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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바니쉬의 탄생 배경

불소 바니쉬의 임상적 활용

1940년대 개발된 불소용액은 반드시 치면세마와 비교적 긴 도포 시간이 요구되었다. 코튼에 적셔

C
A S E
PRE SEN TAT ION

C
A S E
PRE SEN TAT ION

도포할 때(Paint-on technique) Quadrant인 경우 16분(1/4당 4분), Half-mouth인 경우 8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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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요되어 매우 비용 효율이 낮은 도포 방식이었다. 그러나, 산성불화인산염(APF)이 소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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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겔이 개발되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불소겔은 불소용액에 alkyl cellulose를 첨가하여 용액의
점도를 증가시켜 개발된 제품이다. 따라서 불소겔은 Tray를 이용한 도포 방법으로 인하여 시간 절
약과 편리함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그림 4).
그러나 불소겔은 도포하면 치면에 흡수된 많은 양의 불소가 구강내로 바로 침출되어, 실질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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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만약 불소가 법랑질에 더 오랫동안 부착되어 서서히 용해된다면 불

소도포의 효과는 더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1960년대 유럽에서元
개발된 제품이

元

그림4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겔 도포 방법은

과량의 불소 복용 가능성이 야기될 수 있다.

불소바니쉬다. 불소바니쉬를 도포하면 치면에 불소 창고가 생겨 몇 일 동안이나 불소가 서서히 유리
되어 높은 충치 예방율이 보고되고 있다.

서론

불소바니쉬의 역사

‘불소’는 치약 광고에서 국내 일반 대중에게

불소도포가 치과 임상에 정착하기에 척박

화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불

알려진 이후, 사회적으로 수돗물 불소화 때

한 현실 속에서 ‘불소바니쉬’는 정말 단비와

소바니쉬의 다양한 임상적 활용에 대해서 알

문에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있지만 치과 임

같은 재료이다. 먼저 불소바니쉬는 술자와 환

아보기로 한다.

상에서 오랫동안 예방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자 모두에게 정말 사용하기 쉽고 편한 재료이

그렇다면 현재 불소도포를 실제 임상에서 일

다. 게다가 충치를 예방도 하지만 초기 충치

미국에서는 1991년 Duraflor가 cavity varnish의 사용 목적으로 FDA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고, 1997년에는 Duraphat이 지각과민 치료를 위해 승

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과는 전국 치과

를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각과민에

인을 받았다. 불소바니쉬가 유럽에서는 충치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지만, 미국에서는 와동 바니쉬 또는 지각과민처치제로서만 허용되고 있다(그림 5). 그

중에 몇 %정도 될까? 좀 서글픈 예측이지만

도 효과가 있으니 정말 국내의 어두운 예방치

래서 미국에서는 불소바니쉬가 “Off-Label" Use로 충치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Off-Label" Use란 FDA는 허용된 약제의 사용 방법까지는

30%를 넘지 못할 것 같다. 불소가 충치 예방

과 영역에 한줄기 빛과도 같은 제품이라 할

제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해열진통제인 아스피린을 심장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에 확실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면열

수 있다(그림 1). 핸드피스만으로 충치를 정

구전색처럼 일반적인 진료에 포함되지 못하

복할 수 없는 이유는 치과의사의 HAND로

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임상적 측면에

환자 구강의 PEACE를 망치는 경우가 꽤 있

서 볼 때 불소도포 할 때의 번거로움과 불소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소바니쉬는 치과의

도포의 효능에 대한 인식부족 정도를 꼽을

사의 손발에 휴식을 줄 수 있고, 치위생사의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에 보람을 줄 수 있고, 환자의 입안에 평

그림1

유럽에서 불소바니쉬는 1964년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그 뒤로 25년 동안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불소바니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불소 도포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충치 예방율은 25-75%정도로 보고되고 있어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다른 도포 방법보다 탁월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행동조절이 곤란한
영유아에 자주 발생하는 유전치 충치 치료에 대안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불소바니쉬에 CPP-ACP를 첨가한

MI Varnish

불소의 우식 예방 작용 기전
충치는 벽돌(Bricks)과 Mortar(회반죽)으로 비유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벽돌은 calcium, 회반죽은 Phosphate이다. 에나멜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회반죽으로 붙여서 쌓아놓은 벽돌 벽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소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바로 벽돌과 회반죽으로 담을 튼튼하게 쌓는
작업자라고 할 수 있다(그림 2).

