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중합형 레진강화형 글라스아이오노머 
(Light-curing Resin Modified Glass Ionomer)

1. GI 및 RMGI의 경화 반응

GI 용액의 주성분은 물이며, 대개 다중산 공중

합체(polyacids copolymer)로 수분을 함유

하고 있기 때문에 GI는 항상 건조에 민감하다. 

다중산 공중합체 용액은 아이오노머 기질의 음

전하를 띤 다중산 사슬과 양전하를 띤 치아 면

의 칼슘 사이에 이온 상호작용에 의해 결합된

다. 뿐만 아니라, 다중산은 초기에 치아표면과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치질의 콜라겐 및 칼슘, 

carboxylate, phosphate 등 무기성분과 이

온 교환과정을 통하여 수복재와 치질간이 화학

적으로 (이온)결합한다.(그림 3) 

GI/복합레진 혼합형 수복재의 마모 특성에 대해

서는 약간의 상반된 보고가 있으나 물리적 성질

과는 약간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RMGI 및 

Compomer와 같이 레진단량체 성분이 부분

적으로 포함된 수복재에서 마모량은 오히려 종

래의 GI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26). 이는 

RMGI 내에 포함된 HEMA가 polyacid 사이

에 개재하여 결합(cross-link)을 방해하기 때

문에 경도 및 마모저항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 

3. 불소유리

GI 시멘트의 가장 특징적인 장점은 불소를 함유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리하는 성질이다. 치과

에서 불소는 치아표면의 수산화인회석(HA)을 

불화석(FA)으로 대체하여 내산성을 증가시키

고, 세균의 부착능과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우

식작용을 도모한다. GI로부터 불소가 용출되는 

기전은, GI가 경화 후 물을 흡수하면서 수화 팽

창되어 기질 내 산-염기 결합이 깨진 후, 초기

에는 기질로부터 불소가 급격히 유리되고, 이후 

노출된 글라스 입자로부터 서서히 불소가 유리

된다. GI계통의 수복재는 외부로부터 구강 내 

공급(음료, 치약, 불소도포 등)된  불소를

포함한 무기성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

(recharge)이 있어 지속적인 불소 유리가 가

각종 시멘트가 산에 노출되었을 때 용해도는 GI 

< Silicate < ZPC < polycarboxylate 순으

로 나타난다 . 

GI 계통 합착재(luting cement) 사용의 증가

는 이러한 근거에 기인한다. 즉, 모든 수복물의 

합착재는 구강 내에서 다소/완급의 차이는 있으

나 구강액 및 산에 의해 용해되어 변연누출을 

만들고 이차우식이 진행되는데, 이때 합착재로

부터 방출된 불소는 이를 지연 또는 억제시키는 

능력을 갖는다. 

우식이나 치질의 결손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치

질삭제를 통해 치아를 보존하고, 접착을 통하여 

잔존 치질을 강화하며, 불소에 의해 초기 우식

을 재광화하여 치질/치아의 수명을 증진시키려

는 목적에서 “Minimal intervention 또는 

Minimal invasive treatment”의 개념이 도

입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수복재가 접착능력과 

함께 불소 유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GI/

복합레진 혼합형 수복재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

된다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노령

화로 접어들었고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가속되어 

2025년에는 인구의 25%를 육박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 연령의 증가는 전신 기능의 저하

와 타액의 감소 및 치은퇴축을 유발하고 이는 

치근우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노령 

환자의 치근우식의 치료는 시야의 확보가 제한

되고 기구의 접근 및 우식의 완전한 제거가 어

렵기 때문에 정확한 접착술식이 제한된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에는 복합레진의 수복보다는 GI

계통의 수복재를 이용한 수복이 추천된다. 

우식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치료가 제한되는 경

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식제거 중 발생할 수 

있는 치수노출(근관치료)을 피하기 위하여 

“Vital pulp therapy”를 추천한다. 우식이 깊

은 경우 상아질 우식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로 

법랑질을 개방한 후, 치수노출이 되지 않을 만

큼 우식을 제거하고 GI를 이용하여 임시로 수복

한다. 이때 와동저에는 우식이 잔존되어 있을 

수 있다. 3-6주 정도 치수의 생활력을 검사하

면서 치수측에 재생성 상아질(3차 상아질)이 형

성되도록 기다린 후(6개월은 넘지 말 것), 임시 

수복한 GI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고 

RMGI 또는 복합레진으로 최종 수복한다.

(그림 5) 

2. 기계적 성질과 마모에 대한 특성 

이들 재료의 물리적 성질은 산-염기 반응과 중

합반응의 밸런스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연

속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압축강도, 굴곡강도, 

경도, 표면조도, 파괴인성 및 탄성계수 등 모든 

기계적 성질은 복합레진 성분에 비례하여 개선

된다. 즉, GI로부터 레진화(resinization)될수

록 우수한 물리적 성질을 보이고 있다(그림 4). 

