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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l Bond 와 UniFil F 복합레진 

Unifiil F 복합레진과 UniFil Bond의 개발은 복합레진 수복에 대한 적응증과 성공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현재상황

을 극복하기 위한 GC사의 끝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이다. 

법랑질 표면에 결합된 복합레진의 장기간에 걸친 관찰결과 그 성공은 이미 달성되었지만, 상아질 변연을 가진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복합레진 수복의 실패는 주로 복합레진과 상아질 사이의 계면에서 발생하며 그 결과 찻색, 미생물의 누
출, 그리고 계속적인 우식의 빠른 진행이 나타난다.

따라서 개선의 목표는 이 계면에서 경험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에 있다. 적용시의 요인(다양한 적용기술, 과도한 산부

식, 과도한 건조, 액체에 의한 오염, 과도한 아세톤에 의한 표면의 오염), 부위에 EK른 요인(상아세관의 방향, 광화 정도

와 같은 다양한 상아질의 구조), 그리고 응력요인(교합하중, 치아의 굴곡, 중합수축응력, 그리고 다양한 열팽창계수)등이 
계면실패의 다양한 원인이다. 

UniFil Bond는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주요한 목적은 다은의 3가지이다 :

■ 복잡한 술식을 최소화한 간단한 적용방법을 통해 강한 접착을 제공한다.
■ 다양한 성상을 보이는 상아질 표면에 강한 접착을 제공한다.
■ 화학적, 미세기계적 접착을 모두 dldydgkadmfhTJ 효과적인 밀폐를 유지하고 더불어 접착제에 응력 해소 특성을 부여

한다.

이의 달성을 우해 UniFil Bond는 쉽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Self-etching primer와 filled resin adhesive로 구성된다. 미세

기계적 접착 및 화학적 접착기전에 의한 부가적인 이점은 임상가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성상을 가지는 상아질 표면

에 효과적인 결합을 제공하는 것이다. 

UniFil F 복합레진은 최신 혼합형 복합레진의 특성에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 주위 및 인접치아의 강화 및 산 저항성 증진을 위해 불소와 스트론튬 이온을 방출한다.
■ 접착계면에 복합레진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적절한 변연밀폐를 얻을 수 있도록 조작성이 향상되었다.

이 새로운 결합제와 복합레진 시스템의 기전과 장점은 다음의 사용설명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UniFil® bond 

최근에 이용하고 있는 결합기전

최근의 여러 접착계면은 치면에 대한 접착이다. 그 기전은 크게 둘로 나뉜다: 미세기계적인 결합과 화학적(이 온 교환) 결
합.

상아질을 산부식하고 소수성과 친수성 기능 단량체들이 산부식된 면의 상아질층에 침투 및 확산될 수 있고, 중합되어 상
아질 표면에 단단히 결합하는 혼화층을 형성하여 미세기계적 결합이 이루어진다. 법랑질에 대한 강한 미세기계적 결합

은 레진이 산부식으로 불규칙해진 법랑질 표면에 침투하여 미세한 resin tag을 형성함 으로써 가능하다.

화학적 결합은 글라스아이오노머 시멘트가 상아질과 법랑질 표면에 접착하는 기전이다. polyalkenoic acid(글 라스아이오

노머 시멘트의 액성분)의 카르복실기(COOH)는 분말과 반응하여 이온화됨으로써 카르복실이온 (COO-)으로 된다. 이 이
온은 치아 apatite(인회석)성분의 칼슘 이온(Ca2+)과 매우 강력한 이온결합을 형성한 다. 이 결합은 매우 강력하여 실험실 
연구에서는 언제나 계면에서의 결합성 파괴보다 시멘트에서의 응집성 파괴가 나타난다. 5급등와동의 유지력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이 결합의 장기적인 안정성은 최신 세대의 레진 결합제와 비교할 만큼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GC사는 이 결합기전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여 두 개념을 결합시킴으로써 Cr&Br 합착제(Fuji plus), composite lining & 
bonding(Fuji Bond LC) 그리고 교정용 bracket과 밴드(Fuji Ortho LC)에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빠르게 대중화 되어가고 있
는 레진 강화형 글라스아이오노머 시멘트를 개발하였다. 

