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LF-D를 활용한 국내 시판 불소 바니쉬의 재광화 
효과에 대한 융합적 연구

곽민서1, 이수영2*

1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2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mineralizing Effect of 
Domestically Sold Fluoride Varnish Using QLF-D

Min-Seo Goak1, Su-Young Lee2*

1Dep. of Dental Hygiene, Graduate School, Namseoul University
2Dep. of Dental Hygiene, Namseou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치과임상에서 불소 바니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불소 바니쉬를 선정하여 기우식병소의 재 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7종의 불소 바니쉬를 무작  배분

하여 구치(56)는 7종(CS, MI, CW, VV, EP, FP, FN)을, 유치(20)는 그  CS, MI, CW, FP를 사용하 다. 시편

은 네일바니쉬로 3x3mm2 도우 형성 후 4일간 탈회시키고, 구치와 유치로 구분하여 불소 바니쉬 도포 후 1주간 

인공타액에서 교반하 다. QLF-D을 이용하여 우식 병소크기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구치에서 바니쉬 도포 에 비

해 도포 후 CS(4,64), MI(4.86), CW(4.50), EP(5.50)바니쉬가 △F값이 감소하 고, 유치에서 FP(3.00), MI(3.00)바

니쉬에서 재 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MI바니쉬는 치과임상에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우식 방을 한 불

소도포 제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불소, 불소 바니쉬, 융합, 재 화, 치아우식증, QLF-D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seven fluoride varnishes remineralizing effects on early carious 

lesions in the clinical field. While CS, MI, CW, VV, EP, FP and FN were used for permanent teeth, CS, 

MI, CW and FP were used for primary teeth. The specimens were demineralized for 4 days after forming 

a 3 x 3 mm2 window with nail varnish, applied with varnishes separately, then were stirred in artificial 

saliva for 1 week. QLF-D analysis of carious lesion size showed that permanent teeth's △F value 

decreased after applying CS(4,64), MI(4.86), CW(4.50), and EP(5.50), while for primary teeth, FP(3.00) and 

MI(3.00) displayed a remineralizing effect. Thus, MI can be used effectively for preventing caries for both 

adults and children in the clinic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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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치아우식증은  연령에서 가장 이환율이 높은 만성 

구강 질환이며[1,2], 치아우식이 발생하면 자연 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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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축척되는 질병이다. 그러

나 구강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태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3,4] 조기발견과 방  치료를 시행한다면 치아

우식증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5].

불소는 기 치아우식의 재 화를 해 재까지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불소 바니쉬, 불소 양치액, 불

소 겔(gel), 불소치약, 불소 폼(form) 등 다양한 불소제제

가 활용되고 있으나, 이  불소 바니쉬가 뛰어나 우식 

방 효과를 보 다[6].

불소 바니쉬의 치아우식 방효과는 구치 46%, 유

치 33% 보고 하 으며[7], Benson 등[8]은 일반환자와 

교정환자에게 6개월주기로 불소 바니쉬 도포는 70% 백

색 병소의 발생율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 

불소 바니쉬는 최근까지 다양한 종류의 불소제제가 

시 되어 가장 확실한 치아우식 방수단으로 알려져 있

다[9]. 

치아 우식증을 발견하고 방하기 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제시되고 있지만[10], 조기에 병소를 

발견하고 미리 방하는 것이 최우선 되야 한다[11,12]. 

치아 우식증 진단은 부분 치과 의사의 육안이나 방사

선 검사를 병행하여 단하게 된다. 시진과 진을 이용

한 교합면 우식증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감도는 20%미만

이고, 방사선 검사는 30%미만이라는 연구결과로 치과의

사의 주 단과 방사선 검사만으로 부족한 정확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13,14]. 이에 따라 최근 임상에서  활용 

가능하고 기 우식병소를 발견하고 법랑질 탈회 정도를 

평가하기 한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는 비침습 인 방법으로 편 미경, 미세경도 측

정법, 주사 이  미경 등의 침습 인 방법보다 실제

으로 임상에서 용하여 보다 정확한 우식 측이 가

능하다[15].

