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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현 쿠마가이치과

치과의사

쿠마가이 신이치

서론
   우식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접착기술이 

진보하면서 Minimal Intervention이라는 개

념이 생겨났다. 그에 따라 재료와 기구는 한

층 더 개발되었으며 치과수복처치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요즘은 재료의 특

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치질을 최대한으로 보

존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

료가 개발되어 지금까지 어려웠던 구치부 수

복에도 더욱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재료나 기구가 진보하더라도 치아

를 삭제한다는 것은 그 양이 많고 적음에 관

계없이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다. 삭제

되어 노출된 치질표면에는 자연치유능력이 

없어서 꼭 수복처치를 행해야 한다. 또 삭제

하기 전에 왜 그 치료방법을, 또 왜 그 재료를 

선택했는지 잘 검토해야만 한다. MI를 지나

치게 의식한 나머지 제거해야 할 우식(세균)

을 남겨두거나 경과관찰로 인해 우식이 커지

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눈앞에 보

이는 우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질삭제를 

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진단 능력과 여러 가

지 처치나 재료 중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판단력, 그리고 기구, 재료를 여러 형태로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일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환자를 눈앞

에 두고 MI 개념에만 휘둘리지 않고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재료나 기

구가 개발된 때에도 이를 잘 활용하여 올바

른 임상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근거하여 Nano-hybrid 

composite resin 「G-aenial Universal 

Flo」 를 중심으로 한 MI 치료를 소개해 드리

고자 한다. 많은 선생님께 참고되었으면 하

는 바람이다.

6 에 충전한 Composite resin이 마모

되어 있고, 또한, 인접면 우식도 보인다.

 8 의 우식. 광중합형 본딩시스템은 접

착의 문제로 인해 방습이 곤란한 사랑니

나 근면 우식 등의 충전이 어렵다.

V-ring System을 장착하고 본딩처리

를 한 뒤, 레진이 서서히 흘러 들어가게 

하여 Filling Instrument No.00으로 세부를 다듬

으며 형태부여를 한다

충전 후의 상태. 이 상태에서 경과를 관

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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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치에 주의하면서 가능한 한 작은 범

위로 우식과 기존의 수복물을 제거한다.

이러한 때에는 Glass Ionomer cement

가 가진 접착성과 불소방출에 의한 우식

의 억제나 재석회화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Fuji IX 

GP(A3)를 사용한다.

충전 후의 상태. G-aenial Universal 

Flo는 강도와 내마모성이 높고 조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구치부 교두도 간단이 수복할 수 

있다.

2-2

3-2

2-5

2급와동에는 V-ring System을 이용

하면 더욱 확실하게 충전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CR Syringe를 사용하여 

충전하고, 경화 초기의 감수성에 주의해

가면서 경화시킨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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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2

증례 3

45세 여성 6 근심에 작은 인접면 우식

병소가 있다.

G-aenial Bond로 본 딩 처 치 후, 

G-aenial Universal Flo(A2)를 충전. 

Filling Instrument No.00등의 탐침형 기구를 보

조적으로 사용한다.

1-1

1-4

5 의 보호를 위해 Metal stripes를 사

용하여 가능한 작은 범위로 우식을 제

거한다. 

형태수정 후의 상태. GC Pre shine, 

Dia Shine을 이용하면 쉽게 연마할 수 

있다.

1-2

1-5

작은 우식의 제거에는 사이즈가 작은 MI 

Concept bur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1-3

증례 1

9세, 남자. 6맹출시에 우식이 발생하었

다.

맹출이 완료된 후에 CR로 처치할 예

정 이 기 에 임 시 로 Glass Ionomer 

cement, Fuji IX GP(A3)를 충전하여 우식의 진

행을 억제한다.

4-1 4-2

증례 4

MI에 기초한 수복치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Nano-hybrid composite resin 「G-aenial Universal Flo」 를 

중심으로 한 「MI Filling System」 의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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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인접면 우식. 1 치관파절로 내원. 파절편을 접착했

지만, 3개월 후에 부딪혀서 다시 떨

어져 나갔다.