UniFil Bond는 글라스아이오노머의 결합개념을 가진 진보적이고 술자에 친근한 레진 결합시스템에 적용시킨 GC사의 노
력의 결정체이다. 

http://www.gckorea.co.kr/pdf_file/cp3.htm (1 of 16)2004-06-15 오후 4:32:08



임상자료

UnUniFil Bond의 구성과 적용술식 

SELF-ETCHING PRIMER 

4-Methacryloxtethyl trimellitec acid
Ethanol
Distilled water
HEMA
Initiator

 

1. UniFil Bond Self-Etching Primer의 적용

UniFil Bond Self-etching primer를 상아질과 법랑질 표면에 바르고 20초 동안 기다린 후 5초동안 가볍게 공기 건조시켜 표면

에 광택이 나도록 한다. 물로 세척해서는 안된다.

 BONDING AGENT 

UDMA
TEGDMA
HEMA
Silica Filler
Initiator

 

2. UniFil Bond Bonding Agent의 적용 

priming된 상아질과 법랑질 표면에 UniFil Bond Bonding제를 바르고 10초간 광중합한다. Bonding 처리된 표면에 UniFil F복

합레진을 적용한다. 

새로운 결합 단량체인 4-MET을 이용한 UniFil Bond의 결합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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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l Bond에 포함된 4-MET의 카르복실기(COOH)는 글라스아이오노머 시멘트의 polyalketonic acid처럼 수용액에서 수
소이온(H+)과 카르복실이온(COO-)으로 분해된다. 이 과정을 통해 4-MET은 치아 표면을 산부식시킨다. 

                         

4-MET은 또 치질에 대한 확산도가 높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4-MET의 카르복실이온(COO-)은 상아 질이 탈회되는 
동안 치질에 침투하여 확산된다.

이들 이온들은 콜라겐 층의 apatite, 건전한 치질과 이온결합을 형성한다. 4-MET이 접착제와 함께 중합되어 혼화층(두께 
약 1 m)을 형성하여 강력한 결합을 얻을 수 있다. 또 UniFil Bond는 자가부식 과정동안에 형성 된느 resin tag을 통해 법랑

질에도 결합한다. 

                           

1. Self-etching primer의 산부식 효과와 결합기전 

Self-etching primer는 치질이 탈화되는 동안 상아질에 침투하여 확산된 후 상아질의 말단과 이온결합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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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수소이온(H+)(Self-etching 효과)에 
의한 치질인회석의 분해, 물존재하

에서 4-MET의 카르복실기(COOH)
는 분해되어 수소이온(H+)을방출한

다.
  이 수소이온은 도말층과 치질의 
hydroxyapatite에 있는 인산기(PO4)
와 수산화기 (OH)를 공격한다. 그 
후, 수소이온은 치질이 탈회되는 동
안 치질 내로 침투해 들어간다.

  

2단계 :
카르복실이온(COO-)과 치질에 있
는 칼슘과의 이온결합(화학적 결
합). 1단계에서 보듯이 수소이온(H
+)을 방출하고 분해되어 카르복실

이온 (COO-)으로 되는 4-MET의 말
단은 치질의 칼슘이온과 이온결합

을 형성 한다(4-MET칼슘의 형성).
게다가, 4-MET의 methacrylicrl는 치
아에 bongng제를 바르고 광조사함

으로써 중합될 수 있다. 이는 UniFil 
Bond를 치질에 강하게 결합시킨다.

2. Bonding제의 결합기전

1단계 : 
Self-etching primer로 처리된 치면에 bonding제를 적용하면 bonding제의 단량체 
성분은 4-MET에 의해 탈회된 치질에 확산되어 있던 Self-etching primer의 단량

체 성분과 빠르게 혼합된다.