그림5

이처럼 불소는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중 하나인데 다음의 3가지 기전으로 작용한다. 특히 불소는 치아가 미성숙단계에 있는 소아에서 충
치예방에 효과적인데 궁극적으로 치면에 불소를 지속적으로 도포하는 이유는 치아구조가 Fluorapatite로 치환될 때까지라고 할 수 있다(그림 3).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지각과민 치료를 위해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3회의 도포가 추천된다.

불소바니쉬 작용 기전
바니쉬는 접착성을 지닌 합성 또는 자연 레진으로 이루어진 액체물질이다. 바니쉬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활성물질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바니쉬의 기

1. Enhancement of tooth mineralization

능을 이용하여 불소를 도포하는 방법이 바로 불소바니쉬다.

2. Reversal of tooth demineralization
3. Inhibition of acid-producing bacteria responsible for caries
그림2

치면에 바니쉬를 얇게 바르면 얼마 후 경화(Setting)가 된다.

충치의 진행과정은 벽돌과 회반죽으

▼

로설명할 수 있는데 calcium은 벽돌, phospha

레진이 용해되면서 바니쉬에 포함된 불소가 천천히 유리된다.

te는 회반죽으로 비유된다. 구강내의 pH가 일
정 기간 동안 높은 산도를 유지하면 회반죽이 녹

▼

기 시작하고 많은 양의 회반죽이 제거되면 벽돌

천천히 용해되어 치면에 불소의 높은 농도가 유지되고

이 부분적으로 탈락된다. 따라서 벽돌과 회반죽

불소의 활동도 연장된다.

의 견고한 결합을 위해서는 작업자 즉 불소도포
가 필수적이다.
그림3

불소도포가 강조되는 이론적 근거
그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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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바니쉬의 구성 성분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유전치 우식 조절

1. 5% Sodium fluoride : 2.26% 불소 포함

Discing의 목적

2. CPP-ACP 2% : 타액내 Calcium과

치아 사이를 디스킹하는 것은 충치 치료를 “수복”의 개념이 아닌 "치유(Healing, Arrested)"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디스킹 후에는 반드시 불소

phosphate level 상승시킴

바니쉬 도포를 시행하여야 하고 주기적인 검진 및 불소바니쉬 도포가 동반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Rosin
4. Ethanol
5. Flavor
그림7

한 개의 유니트 용량이 0.5ml이고 색상은 흰색이기에 성인 환자에서도 사용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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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ing의 방법

Discing 후 확인해야 할 사항

Discing 후 꼭 해야할 사항

가는 다이아몬드 bur로 표층부의 충치만을 제

디스킹 후에는 전치부의 절단연이 치은부의 근

디스킹만으로 충치를 조절할 수 없다. 잔존된

거하고 치아 사이에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원심 폭경보다 좁아야 자정작용이 더 용이하므

충치가 정지될 수 있는 구강 환경을 만들어야

접촉면을 파괴하여 공간 을 만드는데 특히

로, 디스킹 후의 치아 모양은 Parallel-sided

하므로 불소바니쉬 도포가 꼭 필요하다. 케이

undermined enamel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

또는 Tapered
전치부 사이
P R E S Etooth이어야
N T A T I O 한다.
N

스에 따라 도포 간격이 틀려질 수 있지만 일반

C A S E

불소바니쉬의 사용 범위

하다. 보고에 의하면 충치로 인한 와동이 구강

元
에 긴밀한 접촉이 모두 개방되었는지 꼭 확인해

1. Remineralize enamel

내로 노출된 부분이 많을수록 충치는 느리게

야 한다.