RMGI는 이장재, 베이스, 합착재, 수복재, 접

착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5급 와동의 수복과 

충치 이환률이 높은 환자에 유용하다. 우식활성

도가 높은 소아 또는 타액의 감소로 인해 우식

유발율이 높은 노인의 치아를 RMGI로 수복함

으로 써 우식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레진 성분의 기질로 인하여 종래형 GI에 

비해 내산성이 강하고 표면의 안정성이 우수하

다. 종래형 GI의 상아질에 대한 결합강도가 

3-5MPa인데 반하여 적절한 상아질 표면처리

(polyacrylic acid conditioning)에 의 해 

RMGI는 0.7-12MPa 정도의 결합력을 갖는

다. 이러한 치질에 대한 결합력과 함께 중등도

의 불소유리 능력으로 인하여 RMGI는 치과용 

시멘트(합착재) 및 금인레이/온레이의 베이스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RMGI는 중합에 의해 약간 수축되지만 구강 내

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재팽창이 이루어지며, 복

합레진과 달리 복잡한 접착과정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민감도가 낮은 장점을 갖는다. 치경부 

수복에 널리 이용되지만 와동이 큰 경우 심미적 

한계(광불투과성, 색조의 제한, 술후 색안정성)

를 가지며 복합레진에 비하여 낮은 결합력을 갖

는다. RMGI 역시 탈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초

기 경화 후 10분 동안은 그대로 두어 실리케이

트 겔 경화반응이 충분히 진행되어 필러와 다중

산 기질의 성분이 안정화 될 수 있게 하여 경화

가 완료된 후 주수 하에 연마하여야 한다.

그림2-2.

전처리제와 수복용 및 합착용 GI 계통 시멘트. 

Fuji II LC Capsule; 일정한 P/L ratio, 빠른 혼합(준비) 시간, 쉬운 

적용, 다양한 색조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임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그림3. RMGI의 경화반응

Step 1. 다중산 공중합체(폴리머)의 카르복실기가 이온화되어 형성된 수소

이온(H+)이 분말 입자의 표면을 용해시켜 금속이온을 유리시킨다.

Step 2. 카르복실산과 양이온을 띤 금속이온이 산-염기 반응을 한다.

Step 3. 산-염기 반응의 결과 이온결합에 의한 폴리머 사슬 사이에 교차결

합이 일어난다.

Step 4. 광조사에 의해 수용성 단량체(HEMA)가 중합반응을 계속하여 중합

체(poly-HEMA)를 형성한다. 수용성 단량체와 비수용성 레진

(-dimethacrylate; Bis-GMA, PMDM, BPDM)에 의한 중합반응에 의

하여 경화된다. 이러한 단량체는 폴리머 사슬을 연결하여 보다 크고 안정된 

기질을 형성하여 물리적 성질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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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아이오노머(glass ionomer, GI)는 

산-염기 반응에 의해 경화되는 재료이며, 사용

된 실리케이트 글라스(silicate glass) 필러와 

이온성 고분자(ionic polymer,polyalkenoic 

acid) 기질로부터 그 이름이 만들어졌으며 일

반적으로 시멘트의 일종으로 분류한다. 1970

년대 Wilson과 Kent에 의해 GI가 개발된 이

래 조성 및 임상적 술식에 있어 많은 발전을 거

듭하였다. 

GI의 분말/용액 비는 강도와 용해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적절한 혼합물은 점도가 

높고, 광택이 있으며, 경화 이전까지 적절한 조

작시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가중합형 GI는 

우수한 불소유리능(정균작용, 충치발생 억제), 

상아질과 유사한 열팽창계수를 가지며, 경화되

는 동안 수축이 적고, 치질 결합력이 있으며, 

적은 미세누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에, 낮은 마모저항성, 낮은 인장강도, 건조에 

민감성, 연마의 어려움, 긴 경화시간, 심미적으

로 불투명(chalk) 등의 단점을 갖기 때문에 임

상적 적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GI 시멘트의 단점을 극복하고 복합레진

과 GI 시멘트의 우수한 성질을 결합하기 위해 

두 가지 성분이 혼합된 Resin modified glass 

ionomer(RMGI)가 개발되었다.

그림1.

GI 시멘트 / 레진 밸런스; GI와 복합레진 혼합형 재료의 연속성 및 상

용제품.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복합)레진 성분이 많이 포함된다. 

Ionomer Modified Resin
(IM resin, Giomer) :  
Resinomer, Beautifil II, Geristore

Resin-Modified Glass ionomer
(RMGI) : Fuji II LC (Plus), Vitremer, Ketac N-900

Glass ionomer Cements 
(GIC): Fuji II,IX,  Ketac Fil, Miracle Mix  

Polyacid Modified Resin
(Compomer) : Dyract AP, Compoglass F,
     F-2000, Vari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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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GI 시멘트/복합레진 혼합형 재료의 물리적 성질의 비교; 

composite > Compomer > RMGI > conventional GI

그림 5.