2단계 : 
단량체 성분은 가시광선에 노출됨으로써 중합되기 시작한다. Self-etching primer
의 단량체 성분도 중합기시제를 함유하기 때문에, bonding제의 단량체 성분은 
이미 치아와 반응한 4-MET을 함유하고 있는 Self-etching primer의 단량체 성분

과 함께 빠르게 중합되어 경화된다. 중합되는 동안에 법랑질 에서는 레진 tag이 
형성되고, 상아질에서는 1 m 두께의 혼화층이 형성된다.

Calcium carboxylate의 형성을 입증하기 위한 
UniFil Bond Self-etching primer를 이용한 IR 분석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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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재료준비

1.
우치의 법랑질을 갈아서 aptite 분말을 만든다.

2.
적절한 양의 UniFil Bond Self-etching primer를 실험

용기에 준비한다. primer를 45℃의 용기에 넣어 물
과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한다. 남은 단량체 성분을 
광중합한 후 갈아서 대조군 분말로 이용한다.

3.
1단계에서 얻은 apatite 분말과 Self-etching primer를 
반응시킨다. 반응물을 45℃의 용기에 넣어 알코올

과 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남은 반응물을 광중합한 
후 갈아서 실험군 분말로 이용한다.

4.IR분석

KBr tablet 방법을 이용하여 A, B, C 각 분말에 대해 분석을 시행한

다. 

결과 : 위 챠트를 보면 A와 B에서는 보이지 않던 peak가 C의 화
살표 부분(1,550㎝-1근처)에서 자주 관찰된 다. 이 peak들

은 calcium carboxylate(오른쪽 그림)의 형성을 의미한다. 
Self-etching primer가 hydroxyapatite 와 반응하게 되면, 4-
MET의 카르복실이론(COO-)이 hydroxyapatite내의 칼슘

이온(Ca2+)과 반응하여 calcium carboxylate를 형성한다.

임상 Hint
  

치아에 적용된 Self-etching primer는 얼마나 오래 산성을 띠는가?

primer의 산 성분은 4-met 단량체이다. 4-MET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서 쉽게 분해되어 pH를 낮춘다. primer를 적용하

면 4-MET의 카르복실이온은 hydroxyapatite의 칼슘과 반응하여 중화된다. primer를 바른 후 UniFil Bond bonding제를 바른

다. Self-etching primer의 4-MET은 bonding제의 methacrylate 단량체와 혼 합되어 광조사시 공중합된다. 결과물인 poly 4-
MET은 비수용성이고, 분해되지 않으며 PH는 중성이다.

Self-etching primer는 모든 유형의 법랑질을 부식시킬 만큼 산성을 띠는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삭제되지 않은 법랑질, 불소가 많이 함유된 법랑질, 그리고 법랑질이 훨씬 많은 와동의 경
우에는 primer를 바르기 전에 산부식을 시행함으로써 더 강한 결합을 얻을 수 있다.

시술에 따른 변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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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의 다양성 때문에 많은 요소들이 장기간으로 접착강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런 요소들은 적용시간, 과건조/과습

윤한 접착조건, 공기건조, 접착제의 피막도와 다양한 상아세관 방향을 포함한다. UniFil Bond는 이러한 접착재료의 포괄

적인 성공에 기여할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민감성을 보여준다.

