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plant 최종 보철물에 사용하는 경우

는, 유지보수시의 철거를 고려하여 시

멘트의 양을 조절합니다.

Implant 상부구조(Metal ceramics)

10 11

하라쥬쿠 Dental office

치과의사 야마자키 나가히로 
치과의사 야마자키 오사무  

서론
　최근 심미 보철치료에 대한 관심과 요구

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key point로 「Provisional restoration」 이 

주목 받고 있다.「Provisional restoration」의 

목적은 치아, 치열조직 등의 보호, 보전 및 치

료 성과를 관찰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데에 

집적되고 있지만, 보철 치료를 장기적으로 관

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착재」가 불가결한 존재이다. 

 또한 최근 Implant보철이 증가하고 있으

며 심미, 교합정밀도가 우수하다는 관점에서 

Abutment와 상부구조물의 합착에 있어서 

가착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경우, 가착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지며, 가착재의 사

용용도가 「Temporary」 를 넘어서게 된다.    

   Provisional Restoration이나 Implant보

철에 가착재를 사용하는 경우, 보철범위, 크

기, 목적, 기간에 따라 가착재에 요구하는 특

성이 크게 달라진다.

  GC사의 가착재로 오랜 기간 애용 되어진 

「Freegenol Temporary Pack」 은 Non 

Eugenol 가 착재이기 때문에 다수치의 

Crown 등 비교적 단기간 사용에 적당하다.

  가착기간이 장기간인 Bridge나 Implant

보철에 사용하는 경우, 가착재 선택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가착재는 「Eugenol」

「Non Eugenol」 「Caboxylate」중 하나를 사

용하게 되지만, 시멘트의 피막두께가 두껍고, 

가착시에 들뜨는 현상을 느끼거나, 가착기간

이 장기간으로 가면서 Cement의 파손이나 

변색을 보이게 되면,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있

는 가착재는 아니었다.

  올해 GC사에서 출시하 는 『Fuji TEMP 

LT』는 기존의 가착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Glass Ionomer계' 의 가착재로 Provisional 

restoration, Implant 보철물에 적합하게 설

계되어 있어 나로서는 매우 만족하며 사용하

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Fuji TEMP LT」의 

장점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표1). 

   이번 호에서는 Implant보철, Provisional 

restoration에 사용한 증례를 중심으로, 

「Fuji TEMP LT」를 임상에서 보다 유용하

게 사용하기 위한 포인트를 소개한다.

그림C) 피막두께 Data. 『Fuji TEMP LT』는 입자 

직경이 미세한 Filler를 사용하여, 피막두께 '6㎛'

을 실현하였습니다.

증례1) Implant 상부구조의 가착

 67 。 Implant Abutment.

Implant의 최종 보철물 가착에『Fuji 

TEMP LT』 를 사용하 는 증례에서 

Abutment의 길이가 3.5mm이상으로 설정

되는 경우는 Abutment에 Vaseline을 도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멘트는 마진 내측에 띠모양으로 도포하고(①), 한 번 장착한다(②). 일단 보철물을 철거하여 (③), Abutment 천정부에 부착된 시멘트를 면

봉으로 닦아낸 후(④), 다시 장착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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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모양으로 시멘트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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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 시적1-3

그림A) CD Cartridge사용으로 분/액 타입

과 같은 계량의 번거로움이 없다.

그림B) Paste & Paste로 혼합이 용이하다.

표1　『Fuji TEMP LT』의 장점
①조작성이 우수하다.

　분/액 타입과 같은 계량의 번거러움이 없다. 

또한 Paste & Paste로 혼합이 용이하다.

②시멘트의 피막두께가 얇다.

　『Fuji TEMP LT』의 피막두께는 「6㎛」으로 

현존하는 가착재중에서 가장 얇은 피막두께

를 자랑하며, 임상에서 이 얇은 피막두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mplant 보철물

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얇은 피막두께가 중요

한 포인트가 된다.

③ 시간경과에 따른 색조변화가 없다.

④용해성이 낮아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Ionomer계 가착재로서 장기간 사용해도 변

색이 없으며 용해되지 않는다.

⑤치수동통이 발생하지 않는다.