치경부 우식증과 RMGI를 이용한 즉일 수복 

a) 광범위한 치아우식증으로 인해 내원.

b) 이런 환자의 경우 협조가 가능하다면 내원 당일 전반적으로 우식을 

전반적으로 제거. 구강내 우식 활성을 최소화(S. Mutans)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식이 깊어 치수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일단 GI로 수복하

고 3-6주 후 생활력을 검사한 후 우식을 완전히 제거하고 최종 수복한

다.(Vital pulp therapy)

c) RMGI (Fuji II LC Capsule)를 이용하여 수복한 후 정리. 심미적

으로 문제가 있는 치아는 다음 내원 시 GI 수복물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

으로 제거한 후 복합레진으로 재수복한다.

현)경희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보존학교실 교수

최경규 교수

그림2-1.수복용: Fuji II (LC, Capsule - GC), Fuji IX(GC), 

Vitremer(3M), Ketac N100(3M ESPE). 합착용: 

FujiCem(GC), RelyX Luting Vitremer(3M)

그림 1

그림 2-1

그림 2-2

그림 4

그림 5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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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질접착 

GI 수복에 있어 치아표면의 전처리는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산에 의한 전처리를 시행하는데, 전처리제로는 주로 약산인 10-20% polyacrylic acid

를 이용하며 처리시간은 최소 10초가 요구된다. 법랑질에서는 충분한 전처리가 요구되지만, 상아질에서는 강산이나 산부식 시간의 증가에 의한 과도한 

탈회는 술후과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모든 GI 계통의 수복재를 이용할 때 산에 의한 전처리는 필수적이며, 결합력의 증가를 위해 상아질 접착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그러나 불소에 의한 

치질의 재광화 효과를 기대하여 GI를 사용한다면 상아질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접착층이 불소의 확산을 차단하기 때문이며, 불소의 기대효과와 

결합강도를 고려하여 상아질 접착제의 사용여부는 결정되어야 한다. 

그림 8. 인접면 우식의 복합레진 수복을 위한 Open sandwich 

technique

근거- 방습 및 오염을 배제하기 곤란, 치은변연의 누출 또는 재

발성  우식 가능 

a)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면에 우식으로 food impaction과 과민증을 

주소로 내원. 임상적으로 수년 전 제1대구치의 삭제과정에서 인접치에 

손상을 가하여 우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b) 우식이 치은연하까지 진행되어 접착술식이 제한되므로 RMGI를 

이용한 open sandwich technique을 적용. 교합면은 occlusal 

step없이 simple box preparation 하였다.

c) 구치부용 복합레진(Gradia posterior)을 이용하여 변연능선부터 

축조한 후 layering technique으로 수복

d) 최종 사진으로 접촉점이 회복되었고 심미적/기능적 수복을 완성하였다.

그림 9. 금인레이를 위한 RMGI 베이스

근거- 방습 및 오염을 배제하기 곤란, 치은변연의 누출 또는 재

발성 우식 가능, GI계통 합착재와 같은 성질 

a)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면에 심한 우식으로 내원

b) 치은 연하에 변연이 위치하여 금인레이 수복을 결정하고 RMGI 

base(Fuji II LC)로 이장. 

c) 와동 형성 후 임시수복물의 장착

d) 최종 금인레이를 베이스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RMGI cement인 

Fuji-Cem으로 합착하였다.

그림 10. 치경부 병소의 수복.

근거- 불량한 구강위생, 높은 우식이환율, 재발성 우식 가능, 

적은 심미적 요구 

a) 40대 후반의 환자로 치경부 마모증과 우식이 동반된 다수 치아

(#23-26)의 과민증을 주소로 내원

b) 코드를 삽입하고 우식 및 경화성 상아질을 제거

c) conditioner를 이용하여 15초간 산부식

d) Fuji II LC capsule(A3)을 이용하여 와동에 적용

e) 각 치아를 충분한 광중합(20초)한 후 superfine diamond point

와 rubber cup을 이용하여 정리 및 연마

f) 수복 2주 후 재내원하여 검사. 약간의 색조차이는 있으나 연속적인 

변연과 활택한 표면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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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치근 우식의 RMGI 수복.

근거- 방습 및 오염을 배제하기 곤란, 높은 우식이환율, 심미

적 요구가 크지 않음.

a)노인환자의 치근부에 우식으로 내원

b)우식을 제거

c)conditioner(10% polyacrylic acid)를 이용하여 15초간 산부식

d)Fuji II LC plus를 centric tip에 넣어 와동에 적용

e)최종 정리 및 연마

RMGI의 적응증과 임상증례

1)치근 우식의 수복

3) 금인레이를 위한 RMGI 베이스

4) 치경부 병소의 RMGI 수복

그림 7. Open sandwich technique의 도식

2)인접면 박스의 Open sandwich technique

'Open sandwich technique' 

for class ll

RM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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