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3

Composite Resin 수복의 임상 실력을  

향상시키는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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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Resin 수복 와동 형성의 
고려사항

치질 접착 system을 함께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composite resin 수복에서는 우식 

병소의 범위가 와동의 형태를 결정한다. 임상 조작의 순서는 먼저 우식을 opening한다. 

이때 enamel은 될 수 있으면 보존하도록 신경을 쓴다. 그러나 너무 좁은 opening에 머

무르면 dentinoenamel junction에서 우식 병소의 확산을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하다. 우식 검지액을 사용하고 mirror를 적절하게 이용해 우식 부위를 검사한다.

감염 치질의 제거는 micro motor에 round bur를 장착해 염색된 부위를 제거한다. 

다시 검지액을 도포하고 hand instrument인 spoon excavator를 이용해 감염 치질

을 신중히 제거한다. 또한 hand instrument의 사용은 치경부 와동에서 치은에 가까운 

우식을 제거할 때도 효과가 있어 부주의하게 치은에 상처를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감염 치질에 대한 approach 방법으로 치경부에서는 순설측에 얽매이지 말고 기구 도

달이 쉬운 방향에서 접근한다. 예전에는 심미적인 요인을 고려해 설측에서만 approach

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심미적 수복이 가능하게 된 오늘날에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

다. 또한 구치부에서는 인접면에 발생한 우식에 대해 가능하면 slot 와동 형성으로 대응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합면에서 approach하는 빈도가 높아 mini box 와동이 

선택되기도 한다(그림 4-1).

변연융선 부위를 남기기 위해 tunnel 와동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임상 성적을 통

해 보면 술자의 뛰어난 기량이 요구되고, 우식 병소를 남길 확률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

져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는다.

병소의 제거를 마치고 불규칙한 와동 주변을 정리한다. 그 후 전치부 증례의 경우는 

순측에 얇고 길게 bevel을 부여한다. Bevel을 부여하면 치질과 수복물 사이의 이행성을 

얻을 수 있고 chameleo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치부 와동에서는 교합면 enamel 

소주의 주행 방향을 고려해 bevel은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Ⅱ급 와동에서 교합면으

로부터 인접면으로 이행되는 부위에는 bevel을 부여해 sharp edge를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약한 성질의 재료인 composite resin의 파절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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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MI에 기초한 와동 형성의 예

Mini box 와동

접착 수복의 보급으로 mini box 또는 slot 와동과 같은 MI에 기초한 형태가 가능하게 되었다.

Slot 와동

그림 4-2 Ⅱ급 와동에서 Bevel의 의의

와동의 변연 부위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도록 형성한다.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composite resin의 변연 파절을 초래하게 된다. 

전치부 와동에서 순면에 넓고 긴 bevel의 부여는 resin과 치질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색조의 이행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치질에 대한 접착 

면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파절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

임상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아이디어

MI의 관점에서는 enamel의 삭제를 주저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심미성을 얻기 위해서는 

resin에서 치질로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순면에 국한하여 넓고 긴 bevel을 부여하

면 gradatio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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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면의 형태 부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Silicone Guide

Layering technique 과정에서 기능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설면 형태의 부여이다. 

특히 Ⅲ급 및 Ⅳ급 와동과 같이 치질 결손이 비교적 많은 와동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부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충전을 해야 하는 부위도 있다. 직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능적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치질 결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증례에서는 study model에서 wax up

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silicone guide를 제작한다(그림 4-3). 만약 이전 수복물이 존

재하는 증례에서는 구강 내에서 silicone guide를 채득하는 것이 좋다.

이 기법은 전치부 설면의 기능적 형태가 인기된 guide를 수복 대상 치아에 대서 설면 

형태 부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Silicone guide의 사용으로 설면 형태와 함께 적절

한 치관 폭경 및 접촉점을 부여하기 쉽고, paste가 비교적 부드러워서 handling이 어

려운 경우에도 충전 조작이 쉬워진다.

임상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아이디어

모든 치과임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처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있다. 보이지 않

는 부위를 어떻게 직시화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치과임상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

다. Composite resin 수복에서도 설면과 같이 직시하기 어려운 부위에서는 형태 부여의 어려움

을 동반한다. 이것을 쉽게 만드는 것이 silicone guide이고, silicone guide의 응용으로 임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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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Silicone Guide를 이용한 설면 형태 부여의 Step

구강 내에서 silicone guide를 제

작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내원할 필

요가 있지만 인상을 채득하고 모형

에서 wax up 한다.

완성된 silicone guide를 구강 내

에 시적하고 기공소에서 부여한 형

태의 image와 다르지 않은지를 확

인한다.

Silicone guide의 제작이라는 언

뜻 보면 복잡한 조작 step이 개재

되지만 임상적 효과를 향상시킨다

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임상 조작을 쉽게 만들면서 효율적이며 심미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안을 해야 한다. Silicone guide의 제작도 그중의 하나이고, 

임상적 효과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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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아이디어

자연치의 shade 표현은 A2나 B2와 같이 기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아의 색은 단순

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도, 채도 및 색상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단

면에서 볼 수 있는 halo 효과나 mamelon, 백반이나 band, perikymata 등 많은 인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치아가 지니는 질감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미수복을 위해 관찰해야 하는 치아 형태

심미성이 우수한 수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복하는 치아를 차분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

다.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치아의 색, 형태, 길이와 폭 그리고 안모와의 조화이다.

치아의 색에 관해서는 value(명도), chroma(채도) 및 hue(색상)로 나누어 관찰한다.

먼저 그 치아가 가지는 밝기(명도)를 흰색에서 검정까지 여러 단계로 나누어 판단한다. 