One point advice ① (Implant 상부구조의 가착)

 제품명 피막두께

Fuji TEMP 6μm

Freegenol 

Temporary Pack
10μm

GC 연구소 측정
JIS T 6610에 의함

미래의 가착 Cement 『Fuji TEMP LT』의 

특징과 임상응용
-미래형 가착Cement-

(한번 장착한 후에 보철물을 철거하여 

Abutment 천정부에 부착된 시멘트

를 면봉으로 닦는다) 구강내에 합착. 자세한 사

항은 『One point advice ①』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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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al restoration

구강내에 합착한 후, 약 1분 Instrument

로 잉여시멘트를 제거. 잉여시멘트는 합

착 직후엔 물로 씻어낼 수 있다.

Floss로 치간부의 잉여시멘트를 제거1-9 1-10
가착후1-11

지대치길이

Taper

증례2) Provisional restoration의 가착

지대치 형성후

Provisional restoration을 합착

잉여시멘트의 제거.

『Fuji TEMP LT』는 한 덩어리로 제거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지대치에 부착된 『Fuji TEMP LT』

의 제거. 초음파 scaler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지대치 길이 Taper

다음과 같은 조건인 경우는 가착전

에 지대치 또는 Abutment에 Vaseline을 

도포하는 것을추천한다.

- 적합성이 우수한 최종보철물

- Implant 상부구조의 경우

다음 조건이 더해지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

야 한다.

-지대치 길이(Abutment 길이)가 길고,

-Taper가 급한 각도를 이루는 경우에는 특

히 주의하여야 한다.

Provisional철거. Ionomer계 가착

재이지만, 철거시에는 기존의 가착재

와 동일하게 철거할 수 있다. 단 지대치가 긴 경

우나 지대치의 taper가 급한 각도인 경우에는 

지대치에 Vaseline을 도포하는 것이 좋다.

최종 보철물(Metal ceramics)의 합착.

GC의 「Removable Pliers K.Y. 

Type」 은, Temporary crown 철

거가 용이하여 임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되고 있다.

Provisional철거직후의 지대치 사진. 

Ionomer계로서 가착기간이 장기간

이어도 시멘트의 용해가 보이지 않으며, 가착력

이 안정적이다.

2-1

2-4

2-5

2-8

2-10

2-6

2-9

2-11

2-7

2-2

『Fuji TEMP LT』를 마진내측에 띠 모양으로 도포2-3

결론
　1995년경부터 심미보철ㆍImplant보철에 대

하여 개인적인 열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선은 재료 준비를 하고, 그 재료의 특성

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사용방법을 연구하였

다. 최근에는 심미보철 시장상황에 발맞춘 제

품이 점차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지만,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연구도 지속

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의 『Fuji TEMP LT』는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가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고, 장기간 가착해야 하는 Provisional 

restoration, Implant보철물의 가착에 있어

서 지금까지 느꼈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

는 최적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Case Presentation에서 정리한 Point

가, 반드시 『Fuji TEMP LT』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되었으면 좋겠다.

One point advice ② One point advice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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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 지대치의 taper가 급한 각도인 경우에는 

지대치에 Vaseline을 도포하는 것이 좋다.

최종 보철물(Metal ceramics)의 합착.

GC의 「Removable Pliers K.Y. 

Type」 은, Temporary crown 철

거가 용이하여 임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되고 있다.

Provisional철거직후의 지대치 사진. 

Ionomer계로서 가착기간이 장기간

이어도 시멘트의 용해가 보이지 않으며, 가착력

이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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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 TEMP LT』를 마진내측에 띠 모양으로 도포2-3

결론
　1995년경부터 심미보철ㆍImplant보철에 대

하여 개인적인 열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선은 재료 준비를 하고, 그 재료의 특성

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사용방법을 연구하였

다. 최근에는 심미보철 시장상황에 발맞춘 제

품이 점차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지만,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연구도 지속

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의 『Fuji TEMP LT』는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가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고, 장기간 가착해야 하는 Provisional 

restoration, Implant보철물의 가착에 있어

서 지금까지 느꼈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

는 최적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Case Presentation에서 정리한 Point

가, 반드시 『Fuji TEMP LT』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되었으면 좋겠다.

One point advice ② One point advice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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