QLF는 405nm의 푸른색 장의 가시 선을 치아에 

조사하면 빛의 산란이 발생하고 치면에서의 형 상을 

이용하여 치질의 탈회나 기 치아우식증을 진단하며 형

소실을 정량화 할 수 있다[16,17]. 건 한 법랑질은 녹

색이 나타나고, 법랑질이 탈회되면 탈회된 법랑질에서는 

자가형 성이 감소하며  그 양은 장치의 로그램에 의

해 정량화 할 수 있어 최근 치과계에서 활용도가 높다

[16]. 최근 새롭게 개발된 Quantitative Light - Induced 

Fluorescence - Digital (QLF-D)은 기존의 QLF와 분석

하는 원리는 동일하지만 특수필터를 추가하여 한번의 촬

으로 백색 원과 푸른 형  사진을 동시에 얻을 수 있

다[18]. Park 등[19]은 기탈회 조기인식하여 시간 경과

에 따른 변화 양상을 조기에 감지할수 있다고 하 고, 

Kim[20]은 교정환자에게 QLF를 활용한다면 교정 치료 

후 치아우식증 치료를 이유로 수복치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 다. 구 등[21]은 QLF-D는 기 탈회를 정

량화 하여 기록하고 추 할수 있어 장기 으로 치아우식 

변화 양상을 환자에게 보여주어 방  처치를 받아 

리할 수 있다고 하 다. 재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재

화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은 선택 으로 선정한 불소제제 

연구가 부분이며 한 pH순환, 불소 방출, 불소 유리를 

상으로 한 연구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시 되는 모든 

불소 바니쉬를 상으로 재 화 효과를 진행한 실험연구

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구강건강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22] 치아

우식증을 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보고되어[12], 이에 본 연구는 치과임상에서 

불소 바니쉬 선택시 국내에서 시 되고 임상에서 사용하

는 모든 불소 바니쉬를 선정하여 QLF-D를 이용하여 

기우식병소의 재 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연구재료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 되고 있는 불소 바니쉬 7종 

Cavity Shield(CS), Mi varnish(MI), Clinpro white 

varnish(CW), V varnish(VV), Enamel pro varnish(EP), 

Fluor protector(FP), Fluor protector N(FN)을 선정하여 

연구에 사용하 다<Table 1>.

<Table 1> Fluoride varnish products used in this study
Products Manufacturer Main contents

Cavity Shield 3M ESPE, USA
5% NaF, Rosin, 

Xylitol

Mi varnish GC, Japan 5% NaF, CPP-ACP

Clinpro white 
varnish

3M ESPE, USA 5% NaF, fTCP

V varnish Vericom, Korea
5% NaF,TCP, 
Rosin,Xylitol

Enamel pro 
varnish

Premier Dental 
Products, USA

5% NaF, ACP

Fluor protector
Ivoclar Vivadent, 
Liechtenstein

1% difluorosilane
/0.1%F

Fluor protector N
lvoclar Vivadent, 
Liechtenstein

1.5%Ammonium 
fluoride, 

Film 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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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2.2.1 치아 수집 보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치아는 우식이나 육안으로 구조

 결함이 없는 건 한 치면을 사용하 고, 발거된 치아

는 구치 156개, 유치 28개를 수거하여 치아표면에 있는 

이물질은 수집 시 에 동 스 일러를 이용하여 치아 

주  잔여 조직  기타 부착물들과 교합면의 치면 세균

막을 제거하 다. 이후 실험 사용 까지 용기에 담아 냉

동실에 보 하 다.

2.2.2 시편 제작
구치와 유치를 속 핸드피스(NSK, EC, JAPAN)을 

사용하여 다이아몬드 디스크(Diamond NTI-Kahla Gmbh, 

Germany)로 치 과 치근을 분리, 단하여 치 을 퍼띠

(Vonflx STM, KOREA)에 매몰하 다. 단된 치 부 

면을 nail varnish를 이용하여 3x3mm2 크기의 도우를 

형성하 다.

2.2.3 시편 탈회
기우식병소 생성을 한 탈회 용액은 1m Lactic 

acid, 2% Carbopol 800ml 50% NaOH, 1.5g HAP, 50% 

HCI 용액을 이용하여 인공 우식 용액을 pH 4.8 로 조

하여 제작 하 다. 시편을 탈회 용액에 37℃ 항온기에 96

시간 동안 보 하여 기 우식 형성을 유발하 다.

2.2.4 탈회 후 시편 분류
탈회 후 구치 56개, 유치 20개를 선정 후 시편을 

구치는 8개씩 7군으로, 유치는 5개씩 4군으로 무작  배

분 하 다.

