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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치과재료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부를 해보
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입학 후 긴 휴학....그리고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 많
은 생각들이 뒤엉킵니다.
처음으로 김경남 교수님께 인사드리러 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치과재료학
책 앞장에 교수님의 존함을 친필로 쓰신 책을 주시면서 용기를 심어 주시던
교수님.지금까지 김경남 교수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삶에 대한 조
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무엇이든 잘 되도록 도와주신 멋진 목소리의 이용근
교수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형평성과 원칙 그리고 시간관념이 철저하신
교육자의 표본이신 멋쟁이 김광만 교수님 감사합니다.
실험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해주시던 이상배 박사님 정말 감사

합니다.바쁘셨을텐데 박사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시고 꼼꼼히 봐주시고 도움
을 주셔서 제가 이만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실험에 대한 이론들을 잘 설명해주신 이덕연 박사님 감사합
니다.논문의 실험재료인 무기항균제를 제공해주시고 많은 자료와 조언을 해
주신 (주)에코웰의 조근도 박사님 감사합니다.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관심과 격려,조언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주신 나무

그늘과 같으신 저의 멘토 한양 여대의 정재연 교수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실 치과위생사 선배님이신 신구대학의 강재경 교수님,건양대학교의
오상환 교수님,경복대학의 최은미 교수님,한양여대의 김수화 교수님 잘 이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오랜 친구이자 노력파 똘똘이 스머펫 장선옥 선생
님,센스 유머파 심연수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든든했습니다.
병원에서 인연을 맺은 발명왕이신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의 정원균 교수

님과 푸근한 마음의 전현선 선생님,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홍해경 선생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는 얘기와 입담으로 언제나 웃을 수 있게 해주고 나의 목소리 재연자

1위인 민철,시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고 느림의 미학으로 완성을 꼭
이루고야마는 병현,이미 졸업하신 (주)신흥의 김연웅 박사님,부지런한 중학
교 후배 동현,은근 재밌는 세호,카리스마 기형이.세라믹 팀원과 함께 생활
하면서 고마운 일이 많았는데 지금에야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우리 교실
의 든든한 의국장인 혜옥 샘,열심인 우현 샘,뒤에서 많이 응원해주는 동남
보건대의 재선 샘,중보기도로 저의 믿음을 더 끌어준 진아,자유롭고 맑은
영혼의 소유자 노지,여유로운 소주예찬론자 동국,긍정적인 문반장 승균,열
심히 노력하는 민경 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이것저것 도움을 주신
치과의료기기 평가센터의 김지연,김보영,김지혜,이종숙 선생님 그리고 이
제는 NAMIconsultant의 주인이신 김남이 선생님 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인 경희,승하,소영,복주,영화,은경,금연,정혜,민선언

니,은주언니 그리고 학교선배이신 경화선배님,정화선배님,후배인 재옥,선
주,상희,선옥 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기도해주신 큰 고모,

마음의 후원자이신 작은고모,믿어주신 작은아버지,작은 어머니,성길오빠,
희정언니,예준언니 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저를 잘 챙겨주신
시어머님과 남편,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윤주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입
니다.하나밖에 없는 딸 뒤 늦게 공부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
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지 고개 숙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아
버지의 마음과 말씀 잊지 않으며 더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이 계심에 감사함을 느끼며,전능하신 하나님께
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에 저는 또 다시 시작합니다.

222000000888년년년 111222월월월
이이이주주주혜혜혜 드드드림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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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무무무기기기항항항균균균제제제를를를 함함함유유유한한한

글글글라라라스스스 아아아이이이오오오노노노머머머 시시시멘멘멘트트트의의의 항항항균균균효효효과과과

이상적인 합착재의 요구조건으로 낮은 점주도,적절한 피막도,적절한
작업시간,경화시간,수분이나 산에 대한 용해도,높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치아와 수복물에 대한 접착력,항우식성,치수에 대한 생물학적 친
화성,적절한 빛 투과도,그리고 높은 방사선 불투과성 등이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시멘트의 요구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재료는 아직 개발되
지 못한 실정이다.불소 및 기타 항균물질은 폭발성 양상(Bursteffect)이
있다.따라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 장기간 동안 항우식성과 항균
성을 유지하면서 변연누출에 의한 2차 우식을 방지할 다른 항균제의 첨
가가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에서 은 이온 교환 방식으로 지속적인 항균
력을 보인다고 알려진 은 제올라이트를 대조군인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
멘트에 혼합하고 첨가량(1,3,5wt%)에 따른 항균효과 및 피막도,순 경
화시간,압축강도,세포독성 등의 변화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고 새로운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대조군인 글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보다 무기항균제가 포함된 항균 글라스 아이
오노머 시멘트의 세균 colony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무기 항균제 함량에 따른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피막도를
측정한 결과,무기항균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막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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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표준에 적합한 피막도는 1wt%가 포함된 실험군 1이었다.
3.무기 항균제 함량에 따른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순 경화
시간을 측정한 결과,대조군에 비해 1wt%가 포함된 실험군 1은 약간
감소하다 무기 항균제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순 경화시간이 증가하였다.
4.무기 항균제 함량에 따른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무기항균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는 감소하였다.대
조군에 비해 1wt% 함유한 실험군 1이 더 높은 압축강도를 보였다.