1. Self-etching primer의 도포시간과 치아에 대한 접착강도 사이의 관계

Self-etching primer
도포시간

법랑질(MPa) 상아질(MPa)

10 13.6(1.0) 18.7(4.8)

20 18.2(2.3) 20.6(3.9)

30 18.7(2.6) 20.5(3.4)

 

2. UniFil Bond는 전통적인 산부식/수세 시스템과 비교하여 상아질의 습윤 정도에 덜 민감하다.

전통적인 산부식 시스템은 수세 후 건조시 쉽게 콜라겐망상구조가 붕괴되어 탈회된다. 접착제는 미세기계적인 유지를 
얻기 위해 붕괴된 콜라겐망상구조에 침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접착력을 감소시키고 잠재적인 술후 민감성과 초미세누출로 복합레진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접착제와 탈회 상
아질 사이에 기포를 생성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UniFil Bond Self-etching primer는 치아에 적용 후 수세하지 않기 때문에, primer의 단량체가 탈회 상아질에 잔
존하여 건조중에 콜라겐망상구조를 지지한다. 
 

UniFil Bond self-etching primer와
4-MET bonding technology의 접착기전 

UniFil Bond에 vhga된 4-MET의 카르복실기(COOH)는 수소이온(H+)과 카르복실이온을 글라스아이온머 시멘트와 유사

하게 수용액으로 방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4-MET은 치아표면에 대한 산부식 효과를 가진다.

4-MET의 카르복실 이온은 상아질이 탈회되는 동안 치질을 통해 침투하여 확산된다. 이러한 이온들은 교원질층과 건전

한 치질의 결정과 이온결합을 형성한다.

4-MET이 접착제와 함께 중합되면 이것은 약 1㎛ 두께의 혼화층을 상아질에 형성하고 강력한 접착이 이루어진다. UniFil 
Bond는 또한 자가산부식 과정으로 형성된 resin tags을 통하여 법랑질에 접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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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elf-etching primer의 건조와 치아에 대한 결합강도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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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조건 법량질(MPa) 상아질(MPa)
High pressure Air blow 12.4 (0.7) 15.3 (1.3)
Medium pressure Air blow 18.6 (4.1) 20.2 (4.8)
Low pressure Air blow 18.9 (3.6) 20.5 (4.7)

( ) : 표준편차

 

4. UniFil Bond의 접착제두께와 치아에 대한 결합강도 사이의 관계

접착제두께(㎛) 법량질(MPa) 상아질(MPa)
47 17.3 (2.9) 20.0 (4.2)
70 17.3 (1.0) 19.8 (2.9)
120 18.7 (6.0) 20.1 (2.9)
176 18.2 (2.4) 20.7 (2.8)

( ) : 표준편차 

5. UniFil Bond와 상아질 상이의 결합강도에 대한 상아질 위치와 세관방향을 결정하는 평가 

Phrukkanon S, Burrow MF, Tyas M. J.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UniFil Bond를 발거된 소구치의 6개의 다른 상아질 부위에 상아세관방향에 평행 또는 직각을 이루도록 적용하였다. 미세

인장결합강도를 측정하여 최근 제품 "one bottle" adhesive system인 3M사 Single Bond와 비교하였다.

상아질 위치

Single Bond* UniFil Bond*

(수직) (수평) (수직) (수평)

교두부 19.8 (2.8) 21.1 (7.0) 22.0 (5.9) 25.3 (5.9)

열구부 22.8 (3.5) 21.5 (4.9) 20.8 (5.7) 25.4 (7.9)

협측 22.2 (4.2) 18.3 (3.9) 24.6 (6.3) 26.4 (7.0)

협측-치경부 22.3 (5.4) 19.2 (2.3) 20.3 (5.3) 24.9 (6.2)

치경부측 치근 21.7 (7.4) 19.4 (5.5) 21.3 (6.6) 25.9 (5.4)

치근의 중간 17.3 (5.1) 14.8 (3.9) 24.9 (6.7) 30.1 (6.4)

( ) : 표준편차          (Single Bond는 3M의 등록상표임)

UniFil Bond는 실험된 치아의 상아질 위치에 관계없이 결합강도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을 지라도, UniFil Bond 시편의 직각으로 결합된 시편보다는 상아세관방향에 평행하게 접착했을 때 접착강도

가 약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아세곤에 평행할 때, 화학결합에 이용할 수 있는 광학된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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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으로 Single Bond는 세관방향에 평행하게 접착될 때 약간 낮을 결합강도를 보여주고 중간부의 치근부 상아질에는 유
의성 있게 낮은 접착강도를 나타내었다. 