19세, 남성. 검진을 위해 내원. 자각증

상은 없지만 45 사이의 인접면 우식이 

발견되었다.

1  의 근심면에 우식이 있다. 또한, 정중

이개가 눈에 띈다.

표층은 내마모성과 연마성이 우수한 

G-aenial Universal Flo(A2)로 충

전. Filling Instrument No.00을 사용하면서 

풍융을 부여한다.

먼저 구개측에 G-aenial Universal 

Flo의 Opaque 색조 AO2를 얇게 충전

하여 형태를 완성한다.

치아의 형태를 고려하면서 G-aenial 

Universal Flo(AO2)를 설면에 충전하

고, 그 후 풍융을 부여하면서 G-aenial Universal 

Flo(A2)를 충전한다.

5-1 7-1

8-16-1

5-4 7-4

6-4

가능한 한 작은 범위로 우식을 제거한

다.

떨어진 파절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

절된 원래의 위치에 두고 실리콘재료로 

인상을 채득한다.

에나멜질을 제거해보니 예상보다 넓은 

부위의 상아질이 감염되어 있다.

인접면의 형태도 수정하기로 하고 이환

된 치질을 먼저 삭제한다.

Pre Shine, Dia Shine을 사 용 하 여 

연마. 점도가 높아 흐름성이 낮은 

G-aenial Universal Flo를 사용하면, 풍융도 

손쉽게 부여할 수 있으며, 연마도 쉽다.

 순측은 색조와 풍융을 고려하면서 

G-aenial Universal Flo(A2, E1)을 이

용하여 충전. 

연마후의 형태.

충전, 연마완료.

5-2 7-2

8-26-2

5-5 7-5 7-6

6-5

Stripes를 사 용 하 면서 깊 은 곳 은 

G-aenial Flo(AO2)로 충전한다.

인상재를 트리밍해서 적합을 확인한다.

급성우식이나 젊은 연령대의 우식을 제

거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가장 중요한 고

려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식감지액을 이용하여 

연화상아질을 제거한다.

풍융을 고려하면서 에나멜의 형태를 수

정하는 범위에 에칭제를 도포. 상아질에

는 도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 7-3

8-36-3

증 례5 증 례7

증 례8증 례6

삭제량이 많아 치수가 약간 노출되어 

6% NaOCl로 소독하였다. 수세후, 출

혈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8-4
충분히 수세하고 건조한 뒤, G-aenial 

Bond 와 G-aenial Flo(A2)를 이용하

여 Pulp capping 을 한다.

4 원심, 5 근심을 충전하기 위해서 

V-ring System을 장착.8-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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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nial Universal Flo(A2)를 충전. 연마종료. 술후에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신중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1개월 경과. 별다른 문제 없이 양호한 상

태이다.8-7 8-8 8-9

6 에 근첨병변이 있고 2차 우식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크라운과 메탈

포스트를 제거한다.

이 러 한 때, G-aenial Bond와

G-aenial Universal Flo를 이용

하여 격벽을 제작한다.

러버댐도 장착 가능하고, 또한 근관

충전 후에는 Fiber Post,Ceramic 

Primer와 Gradia core를 이용하여 간편하

게 축조할 수 있다.

G-aenial Universal Flo를 응용

함으로써 미세누출의 위험성이 적은 

형태로 Temporary crown을 장착할 수 있

게 되었다.

9-1

9-4

9-89-7

근관치료 전에 감염치질에 우식감지

액을 이용하여 확실하게 우식을 제

거한다.

G-aenial Universal Flo는 치아

의 형태부여가 쉽고 격벽으로써 필요

한 위치, 형태의 형성이 쉽다.

격벽을 완성한 후, Temporary crown

을 장착하기 위해 지대치 형성을 한다.

9-2

9-5 9-6

우식제거 후에 잔존치질이 적고, 이 

상태로는 근관치료도 어렵다.9-3

증 례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