5.대조군과 각 각의 실험군 세포독성 측정결과 모든 군에서 Moderate의
세포독성이 나타났다.

6.전자현미경으로 표면의 미세 다공성을 관찰한 결과,대조군의 기공 크
기는 0.15～ 0.6㎛로 표면 전체에 균일한 분포를 나타냈다.반면 무기
항균제를 1～ 3wt%로 증가시켜 첨가한 실험군 1,2에서는 대조군의
표면에서 관찰되었던 기공(pore)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후 5wt% 첨가된 실험군 3에서 1.2～ 6.0㎛의 미세한 균열이 발
생된 것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1wt%의 무기 항균제가 함유한 항균 글라스 아이
오노머 시멘트는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항 우식 작용보다 항균력
이 더 우수하며 최적의 물리적 성질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은 제올라이트,항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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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김김김 경경경 남남남>>>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이이이 주주주 혜혜혜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연구배경

가.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1)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1960년대 후반 Wilson과 Kent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Wilson과 Kent,1972)1970년대에 상업적으로 시판되기 시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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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시멘트는 구강 내 보철물 합착 및 충전용 재료 등 용도에 따라
서 여러 가지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이 중 합착용으로 글라스 아이오노
머 시멘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이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폴리카
복실산과 불화규소산을 기반으로 하여 실리케이트와 폴리아크릴레이트에
의한 시멘트의 일반적 명칭으로 폴리알케노이트 시멘트로도 불리며 다른
합착용 시멘트에 비해 몇 몇 장점을 가지고 있다.치질에 화학적 결합을
유도하여 우수한 접착강도를 보이며(Erickson과 Glasspoole,1994),기계
적 성질이 우수하며,불소를 방출함으로써 잠재적인 항우식 효과(Swartz
등,1984)와 생체적으로 친화성(Leyhausen등,1998)이 우수한 특징을 가
지고 있다.그러나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수분 민감성이 높아 이로
인하여 수복물 주변에 미세누출이 생겨 하방 치아조직에 이차 치아우식
증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Mount,1999;Pachuta와 Meiers,
1995).또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항우식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불소 유리(release)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지속적
이지 않기 때문이며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성분 중 불화규소산칼
슘 유리(Calcium fluoroaluminosilicateglass)와 같은 첨가물의 급속한 용
해로 인해 항균력이 조기에 상실되거나 지속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
다.이 밖에도 아말감,레진,시멘트 등의 재료에 불소를 첨가시킨 경우
법랑질 내 불소의 양은 증가되고 이차우식증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였
는데,이는 불소의 항균작용이라기 보다는 유리된 불소가 치질에 흡수되
어 불화칼슘을 형성함으로서 용해도를 감소시킨 것에 기인된다.뿐만 아
니라 첨가된 불소는 극히 일부만 유리되며 이 모든 불소가 치아에 흡수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Platt와 Normand,1960;Gursin,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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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경화 기전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불화규소산칼슘유리 분말과 폴리카복실산

액의 산-염기 반응으로 경화된다.불화규소산칼슘유리 분말 성분은 SiO2,
CaF2,Al2O3,AlPO4,AlF3,Na3AlF6이며,액 성분은 폴리아크릴릭산,이타
콘산과 타르타르산으로 구성되었다.분말에 산이 침투되면 이온을 유리
(release)할 수 있는 유리(glass)성분이 있으며,액의 타르타르산은 경화를
촉진하기위해 첨가되어 유리(glass)분말로부터 이온을 유리(release)되는
것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혼합 시,폴리산이 분말에 침투하여 분말의 유
리성분에서 Ca2+,Na+,Al3+,F+ 등의 양이온을 유리시켜 액의 카복실기
(COOH )와 반응하여 불용성 염의 겔을 형성한다.경화 초기에 유리의
Ca2+나 Al3+,Na+ 이온 등이 산(H+)에 의해 용해되어 이온결합을 하고,
법랑질과 상아질 표면의 Ca+이온이나 PO43-인산이온과 산내의 카복실기
가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된다.이 반응은 점진적으로 연쇄 반응으로 계속
되어 카복실기(COOH)와 이온들이 가교결합(cross-linking)을 함에 따라
시멘트는 경화된다.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경화반응은 불화규소산유리 분말과 수성액
인 폴리아크릴산이 결합함으로써 시작된다.

Fluoroaluminosilicateglass+Polyacid→ Polyacidmatrix
(base) (acid) (salts)

Settingmechanism ofglassionomercement.

산의 수소이온은 수용액 하에서 금속이온인 칼슘,스트론티움,알루미늄
이온이 유리 분말에 침투한다.이 금속이온은 폴리산의 카복실산 그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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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폴리산 염 matrix를 이루고 유리 표면에 실리카 수소 겔과 교
환하여 폴리산의 카복실산 그룹과 가교결합(cross-linking)하게 된다(Fig.
1).