① White spot caries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치수노출의 가능성이

② Partial erupted molar

있으므로 디스킹을 최소화 하는 게 현명하다.

적으로 3개월에 한 번의 도포가 추천된다.

③ Orthodontic decalcification
④ Pre/Post tooth whitening
2. Prevention
① Children : ECC, nervous children,
medical/physical problem
② Adult : hypersensitivity, root caries
③ Community program
3. Desensitization
① Cervical abrasion
② After scaling/root planning

그림10
그림8

디스킹은 outer carious dentin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불소바니쉬의 다영한 임상 적용 범위

그림11 디스킹 후 유전치는 Parallel-sided
또는 Tapered 형태이어야 한다.

Discing과 불소바니쉬 도포는
Minimal Intervention이다.
디스킹과 불소바니쉬 도포는 보호자에게 지속

불소바니쉬에 대한 오해

적인 검진과 도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설명한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종말론을 예언한 것처럼 1896년 현대 치과학의 아버지로 칭송되는 G.V. Black은 앞으론 수복 치료는 쇠퇴하고 예방 진료가

후 유전치 우식에 대한 수복치료의 대안으로 시

주류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미신으로 폄하되었지만, G.V. Black의 주장은 최근 치의학의 흐름에 많이 반영되고 있

행한다. 유전치 우식 수복을 어려워하고 기피하

다. 최소 침습 치과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불소바니쉬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는 임상가에게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라고

We will be engaged in practicing preventive rather than reparative dentistry. When we would understand the etiology and pathology
of dental caries, we would be able to combat its destructive effects by systemic medication. -1896 G.V. Black
치아우식증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100년도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우식은 정복되지 못하고 있다. G.V. Black의 주장대로 우식의 원인과 발생 과정을 이
해한다면 우식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양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식에 대한 new mind-set, new tool-set, new skill-set과 같은 세 가지 요소
를 구비해야 한다. 새로운 환자는 새로운 의사를 필요로 한다.(그림 14) 발상의 전환을 통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예방 진료를 만들어 내는 것
이 앞으로 치과계의 숙제인 것 같다. 조동화의 “나 하나 꽃피어” 시처럼 실제 임상에서 불소바니쉬의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All substances are poison; there is none which is not a poison.
The right dose differentiates a poison and a remedy. -Paracelsus -

그림12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유전치 우식 조

절 증례

그림13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유전치 우식 조

생각된다.

절 증례

맺는 글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종말론을 예언한 것처럼 1896년 현대 치과학의 아버지로 칭송되는 G.V.
Black은 앞으론 수복 치료는 쇠퇴하고 예방 진료가 주류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노스트라
다무스의 예언은 미신으로 폄하되었지만, G.V. Black의 주장은 최근 치의학의 흐름에 많이 반영되
고 있다. 최소 침습 치과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불소바니쉬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We will be engaged in practicing preventive rather than reparative
dentistry. When we would understand the etiology and pathology of dental
caries, we would be able to combat its destructive effects by systemic
medication. -1896 G.V. Black

그림14

치과의사는 치아 건강을 지키는 파수

꾼이 아니라 환자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

치아우식증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100년도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우식은 정복되지 못하고 있다.

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는 겸손한 태도가 절

G.V. Black의 주장대로 우식의 원인과 발생 과정을 이해한다면 우식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양해 질

실히 필요하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식에 대한 new mind-set, new tool-set, new skill-set과 같은 세 가
지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새로운 환자는 새로운 의사를 필요로 한다.(그림 14)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그림9

불소 제제에 따른 Probable Toxic Dose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예방 진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앞으로 치과계의 숙제인 것 같다. 조
동화의 “나 하나 꽃피어” 시처럼 실제 임상에서 불소바니쉬의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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