 불량한 상태.

우측 상단의 중절치 수복물은 인접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치관형태 또한 색조의
부조화를 보이고 있다. 좌우 중절치의
치경부의 차이가 보이며, 심미적으로도
불량하다.

설측으로의 투과광이 적은 메탈코어이므로,
대책으로 설측에 클리어 레진을 사용하
고 있다. 설측에 붓으로 축성한 후, 끈기가
생기면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눌러준다.

설측의 클리어 레진이 경화하기 전에,
대합치의 압흔을 남겨 교합을 맞추어
놓는다. 절단부위에는 메탈코어보다 조금
긴 위치에서 잘라내고, 클리어를 추가한다.

메탈코어에 클리어 레진이 전체적으로
입혀지도록 얇게 펴 바른다. 붓에 액을
묻히는 즉시 메탈코어 위에 펴 바른다.
유동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에 따라
조작 시간을 바꿀 수 있다.

이제부터 상아질 색조로 축성을 시작한다.
파우더를 채취하여 유동성이 떨어지도록
잠시 기다렸다가(약 5초) 축성한다. 형태가
불만족스러울 경우에는 붓에 액을 적신
뒤에 형태 수정을 한다.

증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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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좌측 유중절치에 형태회복을 위한 셀
룰로이드 스트립을 삽입하고, CR
syringe로 Fuji Filling LC를 충전하였
다.)

충전 후, 셀룰로이드 스트립으로 압접하였
다.

광조사를 20초 이상 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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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에 CR syringe로 Fuji Filling
LC를 충전하고, 셀룰로이드 스트립으
로 압접하였다.

광조사 후, 나머지 부분을 화이트 포인트로
제거하여 형태수정을 하였다.

방습을 위해 Fuji Vanish를 도포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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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G.V.Black의 와동형성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세대는 치아의 형성 기술을
경쟁하듯 교육받아왔습니다. 치아를 필
요 이상으로 깎아내는 기술예찬 교육
은 치아의 건강을 해치고, 치아의 수명
을 줄인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너무 깎아냈다, 이렇게 까지 해서 신
경치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실패
구나. 다른 선택은 없는 걸까’ 이러한

쓰디쓴 경험은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과거 10년간 치질 접착성 재료를 잘 사
용하여 신경치료를 피하고, 치수를 보
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은 누구든지 재료의 진가를 믿으며 안
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베이스 페이스트 혼합 타입 광중합형

충전용 Glass Ionomer Cement 『Fuji
Filling LC』의 개발은 특히 소아, 장애

우, 고령자의 치과치료에서 간편한 조
작성으로 진료시간이 단축되는 다양한
임상적 장점이 있으며, 또한 Glass
Ionomer Cement가 가진 특성인 치질
접착성과 불소 방출효과가 매우 뛰어나
장기내구성을 가진 치과치료를 목표로
하는 MI의 개념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
는 제품입니다.

1918

CR syringe로 Fuji Filling LC를 충전
하였다.

교합면에 cotton으로 대강의 교합면 형태
를 주었다.(거울상)

20초 광조사로 경화시켰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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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포인트로 교합면 형태를 주고
방습을 위해 Fuji Vanish를 도포하였다.(거울
상)

Fuji Filling LC는 치질과의 색조 적합성도
양호하며, 유구치 인접면 와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거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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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의 근심인접면에 우식을 확인하였
다.

유치 어금니에 크램프를 러버 댐을 장착시
켜 유전치를 치실로 묶는다.

우식검지액으로 이환 치질을 판별한다.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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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bur를 사용하여 저속으로 이환
치질을 제거한다.

가능한 한 건강한 치질 보존과 형태회복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유리 에나멜질은 남긴다.

self conditioner를 도포하고, ‘smear층
용해’ ‘마일드한 탈회’로 치면을 컨디셔
닝하여 접착성을 높였다. 10초간 방치하고,
마일드한 air blow를 하였다.

2
•
4

2
•
5

2
•
6

증례2: 5년 3개월 여아 유치 전치 인접면 우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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