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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resin veneer restoration for cervical decalcification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Yu-Kyeong Heo, Hoon-Sang Chang, Yun-Chan Hwang, In-Nam Hwang, Won-Mann Oh*, Bin-Na Lee*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Dent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Republic of Korea

Decalcification of the buccal surface of the teeth often occurs during fixed orthodontic treatment. This case report describes two
cases in which cervical decalcificated teeth that occurred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were treated with direct resin veneer
restoration. Early lesions without caries can be remineralized through periodic fluoride application, diet control, and oral hygiene
improvement. As it progresses, appropriate repair treatment is required, and it is more preferable to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treatment after the occurrence of the lesion. (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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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와동을 형성하지 않은 초기 백색 반점 병소은 주기적
인 불소 도포, 식이조절 및 구강위생 개선을 통해 재광화

고정성 교정치료 중 치아의 협면의 탈회가 종종 발생한

될 수 있지만,5 병소가 점차 진행되어 치아우식증으로 발

다. 교정 환자의 백색 반점 병소(white spot lesion)의 전

전하거나 탈회된 상태로 정지, 재광화되어 비심미적인

1

반적인 유병률은 2 - 96%로 보고되었다. 한 논문에서는

경우 레진 침투법(resin infiltration), 미세연마술(micro-

브라켓으로 치료한 치아의 최대 50%와 교정 환자의 최

abrasion),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 등 적절한 수복 치료가

2

대 50%에서 탈회를 보고하였다. 탈회는 석회화된 치질

필요하다.

의 소실로 이는 세균성 치태의 대사 결과로 발생하는 유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은 색상 불안정성, 마모 및 중합

기산에 의해 구강내 산도(pH)가 저하됨으로써 법랑질층

수축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을 가지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칼슘과 인 이온의 확산으로 인해 초래된다. 고정성

만족할만한 심미성, 보존적 치아 삭제, 1회 내원, 비용 효

교정장치로 치료 중인 환자는 장치 주변의 치아 표면 및

율성 및 수리 가능성으로 인해 교정치료 중 치경부 탈회

치경부에 치태가 쌓이기 쉽고, 구강위생관리가 어려워

3

치아우식증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종종 초기 징후로 브
4

라켓 주변의 법랑질에 백색 반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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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시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6
본 증례는 교정치료 중 발생한 치경부 탈회된 치아를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을 통해 치료한 2가지 증례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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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황갈색 변색을 보이는 상악 중절치에 대해서도 심미적인
이유로 교정치료 완료 후 수복 진행하기로 하였다.
첫번째 내원 시 #12, 13, 22, 23 치아에 국소마취 시

증례보고

행하였으며, 러버댐 격리, 치은 압배사 삽입 후 우식 제
거하였고 37% 인산(ETCH-37 with BAC, Bisco, Scha-

증례 A

umburg, USA)으로 선택적 산 부식 후 접착제(All-Bond
42세 여자 환자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에

Universal, Bisco)를 적용한 후 광중합기(Elipar Deep

서 교정치료 중 최근 심해진 다수 치아 협면 치경부의 심

Cure-S, 3M Oral Care, St. Paul, USA)를 이용하여 중

각한 탈회를 주소로 의뢰되었다. 2년 전부터 고정성 교정

합을 시행하였다. 이 후 흐름성 복합레진(G-aenial A2

장치로 교정치료 중이었으며, 뇌병변을 앓고 있었다(Fig.

shade, GC Corporation, Tokyo, Japan)과 supra-nano

1). 임상 검사 및 방사선 검사 상 #12, 13, 14, 16, 22, 23,

filled composite (Estelite ∑ Quick A2 shade, Tokuyama

24, 25, 26, 32, 33, 34, 35, 36, 42, 43, 44, 45, 46의 협면

Dental Co, Tokyo, Japan)으로 충전 후 광중합하였으며,

치경부 탈회 및 우식을 보였다(Fig. 2A-C).

이후 연마하였다. #13의 경우 우식 제거 후 TheraCal LC

교정치료 계획 상 발치 예정인 #14, 24, 43을 제외한 치

(Bisco Inc.)로 간접치수복조 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에 대해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 #16, 26, 36, 46에 대해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 진행하였다(Fig. 2D-H). 이어서

교정용 밴드 제거 후 재평가 및 주기적 불소도포 하기로

두번의 내원에 걸쳐 나머지 치아의 직접 레진 수복 진행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와동 형성된 우식은 아니나 연한