2.2.5 재광화 처치
시편의 탈회된 부분에 Cavity Shield, Mi varnish, 

Clinpro white varnish, V varnish, Enamel pro varnish, 

Fluor protector 6종은 러쉬와 함께 포장된 용 어

리 이터를 이용하여 도포 하 고, Fluor Protector N은 

MicrobrushⓇ(Tube Series Applicators, USA)를 이용하

여 불소 바니쉬를 도포 하 다. 시편을 96시간 뒤 탈회용

액에서 꺼내어 10 간 증류수로 세척하 으며, 3 간 압

축공기로 건조한 후 모든 시편의 도포량은 불소 바니쉬

를 용 어 리 이터를 이용하여 가로1회, 세로1회, 다

시 가로1회, 총3회 얇게 도포후 1분가량 자연 건조하도록

하 다. 쉐이커에 시편을 담근 후 7일 뒤 blade를 이용하

여 시편 표면에 잔류한 바니쉬를 제거하고 증류수로 시

편을 10 동안 세척하고 3 간 압축공기로 건조하 으

며, 인공타액은 24시간마다 교체하 다.

2.2.6 QLF-D (Quantitative light induced 
fluorescence-digital)촬영 및 분석

가. QLF-D 촬

본 실험에서는 시편의 불소 바니쉬 도포 ·후 재 화 

효과를 평가하기 해 QLF-D Biluminator 2(Amsterdam, 

Netherlands)을 이용하여 연구자 1인이 모든 시편을 촬

하 다. 실험 촬  장소는 빛을 완 히 차단하기 해 

암실에서 실시하 고, 치과용 유니트 체어에 디지털 카

메라를 고정하고, 치아의 교합면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

록 치시킨 후 QLF-D 구를 교합면과 수직이 되도록 

촬 하 다. 디지털 카메라 설정은 White light 사용시 

Shutter speed 1/60s, Aperture value 16.0, ISO speed 

1600, Image size Small Fine로 설정하 고, Blue-light 

사용 시 Shutter speed 1/30s, Aperture value 8.0, ISO 

speed 1600, Image size Small Fine로 설정하여 촬 하 다.

나. QLF-D 분석

이미지는 QLF-D 분석 로그램 QA2 version 1.23(Inspekor 

Research Systems bv, Amsterdam, Netherlands)을 이

용하여 기우식병소를 분석하 다.

재 화 정도(△△F)는 After △F – Before △F 으로 

산출하 다.

2.3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IBM 22.0 통계 로그램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 다. 

실험 ·후 재 화 효과를 분석하기 해 Shapiro-wilk 

test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규분포를 만족하지 못

하여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 다.

비정규 분포한 실험 ·후 군간내 평균을 비교하기 

하여 응표본2- 표본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

을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3.1 영구치 재광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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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 value before and after fluoride varnish application of permanent tooth

Products Division Mean(SD) Mean rank Sum of ranks Z p
Cavity Shield

Before -10.05(3.51) 3.50 3.50
-2.033b 0.042

After -6.60(3.05) 4.64 32.50

Mi varnish
Before -9.86(2.45) 2.00 2.00

-2.240
b

0.025
After -6.71(4.39) 4.86 34.00

Clinpro white varnish
Before -10.0(1.78) 0.00 0.00

-2.524b 0.012
After -9.88(2.01) 4.50 36.00

V varnish
Before -9.60(2.33) 3.33 10.00

-1.120b 0.263
After -8.23(3.74) 5.20 26.00

Enamel pro varnish
Before -11.65(4.85) 1.50 3.00

-2.100
b

0.036
After -9.01(2.59) 5.50 33.00

Fluor protector
Before -9.23(2.59) 6.00 6.00

-1.680b 0.093
After -7.07(3.13) 4.29 30.00

Fluor protector N
Before -9.23(2.44) 2.00 4.00

-1.963b 0.050
After -7.37(3.52) 5.33 32.00

a. after<before b. after>before c. after=before

<Table 3> △F value before and after fluoride varnish application of deciduous tooth

Products Division Mean(SD) Mean rank Sum of ranks Z p
Fluor protector

Before -12.14(1.61) 0.00 0.00
-2.023b 0.043

After -6.16(3.76) 3.00 15.00

Cavity Shield
Before -10.50(2.64) 0.00 0.00

-1.826
b

0.068
After -6.96(1.17) 2.50 10.00

Mi varnish
Before -11.52(3.46) 0.00 0.00

-2.023b 0.043
After -2.88(4.14) 3.00 15.00

Clinpro white varnish
Before -15.72(3.89) 2.00 2.00

-1.483b 0.138
After -8.82(7.44) 3.25 13.00

a. after<before b. after>before c. after=before

불소 바니쉬 도포  후 △F값의 변화 차이를 알아보

기 하여 Wilcoxon 비모수 통계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Cavity Shield(4.64), Mi varnish(4.86), Clinpro white 

varnish(4.50), Enamel pro varnish(5.50)는 도포 에 비

해 바니쉬 도포 후 △F값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V varnish, Fluor protector N는 불소 바니쉬 도포 