  

두 번째 평가는 상아세관에 수직 또는 평행하게 접착된 표본의 파절면에서 관찰되었다. 전자현미경 평가에서 UniFil 
Bond 시편의 파절은 혼화층 내에서보다는 주로 접착레진 내에서 일어났다.

UniFil Bond로 접착된 표본의 전자현미경 사진 

UniFil Bond : 파절면은 상아세관 
입구에서 관찰되는 작은 레진 tag
(화살표)을 가지는 레진에 의해 
덮여 있다. 

UniFil Bond : 레진 tag의 측방가지

가 관찰된다(검은 화살표). 혼화

층은 약 1㎛두께이다(흰 화살표).
Bar = 2㎛ 

열구부에서 상아세관에 수직으

로 접착된 시편. 접착계면(화살

표)은 다공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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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 중앙부에서 상아세관에 평
행하게 접착된 시편. 접착계면(화
살표)은 레진과 상아질의 긴밀한 
적합을 보여준다.
Bar = 10㎛

제품별 결합강도 

제품명 법량질(MPa) 상아질(MPa)

UniFil Bond(GC) 18.6 (1.3) 20.8 (3.9)

Liner Bond Ⅱ(Kuraray) 19.7 (3.7) 17.2 (5.0)

Fluorobond(Shofu) 14.2 (1.8) 14.5 (5.9)

Mac-Bond Ⅱ (Tokuyama) 16.9 (2.3) 14.5 (5.6)

Single Bond(3M) 17.8 (0.9) 10.1 (0.8)

( ) :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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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l Bond 사용방법 

추천된 적응증에서 치과용으로만 사용.

적응증 :
치아구조에 UniFil F의 접착.
금기증 :
복합레진에 과민성이 있는 환자. 이러한 경우 내과의에게 상의할 것.

사용방법
A. Self-etching primer의 도포

치아삭제후, 공기로 삭제면을 살살 불어서 건조시킨다. Self-etching primer를 dispensingdish에 1 2 방울 떨어뜨리고 
applicator를 이용하여 삭제치아의 법랑질과 상아질에 primer를 도포한다. 20초간 기다린다. 초포후에 5초간 공기 건조하

면 처리된 표면은 qksWKrrjfl는 양상을 보인다. 

참고 : 1. primer가 구강조직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만일 구강조직에 접촉되면 즉시 cotton wool로 제거라고 수세한다.
2. 사용후 즉시 용기뚜껑을 닫는다.

B. Bonding agent의 도포

내장된 dispensing dish에 bonding agent를 1∼2방울 EJfdjEmfl고 즉시 처리된 법랑질과 상아질에 도포한다. 가시광선(470㎜

파장)으로 10초간 광중합한다. 깊은 와동인 경우 20초간 광중합한다. UniFil F Unitip을 적당한 dispenser/applicator에 끼워

서 삭제와동에 직접 주입한다. 통상적 방법으로 형태를 다듬고 광중합한 후 마무리 연마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UniFil F
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 참조 : 사용 즉시 용기의 뚜껑을 닫는다.

보관방법 : 사용하지 않을 경우 냉장고(4∼8℃/ 39.2∼46.4℉)에 보관한다.