이어서 색의 선명함(채도)을 관찰하고 마지막으로 빨강, 파랑, 노랑 등 색조의 차이(색

상)를 결정한다. 이 외에 투명도, opacity, 형광성 등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한다(그림 

4-4). 이때 너무 오랜 시간 주시하면 ‘색 순응’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그리고 자연

치가 가지는 투명성이나 백반 등 character의 분포를 파악해 인접치를 참고하면서 치아

의 색조 map을 구축해 간다(그림 4-5).

이어서 치아 전체와 세부에 걸치는 형태나 질감으로 마모, 교모, crack 등의 정보를 재

빨리 판단한다. 이들의 형태적 특징은 치아의 질감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특

히 전치부에서는 인접면에 대한 이행부와 함께 순면 groove의 정도를 관찰한다. 이 외

에도 치관의 폭과 길이, 비율 등도 중요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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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치아 색을 결정하는 Step

치아 색은 먼저 명도를 결정하고 

그 후에 채도와 색상을 결정한다. 

감각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 색

조 선택도 route를 만들면 이해하

기 쉽다.

치아가 가지는 색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많은 색이 blend 되고 동시에 halo 효과나 mamelon의 존재, perikymata 등의 표면 형태가 서

로 어울려 그 치아의 색으로 인식된다.

색상 H(hue)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의 색조. 색

채의 ring을 만든다.

명도 V(value)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밝기의 정도는 

세로로 변화한다.

채도 C(chroma)

선명한 색과 칙칙한 색. 선명함의 정

도는 중심에서 외곽을 향해 변화한다.

그림 4-5 치아 색조 Map 구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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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치질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법

광중합형 composite resin을 이용한 수복에서는 그 재료가 반투명성이라는 광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질에 대한 색조 적합성이 양호한 반면 광투과율의 차이로 

인해 색조 적합성의 부조화를 보이는 경우도 경험한다. 이것은 주로 경화된 composite 

resin 명도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Composite resin은 중합경화 전후에 색조 변화를 일으키기 쉽다. 이것은 주로 filler

와 matrix resin의 굴절률 차이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각 제조사마다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조사마다 기술력 차이가 반영되

므로 그중에는 분명하게 색조 변화를 보이는 제품도 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는 충전에 

앞서 resin paste를 와동 주위에 가만히 올리고 중합시켜 경화 후의 색조 적합성을 확

인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뭐니 뭐니 해도 자신이 사용하는 resin paste 색조의 특성

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그림 4-6).

색조의 적합성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임상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

하다. Resin paste의 선택에 이어 중요한 것은 수복물의 해부학적 형태이다. 전치부에

서는 절단면우각과 인접면에 대한 이행부의 형태 부여가 중요하고, 이는 수복물이 어떻

게 보이는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양호한 형태가 되어야 수복물에 질감을 부여할 

수 있고, 잔존 치질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그림 4-7).

임상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아이디어

Resin paste와 마찬가지로 bonding agent의 영향에 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bonding agent도 그 종류에 따라 두께가 다르고 또한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증례에 따라서는 bonding agent 층의 존재로 인해 굴절률이 변해 수복물 변연에서 색조 적합성

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bonding agent의 두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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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Resin Paste의 색조 특성의 이해

충전할 때는 색상이 적합한 듯 보이는 resin paste도 광조사를 해보면 image가 다른 색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치은의 색조, bonding agent 

층의 두께, resin paste의 경화 특성 등 여러 가지 인자가 영향을 미친다.

Composite resin의 형태를 조절했을 뿐인데 처치 후 결과는 상당히 다른 상태가 된다.

그림 4-7 형태 조절이 담당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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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조절의 고려사항

‘치관 수복물이 육안으로 어떻게 보일까’는 심미수복을 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이다.

보통 광원으로부터 발생된 빛은 대상물에 닿아 발생한 표면 반사광이 물체의 색으로 

인식된다. Composite resin은 반투명성을 보이는 물질이므로 입사된 광선이 그 표면에

서 유리면 반사되어 광택감을 표현하는 현상과, 수복물 내부에서 확산 반사되어 색상과 

색의 tone에 미치는 영향 등이 복잡하게 관여하고 있다(그림 4-8).

Ⅴ급 와동과 같이 치질에 둘러싸인 내측성 와동에서는 잔존 치질의 색조가 resin 

paste에 반영되어 색조 적합성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단일 paste를 사용함으로써 색

조 재현성을 얻을 수 있다. 이른바 chameleon 효과이다. 그러나 잔존 상아질의 색조가 

탁한 경우는 확산 반사광 이상으로 배경색의 영향이 현저하기 때문에 색조 적합성을 얻

기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증례에서는 적절한 shade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

고 수복물의 명도 적합에 불만이 남게 된다.

Layering technique은 서로 다른 명도의 resin paste를 적층하여 자연치를 표현하

는 technique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도의 조절이고, 명도를 어떻게 하

면 쉽게 조절할 것인지가 임상 술식의 key point이다. 다시 말해서 dentin shade의 두

께가 너무 얇으면 배경색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복물의 명도는 떨어지고, 너무 두

꺼우면 채도가 높아져 자연치의 자연감을 재현할 수 없게 되는 등 technique sensitive

한 조절이 요구된다.

임상에서는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지 말고 항상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기 위해서 충전 방법에 관한 순서도를 자기 나름대로 고안해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이 소위 clinical control이고, 이것에 따라 수복 조작을 진행하면 항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사실도 아직 존재한다.

임상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아이디어

Resin paste 각 층의 두께에 관해서는 술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resin 충전

을 구사할 때 와동의 색조를 조절하기 위해 명도가 높은 resin paste(주로 flowable resin)를 lin-

ing으로 사용하면 좋다. 임상에서는 유화를 그릴 때 캔버스를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명도를 조절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