에 비해 도포 후 △F값이 다소 증가 되었으나,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luor protector는 불소 바니쉬 도포 보다 도포 후 

△F값이 감소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3.2 유치 재광화 효과

불소 바니쉬 도포  후 △F값의 변화 차이를 알아보

기 하여 Wilcoxon 비모수 통계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Fluor protector(3.00), Mi varnish(3.00)는 도포 에 비

해 바니쉬 도포 후 △F값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Cavity Shield, Clinpro white varnish 도포 에 비해 

바니쉬 도포 후 △F값이 향상 되었으며,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고찰
불소 바니쉬는 구강 내 도포 후 일정기간 동안 치아에 

불소를 지속 으로 유리함으로써 재 화를 유도하는 물

질이며, 최근 치과임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불소제

재이다. 치과임상에서는 제조사들이 출시한 다양한 불소 

바니쉬를 치과의사의 선호에 따라 사용하는 편이므로 불

소 바니쉬 선택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불소 바니쉬

의 기 을 제공하고자 인공우식병소를 형성하여 불소 바

니쉬의 재 화 효과를 QLF-D를 이용하여 비교하고자 

하 다. 

불소 바니쉬의 주 성분은 송진, shellaac, rosin등 천연

진을 포함한 진과 urethane methacrylate등이며 그 

외 알코올, 에탈올, sodium fluofide, 색소, 향미료, 착제 

등을 첨가한다. 최근 불소 바니쉬의 치아 우식증 방효



QLF-D를 활용한 국내 시판 불소 바니쉬의 재광화 효과에 대한 융합적 연구 93

과 는 재 화 효과를 증진시키기 해 자일리톨이나 

TCP, CPP-ACP등을 첨가하기도 한다[23]. MI varnish는 

CPP-ACP 포함된 불소 바니쉬이며, V varnish는 TCP, 

Resin, 자일리톨을 함유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 QLF-D를 이용한 불소 바니쉬 재 화 효

과를 측정하 다. 촬  에 3  동안 압축 공기로 건조

하 는데, Ando등[24]의 연구에 따르면 3  이상 건조시

간이 되어야 탈회된 치질에서 자가 형 성이 뚜렷하다고 

했다. 이는 탈회된 치질은 무기질이 빠져나간 후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 빛의 산란에 향을 다고 하 으며, 그 

값이 달라지게 된다고 보고 하 다.

McCabe[25]연구에 따르면 어도 24시간 간격으로 

장용액을 교체해야 한다고 보고하 기에, 본 연구에서

도 구강내 환경을 간 으로 반 하여 인공타액은 매일 

교환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구치의 재 화 효과를 비교한 결과 

Enamel pro varnish, Mi varnish, Cavity Shield, Clinpro 

white varnish순으로 불소 바니쉬 처치 에 비해 바니쉬 

도포 후 △F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유치

의 재 화 평가에서는 Fluor protector(3.00), Mi 

varnish(3.00)으로 불소 바니쉬 도포 에 비해 도포 후 

△F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본 연구에서

는 비모수 통계기법인 응표본2-표본검정을 사용하

기에 불소 바니쉬 도포 보다 도포 후 평균 순 가 높을

수록 재 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Clinpro white varnish는 5% NaF, fTCP, 불소 

22,600ppm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치에

서는 뛰어난 재 화 효과를 보 으나, 유치에서는 재

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Elkassas등[26]은 인공타액, 

Clinpro™ white varnish, Relief, Tooth Mousse Plus, 

Vanish™XT를 각각 발거된 구치에 용하 고, 연구

결과 Clinpro™ white varnish가 산의 공격에 한 가장 

큰 재 화 효과를 보고 하 고, Memarpour등[27]은 불소

제제를 발거된 유치에 용하여 28일 후 재 화를 측정

한 결과,  fTCP가 함유된 Clinpro whith varnish 우수한 

재 화 효과를 보고 하 으나, 에나멜 거칠기가 감소하

는데 이는 열린 상아세 을 채워 더 부드러운 표면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는데 구치와 유치의 결과가 상이한 

이유는 치아표면의 미세경도 차이로 법랑질의 탈회와 재

화로 인한 무기질의 함량과 련 있음을 설명하 다

[28]. 한 미세경도 측정보다 QLF를 이용한 방법이 미

세한 재 화율을 감지 하 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 다[29].