포장 :
1. Complete set : Self-etching primer 1병(6㎖), Bonding Agent 1병(6㎖), 혼합브러쉬 50개, 혼합접시(No.2), 차단카바(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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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품포장 : a. Self-etching primer(6㎖)
b. Bonding Agent 1병(6㎖)

주의사항 
1. UniFil Bond Self-etching primer는 연소성이다. 화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 것. 점화 장치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

다.
2. 구강조직에 Self-etching primer가 접촉되면 즉시 cotton wool로 제거하고 물에 씼는다. 접촉된 부위가 희게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에게 2∼3일 후 흰 색조가 사라질 때까지 만지지 않도록 하게 한다.
3. 피부와 접촉되면 알코올로 즉시 씻고 의사와 상담한다.
4. 눈에 접촉된 경우 물로 즉시 씼고 의사와 상담한다.
5. 화학중합형 복합레진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Self-etching primer와 Bonding Agent를 덜어낸 후 광원을 차단하고 
즉시 사용한다.

  

UniFil F Composite 

UniFil F는 모든 전치와 구치부 수복물을 위한 광중합, 방사선불투과성, 불소를 방출하는 혼합형 복합레진이다. UniFil F
는 Vita shade에 기초한 11가지 shade가 있다.

성 분 

UniFil F는 silane-coated fluoroalumino silicate glass filler (글라스아이오노머 시멘트에서와 유사함)와 silica microfiller로 구
성된 혼합형 복합레진이다. 가장 큰 glass filler는 2㎛이하이며 평균 약 0.7㎛이다. UniFil F는 무게비로 75%의 필러를 포함

한다.

UniFil F는 urethane dimethacrylate(UDMA)와 diluent monomer dimeth-acrylate(TEGDMA)로 구성된다. Unifil F는 BIS-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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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n을 포함하지 않는다.

불소 방출능력

UniFil F는 불소와 스트론튬 이온을 방출하면서 복합레진의 물리적 강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미세-혼합형복함

레진이다. 이러한 이온들은 주위와 인접 치아구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UniFil F에서 방출되는 불소의 실제 농도는 
UniFil F의 fluoroalumino silicate glass의 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의 유리공업기술로부터 산/염기 반응없이 불소를 
방출하는 유리의 조성을 최적화하였다. UniFil F에서 불소방출의 기전은 수분하에서 레진기질을 통한 glass로부터 불소

의 단순한 확산이다.

불소의 기능적 역할 :
1. 불소는 apatite crystal을 강화시키고 산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2. 불소는 탈회가 진행되기 쉬운 치아구조의 재광화를 촉진한다.
3. 불소화된 치아구조는 표면에너지를 감소시켜 치아표면에 치태의 침착을 방지한다.
4. mutans의 성장은 불소이온 존재하에서 조절된다.

  

치아구조는 칼슘과 인 이온을 포함하는 타액과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이해이다. 불소는 주위 치아구

조의 재광화를 촉진시킬 것이고 탈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치아표면의 평형

 

Saliva(타액) Tooth surface(치아표면)

Ca2+ + PO43- +OH-  
Ca10(PO4)6(OH)2

타액내의 칼슘과 인 이온이 증가하면, 평형은 apatite crystal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스트론튬 이온 역시 캄슘이온

과 같은 방식으로 인접 치아구조와 주위 치아구조의 재광화를 도울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러므로 불소와 스트론튬 이온 
모두의 유용성은 재광호 과정을 촉진시키는 데에 중요하며 강하고 산에 저항성이 있는 apatite crystal을 형성하게 된다.

Ca10(PO4)6(OH)2          (CaSr)10(PO4)6(OH,F)2

불소방출 : 
16㎍/㎠(1일 후)
31㎍/㎠(1주일 후)
50㎍/㎠(4주일 후)

스트론튬이온 :
8.7 ㎍/㎠(1주일 후)
20 ㎍/㎠(4주일 후)

UniFil F : 물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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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강도 압축강도

Vickers
경도

표면거칠기 X-ray흡수 불소이온방출(㎎/㎠)

[MPa] [MPa] [MPa] [㎛] % of AL 1d 1w 4ws

UniFil F
(GC Corp.)

