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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환자의 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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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I Varnish의 치경부 도포 중

<1-3>도포 직후. 비교적 투명한 반짝임이 있음

元

서론
‘흔히 치아의 영양제라 불리기도 하는 불소
는 소아의 충치예방, 초기 치경부 마모증의

아에 직접 바르는 불소 바니쉬를 도포법이 있
습니다.

구적이지는 않지만 수 시간 동안 치아에 머
물러 불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지각과민 처치, 교정환자의 충치예방 등에 주

임상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불소도포와

장점이 큰 불소바니쉬입니다.화를 유지할 수

로 적용되며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많은 검증

달리 불소바니쉬의 경우 불소의 농도가 높은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불소바니쉬의 다양

이 이루어진 예방제입니다.

편이나 특정부위에만 적당한 양을 도포할 수

한 임상적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불소는 임상에서 약제의 성상에 따라 여러

있다는 점, 치아에 달라붙어 오랜 시간 불소

가지 형태로 치아에 도포합니다. 불소이온도

를 방출함으로써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장점

입기를 이용한 불소이온도포, 맛과 향을 가

이 있습니다.

미한 겔타입의 불소, 액상의 불소용액을 치

<1-4> 도포 5분 후. 불투명 흰색 MI Varnish

#case1) 초기 치경부마모증과 치은퇴축. 40대 중반의 여성.

GC Korea의 MI Varnish 제품 또한 영

잇솔질에 의한 자극이 있었으며, 찬물에 심한 반응을 나타냄
1주일 간격 3회 도포함. 찬물에 의한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으며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본론
1. MI Varnish의 특징
기존의 불소바니쉬 제품에 비해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 성인의 상하악 전악의 도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체어의 브라켓에서 쏟아질 염려 없는 안정감 있
는 용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브러쉬 끝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 치경부와 치아 사이까지 꼼꼼하게 도포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상의 편의점
- 일반적으로 사용해 오던 불소바니쉬의 경우 휘발성 냄새와 매운 맛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
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MI Varnish의 경우 과하지 않은 딸기 향으로 거부감이 적습니다.
- 액상 불소바니쉬는 브러쉬가 도달하지 못하는 부위까지 흐름성으로 꼼꼼하게 불소도포가 가능

<2-1> 도포 전

<2-2>도포 직후

<2-3>도포 5분 후

하나 자극적인 맛과 향으로 인해 소아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점조도가 높은 불소바니
쉬 제품의 경우 치아에 오래남아 있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반면 치간, 치경부 등에 꼼꼼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MI Varnish는 적당한 흐름과 점조도로 치경부와 치아사

#case3) 6세 소아의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이까지 꼼꼼한 도포가 가능하며 딸기향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또한 적당한 점조도는 발림성을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이였으나 도포과정에서 치과에 대한 두려움 감소.

좋게 하여 도포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가벼운 딸기향에 요구르트 맛이 난다고 좋아함. 치아에 나타난 하얀막으로 부모에 결과를 전달할

- 불소바니쉬 제품은 기본적으로 무색투명하여 실제 불소바니쉬를 도포하고도 환자에게 결과를

수 있었으며, 음식물 섭취 주의사항 시 아이에게 흰색 막을 보호해야 함을 설명함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나 MI Varnish는 도포 직후에는 투명한 반짝임을 볼 수 있으나
수분이 지나면 반투명 하얀색을 띠어 실제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줄 수 있었습니
다. 색깔이 포함된 불소바니쉬도 같은 가시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성인이 일상에서 도포하고 하
루 정도를 지내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2. 치아에 도포 시 적당한 점도로 치아의 넓은 면을 도포할 때는 지나치게 흐르지 않고, 치아사이나 치경부 부위는 충분히 스며들어 도포에 용이하였
습니다.

#case1) 초기 치경부마모증과 치은퇴축. 40대 중반의 여성.

3. 과하지 않은 딸기향에 특별한 맛은 없어 환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잇솔질에 의한 자극이 있었으며, 찬물에 심한 반응을 나타냄
1주일 간격 3회 도포함. 찬물에 의한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으며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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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Varnish를 환자에게 직접 사용해 보면서 느낀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악 도포 가능한 충분한 양, 안정감 있는 용기, 부위별 꼼꼼한 적용이 가능한 브러쉬 등 제품 구성이 좋았습니다.

3. 적용사례

32

본론

特別号

2010-9

特別号

2010-9

4. 도포 후 반투명한 하얀막은 환자에게 예방처치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주었습니다.
5. 3회의 도포만으로 지각과민증에 환자가 만족을 느끼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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