Lee[30]의 법랑질 재 화 따른 형 량 변화 연구에 따

르면 6시간 이후 White varnish, V varnish 제품군이 효

과가 나타났으며 6시간과 12시간 제거 시 에서 White 

varnish제품군이 다른 제품군 보다 유의하게 형 량 증

가량을 나타냈다고 보고 하 으며, 이는 본 연구와 유사

하 다.

Enamel pro varnish는 5% NaF, ACP을 구성성분으로 

구치에서 불소 바니쉬 도포 보다 도포 후 △F값이 증

가하여 재 화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Ritwik등[31] 

불소이온 유리량을 5% NaF를 함유하는 Premier Enamel 

pro varnish, Clogate PreviDent, Omni Varnish, Omni 

Varnish XT로 비교한 결과 Premier Enamel pro varnish 

가 가장 높은 불소이온 유리랑을 보여주었다. 

Schemehorn등[32]의 Lee 리뷰에 따르면, 최근 5% NaF

를 함유한 불소 바니쉬 보다 fTCP가 함유된 Clinpro 

white varnish가 표면미세경도를 증가시켜 바니쉬의 보

호능력이 증가되었다고 보고 하 다.

Cavity shield는 5% NaF, Rosin, Xylitol을 구성성분으

로 구치에서 불소 바니쉬 도포 보다 도포 후 △F값이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Lee등

[33]의 Cavity Shield와 Fluor protector 표면미세경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Cavity Shield군이 Fluor Protector군

보다 유의하게 높은 미세경도를 보여 탈회 억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Mi varnish는 5% NaF, CPP-ACP을 구성성분으로 

구치에서 불소 바니쉬 도포 보다 도포 후 △F값이 유의

미한 수 으로 증가하 으나, 유치에서는 재 화 효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Cho[34]의 재 화 효과를 미세경도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1주차에는 MI varnish군이 가

장 높았으며, Cavity Shield군에 비해 MI varnish가 재

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하 다. 유치 법랑질은 

구치 법랑질과 미세구조 차이가 있어 탈회와 재 화 과

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 으며 매우 짧은 시간에 산에 

의한 침식이 이루어지며 타액에 의한 재 화는 서서히 

일어난다고 보고하 다. P Shen등[35]연구에서도 

CPP-ACP를 함유하는 MI varnish가 Clinpro white 

vanish, Duraphat, Enamel pro varnish 보다 칼슘과 인을 

방출하여 법랑질 탈회를 억제한 것으로 보고 하 는데 

이는 CPP-ACP가 불소 바니쉬에 추가되어 칼슘의 농도

를 높여 재 화를 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MI var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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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한 불소제제를 사용했음에도 결과가 상이한 것은 

구치와 유치의 형태학  특징으로 유치는 구치에 비

해 크기가 체 으로 작으며, 법랑질과 상아질의 두께

가 구치에 비해 얇고 화가 덜 되어있으므로 쉽게 마

모된다고 보고 하 다. 따라서 유치 형태학  특징에서 

구치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도 미세구

조 인 향을 실험에서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36].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불소 바니쉬간의 불소함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불소 바니쉬 제품별 주성분을 나

어 구치와 유치의 재 화 효과를 비교 평가하는 것

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실험은 군별 불소함유량과 시편의 표본수가 어 

표성을 지닐 수 없다는 을 한계 으로 볼수 있겠다.

그러나 불소 바니쉬를 QLF-D를 이용하여 구치와 

유치를 상으로 연구하 기 때문에 재 화 연구에 의미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국내에서 시 되고 임상에

서 사용하는 모든 불소 바니쉬를 선정하여 기우식병소

의 재 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재 화 정도를 비교하기 해 불소 

바니쉬 도포 횟수, 도포주기, 성분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시편의 수를 증가

시켜 편차를 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QLF-D를 이용하여 구치 7종, 유치4종의 

불소 바니쉬 ·후의 재 화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 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치 시편에서의 Cavity Shield(4.64), Mi varnish 

(4.86), Clinpro white varnish(4.50), Enamel pro 

varnish(5.50)는 도포 에 비해 바니쉬 도포 후 재

화 효과는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

하 다(p<0.05).

2. 유치 시편에서의 Fluor protector(3.00), Mi varnish 

(3.00)는 도포 에 비해 바니쉬 도포 후 △F값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Cavity Shield, Clinpro white varnish 도포 에 비

해 바니쉬 도포 후 △F값이 향상 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종합해 보면, MI바니쉬는 구치와 유

치에서 재 화 효과를 보 으며 치과임상에서 성인과 아

동 모두에게 우식 방을 한 불소도포 제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상가의 재료 선택 시 

유용한 정보자료로 활용이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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