136(5) 324(9) 500(20) 0.12(0.02) 233(13) 16 31 50

Compoglass F
(VIVADENT)

143(7) 356(9) 490(13) 0.27(0.02) 296(8) 24 43 97

Dyract AP
(Dentsply)

132(14) 275(14) 500(21) 0.71(0.09) 289(12) 8 14 35

Ionosit Fil
(DMG)

151(11) 290(9) 710(6) 2.53(0.19) 97(15) 2 5 14

F2000
(3M)

121(6) 293(21) 800(25) 0.89(0.10) 240(17) 9 25 52

Heliomolar
(VIVADEVT)

118(8) 341(14) 280(6) 0.23(0.05) 196(12) 5 7 10

Herculite XRV
(KERR)

132(13) 252(90) 615(13) 0.35(0.24) 55(18) 0 0 0

Z-100
(3M)

135(11) 355(47) 1100(34) 0.14(0.02) 278(2) 0 0 0

Prisma TPH
(Dentsply)

154(8) 341(19) 580(17) 0.76(0.05) 265(14) 0 0 0

UniFil F 사용방법 

UniFil F는 광중합, 방사선 불투과성, 불소를 방출하는 전치부 및 구치부에 모두 사용하는 복합수복재이다. 
추천된 적응증에서 치과용으로만 사용.

적응증 :
전치와 구치부의 모든 와동의 수복.
금기증 :
복합레진에 과민성이 있는 환자는 내과의와 상의 한다.

사용방법

1. 색조선택

vita classic shade에 따른 11가지 UniFil F shade 중의 한가지를 선택한다.

2. 와동 형성

러버댐으로 치아를 분리한다. 회전기구로 우식을 제거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와동을 형성한다. 치면을 공기 건조한다. 
치수복조를 위해서 수산화 칼슘 시멘트를 사용한다.

3. UniFil Bond Self-etching primer의 적용

Dispensing 야노에 1 2 방울 떨어뜨리고 applicator를 이용하여 삭제치아의 법랑질과 상아질에 primer를 도포한다. 20초간 
기다린다. 도포후 5초간 공기 건조하여 처리된 표면이 반짝이는지 확인한다.
참고 : primer가 구강조직과 닿지 않게 할 것, 접촉되면 즉시 cotton wool로 제거하고 수세할 것.

4. UniFil Bond Bonding agent의 적용

내장된 dispensing 야노에 Bonding Agent를 1 2방울 떨어뜨리고 즉시 primed enamel과 dentin에 도포한다. 가시광선(470㎜

파장)으로 10초간 광중합한다. 깊은 와동인 경우 20초간 광중합한다. 

5. UniFil F의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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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l F의 Unitip을 디스펜서에 끼워서 삭제한 와동에 직접 주입한다.
참고 : 1. Foil pouch에서 UniFil F Unitip을 꺼낸 후 1개월 내에 tkdydgs다. 
2. 재료의 작업시간은 치과용 작업등밑에서 단축될 수있다.

6. 광조사

광중합 장치(470㎜파장)을 이용하여 최소 20초간 UniFil F를 광중합한다.
참고: 조사시간과 중합 깊이에 대한 것은 다음의 표를 참고할 것. 필요하면 적층법으로 최대 2㎜씩 적층한다. 

광조사시간과 중합깊이

색조 20초 40초

A1, A2, A3 2.5㎜ 3.0㎜

A3, B3, C2 2.5㎜ 3.0㎜

A3.5, A4, C3
A03, CV 1.5㎜ 2.5㎜

  

7. 최종 형성과 연마

Diamond point 와 CG Metal strips 또는 Epitex, silicone point로 조정하고 연마한다. 주수하에서 superfine point를 사용하면 
매끈한 광택이 나는 표면을 얻을 수 있다.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색조 : 11shade (A1, A2, A3, A3.5, A4, B2, B3, C2, C3, AO3, CV)

포장 : 
1. STARTER SET : 50(0.25g per each) (A2-10 tips, A3-20 tips, A3.5-10 tips, CV-tips)
2. 단품포장 : 20 Unitip (0.25g/개당)
3. 단품포장(색조별) : 50 Unitip (0.25g/개당) A2, A3, A3.5, CV에 한함.