하였다. 이후 3개월 간격으로 경과 관찰하며 불소도포 시

A

B

C

D

E

F

G

H

I

Fig. 1. Progress of decalcification (Case A). (A-C) Initial observation of white spot lesions, (D-F) After 2.5 months, decalcification proceeded on #13, 14, 23, where the loop was located, (G-I) After 6 months, severe decalcifications are observed in most of the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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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14개월 후 교정완료로 고정성 교정장치 제거

소도포 시행하였다(Fig. 2I-K). 이후 20개월 경과 관찰 시

후 변연 변색 및 변연 누출 보이는 #26, 32, 34, 35, 36, 42

수복된 치아의 약간의 변연 변색 외 심각한 임상적 문제

의 레진 수리 및 연마, #11, 21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 불

를 보이지 않았다(Fig. 2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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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rect resin veneer of generalized cervical decalcificated and carious teeth (Case A). (A-C) Preoperative clinical image of Case A, (D) Rubber dam isolation, cord packing, and preparation on #12, 13, (E) Etching, (F) Resin filling, (G) Indirect pulp capping on #13, (H) Finishing and polishing, (I-K) Clinical image at 14 months follow-up (Bracket debonding), (LN) Clinical image at 20 months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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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B

고찰

23세 남자 환자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에

교정치료 시 탈회나 우식증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

서 교정치료 중 상악 전치부 치아의 협면 치경부의 탈회

에는 구강위생 상태, 식이습관과 교정장치의 종류 등이

를 주소로 의뢰되었다(Fig. 3). 임상 검사 및 방사선 검사

관련된다. 브라켓, 밴드, 와이어 등의 고정식 교정장치를

상 상악전치부(#11, 12, 13, 21, 22, 23)의 협면 치경부 탈

부착하게 되면 구강환경의 변화가 치태의 양적, 질적 변

회 및 우식 및 하악 전치부에 백색 반점 병소가 관찰되었

화를 가져오게 된다.7 교정치료와 관련된 탈회는 환자의

다(Fig. 4A-C). 상악 전치부의 협면 탈회 및 우식 제거 후

구강위생 관리능력과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다.8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 및 주기적 불소도포 시행하기로

와동이 형성되지 않은 초기 탈회 부위는 불소를 주기

결정하였다. 증례 A에서와 마찬가지로 러버댐 격리, 우

적으로 도포하고, 식이조절과 구강위생을 개선하면 재광

식 제거 후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 시행하였다(Fig. 4D-

화가 일어나 법랑질이 회복될 수 있다. 두 증례 모두 우

I). #21 절단연의 백색 반점의 경우 교정치료 완료 후 필

식이 진행되어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까지 필요한 상황에

요 시 레진 침투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3개월 경

서 본원 보존과로 의뢰되었는데, 처음 백색 반점 병소가

과 관찰 시 수복된 치아는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

관찰되었을 때 주기적 불소도포 및 구강위생관리 교육이

를 보였으며 불소도포 시행하였다(Fig. 4J-L).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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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gress of decalcification (Case B). (A-C) Even at the moment of bracket bonding, the initial white spot lesion is
already observed, (D-F) After 10 months, progressive decalcification is observed, (G-I) A MEAW wire is used for patients
who do not have oral hygiene management, and decalcification would have been accelerated.
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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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rect resin veneer of maxillary anterior cervical decalcificated and carious teeth (Case B). (A-C) Preoperative
clinical image of Case B, (D) Rubber dam isolation, (E) Preparation, (F-I) Mylar strip, wedge application and Resin filling,
(J-L) Clinical image at 3 months follow-up.

두 증례에서 탈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Fig. 1과 Fig. 3을

욱 진행되었으며(Fig. 3D) 이후 구강위생관리가 되지 않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례 A의 경우 첫 백색 반점 병소

는 환자에서 MEAW (Multi-loop Edgewise Archwire)

가 관찰된 시점으로부터(Fig. 1A-C) 2.5개월만에 와이어

와이어가 사용되면서 탈회가 더욱 가속화 되었다(Fig.

loop가 위치해 있는 #13, 14, 23에서부터 탈회가 시작되

3E).

