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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recharge양 측정방법 불소 방출과 recharge양의 경시적 변화

하악치열

X1000 와동 형성 후에 GC self conditioner를
도포하고, Fuji Filling LC를 충전한 후, 치아
를 2등분하여 접착계면을 주사형 전자현미경
으로 관찰하였다. Fuji Filling LC는 에나멜질
과 긴밀히 접착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X1000 Fuji Filling LC는 상아질과도 긴밀하게
접착하고 있고, 상아세관내에 약 30㎛침투하
여, 레진 tug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상아질과의
접착계면에 매우 엷은 hybrid layer 구조를 형
성하고 있다.(충전 7일째, 사람의 발거치 사용)

원반형 시료를 제작하고, 3㎖의 증류수에 침적
시킨 후, 24시간 후에 불소 이온 측정기로 불소
방출량을 측정한다. 14일째까지 이 작업을 반복
한다.

15일째에 시료를 9000ppm의 NaF용액에 5분
간 침적 후 꺼내어, 한 번 물로 씻어낸 후 즉시
3㎖의 증류수에 담근다. 불소의 방출량을 측정
하여 불소의 recharge량을 측정한다.

Fuji Filling LC의 불소 방출과 recharge양이
종래 제품과 비교하여 약 2배나 많다. 그 결과,
생성된 우식 원인균 증식억제 효과를 더욱 기
대할 수 있다.

ED 인접면과 E의 교합면에 우식이 발견되
었다.(거울상)

라운드 bur로 와동을 확대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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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1
•
3

우식검지액을 사용하여 감염 치질만 제
거하도록 하였다.(거울상)

Self conditioner를 도포하고, 치면의 컨디
셔닝을 하기 위해 10초간 기다려 마일드한
air blow를 하였다.(거울상)

인접면의 형태회복을 위하여 매트릭스
밴드와 wedge를 장착하였다.(거울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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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 Filling LC와 에나멜질ㆍ상아질 접착계면의 SEM 사진

불소방출과 recharge양의 경시적 변화

증례1: 5세 여아 유구치 인접면 우식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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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 Filling LC』 paste 타입의
광중합형 충전용 Glass Ionomer Cement의 특성과 임상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 치과연구과 구강기능학 강좌
소아, 장애우 치과학교실 조교수
카가 마사유키

들어가며
우식에 의한 치질의 결손은 충전재료
의 복원에 의해서만 건강과 기능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충전재료의 발전과 역
사적인 진화 과정, 우식에 대한 사고방식
의 큰 변화, 치과재료의 조직 친화성 등
을 감안하면 와동형성 후 충전해야 할
복원재료로서 Glass Ionomer Cement
가 유용합니다.
FDI(세계치과연맹)이 2000년에 Minimal

Intervention(MI, Int. Dent. J. 50:1-
12, 2000)을 제창한 후, MI컨셉이 전
세계 각 분야에 급속히 퍼진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거의 치과
교육은 ‘감염치질의 범위가 확실치 않아
안전을 고려하여 이환치질을 포함, 건

강한 치질까지 많이 깎아내어 Box
form을 형성하고 보존형태, 저항형태,
원활한 와동 형태, 명치형 등을 확실히
정해서 충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와동 형성법은 충전재료가

치질과 접착되지 않았던 시대의 산물입
니다. 현재의 접착성 레진 시스템은 치질과
레진 계면에 hybrid layer가 형성되어
긴밀히 접착됩니다. 한편 Glass Ionomer
Cement는 그 성분이 치질의
Hydroxyapatite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결합합니다. 따라서 변연누출에 의한 2차
우식 발생위험이 낮아 Glass Ionomer
Cement는 충전재료뿐만이 아니라 우식
예방 재료로서 새로운 지위를 확립했습

니다. 또한, 치수에 위해작용이 적고 생
체친화성이 있는 재료라는 것이 많은
연구에 의해 증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동 형성은 우식검지액으로

염색되는 작은 범위에 한정되므로 불필
요하게 삭제되는 작업을 피할 수 있으며
접착성 재료로 충전합니다. 그리고 정기
검진에 기초한 장기적인 치아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해 졌습니다. 따라서 FDI
는 불소의 방출과 recharge양이 많은
Glass Ionomer Cement 사용을 추천
하고 있습니다.

➀GC self conditioner
도포

➀ GC self conditioner 조성 ➁GC Fuji Filling LC의 조성

GC Fuji Filling LC의 조성

4-MET, HEMA, 
에탄올, 증류수

GC self conditioner 조성

➁10초간 방치 ➂Air blow로 건조

A paste

B paste

fluoroalumino-
silicate glass, HEMA,
디메타클리레이트, 
촉매, 착색재

polyacrylic acid,
증류수, 필러, 촉매

➃Fuji Filling LC를 충전 ➄20초간 광조사 ➅Fuji Vanish 도포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면 처리재(GC self conditioner/국내미출시)
접착력 향상을 위해 Dentin conditioner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Fuji Filling LC의 사용방법 

본 시스템의 구성

GC self conditioner 사용은 종래와 비교했을
때 수세와 suction 조작에 의한 자극과 소리를
없앴다는 데 있습니다. 환자(특히 소아, 장애우,
고령자)에게는 수세시의 스프레이 조작과
suction 소리가 때로 시술자의 갑작스런 행동으로
연결되어 환자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유발시
키며 이는 치료거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Self conditioner는 조작이 간편하고

효과가 확실하여 환자의 협력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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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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
•
8

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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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2
•
11

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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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
•
8

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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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0

1
•
11

A/A의 근심인접면에 우식을 확인하였
다.

유치 어금니에 크램프를 러버 댐을 장착시
켜 유전치를 치실로 묶는다.

우식검지액으로 이환 치질을 판별한다.2
•
1

2
•
2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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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