주의사항:
1. 구강조직이나 피부에 접촉시 즉시 cotton wool로 제거하고 수세한다. 
2. 눈에 접촉되면 즉시 물에 씻고 안과의와 상담한다.

Fuorides releasing composite VS poly-acid
modified composite resins(Comp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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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이온을 방출하는 새로운 복합레진(T1)은 acid modified methacrylate 없이 발전하였다. Compomer는 일반적으로 산성

단량체와 염기성 글라스 분말을 포함한다. T1을 Compomer, Compoglass F(VIVADENT)와 비교하였다

 T1 Compoglass F

Vickers 경도
[GPa]

0.47 → 0.54 0.49 → 0.43

굴곡강도
(S.D.) [MPa] 122(8) → 118(10) 143(7) → 124(9)

굴곡강도와 Vicker's 경도는 증류수에서 37℃, 24시간동안, 60℃에서 11일동안 보관된 시편에서 측정되었다. 

불소를 방출하는 성질은 불소이온농도에 대하여 이온 선택적인 전극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T1은 굴곡강도와 Vicker's 경
도에서 안정적이었고, Compoglass F는 두 가지 모두 감소하였다.

T1과 compoglass F는 35㎍/㎠과 43㎍/㎠의 불소이온을 각각 방출하였다.

T1은 acid monomer가 없기 때문에 구강내에서 안정적이고 불소이온 방출로 우식을 예방한다. 수분의 흡수는 글라스아이오

노머 반응을 유발하고 Compomer의 기계적 성질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불소이온을 방출하게 한다.

penetration of fluoride into dentin 

상아질로의 불소흡수에 대한 연구는 Kanagawa 치과대학 보존과에서 행해졌고, 일본치과 보존학회에서 발표되었다. 결
과에 따르면 UniFil bond를 통하여 상아질로 확산된 불소의 깊인ㄴ 1.96㎛이었다. 이것은 불소를 포함하는 접착제 prime 
and Bond 2.1에서 기록된 깊이와 동일하였다. 친수성 단량체가 UniFil Bond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소는 UniFil Bond를 
통하여 상아질에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GC R&D에서 시행한 더욱 진행된 연구는 이러한 불소이온의 확산이 유의성 있는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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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를 방출하는 복합레진(UniFil F : GC corp.)과 Self-etchingprimer type 접착 시스템(UniFil Bond : GC Corp.)은 최근에 개
발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UniFil Bond를 통하여 UniFil F로부터의 불소방출을 평가하는 것이다.

UniFil Bond의 접착제를 편평한 유리판에 떨어뜨리고 살짝 공기 건조하여 얇은 층을 만들고 광중합하였다. Acrylic ring(6
㎜ Ø × 1㎜ h)을 광중합된 접착제 위에 위치시키고 UniFil F로 충전 후 광중합시켰다. UniFil F의 한쪽면을 acrylic plate와 
acrylic resin으로 덮어서 UniFil F 표면으로부터 직접적인 불소방출을 피하게 하였다. 37℃에서 1시간 동안 보관한 후 시
편을 즉시 증류수에 담갔다.불소방출은 1주일간 증류수에 보관된 시편에서 불소이온농도에대해서 이온 선택적인 전극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UniFil F/UniFil Bond의 불소방출량은 20㎍/㎠이었고, UniFil F/non-bonding agent에서는 32㎍/㎠이었다.

UniFil F로부터 많은 양의 불소가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불소를 포함하지 않는 UniFil Bond를 통하여 UniFil F로부터 증류

수로 확산된 불소이온은 UniFil Bond의 접착층에 의해서 감소되었다.

이 연구는 UniFil Bond의 접착제 내에 친수성 단량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UniFil Bond를 통하여 UniFil F로부터 치질

에 불소이온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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