었다(Fig. 1D-F). 그로부터 6개월 후 다수 치아에서 심한

임상가는 교정장치 디자인이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의

탈회가 관찰된다(Fig. 1G-I). 증례 A 환자의 경우 뇌병변

축적 및 구강위생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9 구

을 앓고 있어 스스로 구강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짧은

강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서는 가능한 위생관

간격으로 내원하여 전문가 잇솔질 또는 적극적인 치면세

리가 용이하도록 아치와이어 제작 또는 장치 형태를 단

마 및 불소도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순화하고 가능한 작은 bracket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증례 B의 환자는 초진 브라켓 부착 시에도 이미 초기

한 육안적으로 band가 잘 부착된 것처럼 보여도 6 - 8개

백색 병소가 관찰된다(Fig. 3A-C). 10개월 후 탈회는 더

월 마다 제거하여 탈회 여부를 확인하고 재접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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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8 교정치료 중 백색 병소 및 탈회에 대한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불소 바니쉬는 약

평가는 시진이 이루어진 즉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간의 치태가 있어도 효과가 있어 교정 장치 등으로 인해

하며, 아치와이어, 브라켓, 고무 체인, 밴드 등 교정 장치

치면이 완벽히 청소되지 못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고위험

가 제거되고 치면의 치태 등을 제거 후 건조시켜 초기 병

환자는 보다 짧은 간격으로 3개월마다 또는 교정 방문

변을 확인해야한다. 이 때 치은염으로 인한 치은 부종으

때마다 불소 바니시를 정기적으로 도포하는 엄격한 불소

로 치경부의 초기 병변이 간과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

요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10

다. 치과교정의 및 임상의는 이미 시작된 병변을 보다 적

임상가는 교정치료 중 발생하는 백색 반점 병소 및 탈

극적으로 처치할 수 있도록 매 내원 시마다 고위험군의

회를 가능한 보존적, 심미적으로 처치해야 하며, 이를 완

10

치아를 면밀히 평가해야한다.

벽히 처치할 방법은 없으므로 병소 발생 후의 치료보다

교정장치 제거 후 백색 병소 및 탈회 치료는 매우 보존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환자에게 철

적인 방법(자연적 재광화)에서 보다 침습적인 방법(치아

저하고 반복적인 구강위생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주기적

삭제 및 수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다. 먼저,

으로 불소 도포를 시행해야한다.

표면적과 와동 형성의 유무 및 색상에 따라 병소의 심각
도를 결정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를 계획하게 된다.11 먼

결론

저, 교정 치료 완료 후 존재하는 가시적인 백색 병소는 철
저한 구강위생관리가 시행된다면 처음 1 - 2년 동안 면적
12

본 증례에서 교정 치료 중 발생한 치경부 탈회를 직접

이 감소하고 외관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와동이 형

레진 비니어 수복으로 치료하는 것은 보존적, 심미적 측

성되지 않은 초기 탈회 부위는 불소를 주기적으로 도포

면에서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임

하고, 식이조절과 구강위생을 개선하면 재광화가 일어나

상가는 이러한 증례를 치료함에 있어 탈회 정도에 따라

법랑질이 회복될 수 있다.

적절한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으며 이후 지

레진 침투법은 와동을 형성하지 않은 초기 우식의 치료

속적인 경과 관찰과 재평가, 수리가 필요하다. 교정치료

시 효과적인 수복 방법으로 저점도의 광중합형 레진을

와 관련된 탈회는 환자의 구강위생 관리능력과 절대적인

치아 표면에 적용하여 모세관현상으로 탈회된 법랑질 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탈회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단

로 침투시켜 다공성 구조를 채우는 방법이다. 치질을 삭

기 리콜 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국소 불소 도포로 치아의

제하지 않는 미세 침습적인 방법이며, 약화된 치질의 경

재광화를 도모하고 나머지 치아의 탈회를 예방하는 것이

도를 향상시키고 침투 레진이 병소의 다공성 구조를 채

중요하다.

워 백색 반점 병소의 광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심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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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연마술은 퍼미스나 탄화규소 입자와 염산의 슬러
리로 법랑질 표면을 용해시키는 것으로 표면의 얼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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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백색 반점 병소의 깊이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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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0.3 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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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와동이 형성되었거나 앞서 언급한 더 보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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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치아 삭제 후 직접 레진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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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간접 심미 수복이 필요하다.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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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연 변색과 변연 누출 등의 수복
실패를 보이기도 하지만,16 매우 보존적이며, 비용이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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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교정치료 중 광범위한 치경부 탈회를 보이는 치아의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에 관한
증례
허유경 전공의, 장훈상 교수, 황윤찬 교수, 황인남 교수, 오원만 교수*, 이빈나 부교수*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존학교실

고정성 교정치료 중 치아의 협면의 치경부 탈회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 증례보고에서는 교정치료 중 발생한 치아의 치경
부 탈회를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을 통해 치료한 2가지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우식이 없는 초기 병변은 주기적인 불소
도포, 식이조절, 구강위생 개선을 통해 재광화될 수 있으나 점차 진행됨에 따라 적절한 수복치료가 필요하며 병소 발생
후의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2;38(1):52-9)
주요어: 치경부 탈회; 치경부 우식; 직접 레진 비니어; 고정성 교정 치료; 예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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