Fig.1.Settingreactionofglassionomercement(CarelL.Davidson과
IvarA.Mjo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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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불소유리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분말에는 불소를 유리시키는 불화칼슘

(CaF2),불화스트론티움(SrF2),불화라탄늄(LaF2) 삼불화알루미늄(AlF3)
등의 성분으로 구성된 저온용융 유리분말이 포함되어 있다.시멘트의 초
기경화단계에서 불소는 AlF2+와 같은 이온상태로 존재하면서 시멘트의
겔화를 지연시키지만,완전히 경화된 상태에서는 용해되고 남은 유리 성
분 내에 존재하게 된다.시멘트가 타액에 노출되면 이때부터 불소가 타액
을 통하여 이온상태(F-)로 유리(release)된다.이때 시멘트 분말의 다른
유리성분인 나트륨(Na),실리카(Si),칼슘(Ca)도 함께 방출된다.이와 같
은 불소의 방출메커니즘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잘 정립되어 왔다(Wilson
등,1993;Swartz등,1984;Forsten등,1990;DeMoor,1996).시멘트에서
불소는 경화초기단계에서 많은 양이 방출되고 경화된 후에는 타액과의
이온농도가 평형이 되는 정도로만 소량씩 유리(release)된다고 하였다(De
Moor등,1996).DeMoor등 (1996)은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재래형 글라
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와 금속강화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 대한 불
소방출시험에서,불소의 최대방출량은 모두 경화초기단계에서 나타났으
며,1일 이후에는 50ppm 이하만의 불소가 최대 80일 까지 방출되는 것
을 보고하였다.
또한,치과용 시멘트에 불소를 첨가한 여러 연구를 볼 수 있다.Wei와
Sierk (1971)는 인산 아연 시멘트에, Swartz 등(1970), Wei와
Bitner(1973)도 산화아연유지놀 시멘트에,Skartveit등(1985)은 아말감에,
Greenland 등(1974)은 카복실레이트 시멘트에,Philips와 Swartz(1957),
Normal등(1960)은 인산 아연시멘트 및 레진에 불소를 첨가하여 불소 용
출성 및 치질 내 불소 증가를 보고하였다.그리고 시멘트의 불소 용출로
치아의 내산성 증가와 치아용해도 감소 등을 보고하였다.다른 연구에서
도 Wilson과 Kent(1971)에 의해 개발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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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용출되어 치아의 내산성을 증가(Retief등,1984)됨을 보고하였다.
Swartz등(1984)과 Philips(1984)는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불소 용
출이 12개월 이상 관찰된다고 하였고,Coole와 McCourt(1990)는 8개월
지속된다고 하였다.그러나 불소는 24시간 또는 48시간 까지 많이 방출되
고 그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하여 유리(release)되는 bursteffect를 보인다
고 하였다(Boode등 1980).또한,이들 시멘트에서 불소이온 농도가 장기
간에 걸쳐 유리되지 않고(Skartveit등,1985;Myeryon과 Smith,1984;
Swartz등,1984;Willams,1982)불소 첨가에 따라 재료의 물리적 및 화
학적 성질이 변화될 수 있는 문제점(Willams,1982;Philips,1982)을 들기
도 하였다.

(4)합착용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항 우식효과
불소에 의한 법랑질의 항우식 효과는 불소가 법랑질 표면에서 칼슘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불화아파타이트(fluoroapatite)를 형성하기 때문이라
고 한다.또한 불소는 우식 병소에서 재석회화 과정을 촉진하여 치아 표
면의 미세경도를 증가시켜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사,1992).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불소를 방출함으로써 잠재적인 항우식 효

과(Swartz등,1984)와 생체적 친화성(Leyhausen등,1998)을 지니고 있
다.하지만,Pachuta와 Meiers(1995)는 수복물 주변에 미세누출이 생겨
하방 치아조직에 이차 치아우식증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bursteffect로 인해 수복물 내에서의 항우식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다
고 보고하였다.또한 Marsh(1993)는 어떠한 치과용 시멘트도 변연부위
를 완전히 밀폐하지 못하여 타액의 침투가 발생된다고 하였다.특히
Shaw 등 (1998)은 가장 많은 불소를 유리(release)화하는 글라스 아이오
노머 시멘트에서도 합착실패에 의해 대부분 이차 우식이 발생한다고 하
였다.이렇듯 수복물 주변에 미세누출이 발생하여 보철물 하방 치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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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우식의 발생을 줄이고자 이상적인 치과재료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
었다.
이에 치과용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항균력을 부가할 목적으로 클
로르헥시딘,생약제 등과 같은 항균물질을 첨가하는 방법이 시도되어 왔
다(Jefrychowski등,1983).그러나 클로르헥시딘과 같은 항균작용물
(antibacterialagent)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초기에 많은 양의 약물이 유
리되는 폭발성 양상을 보이므로 항우식 지속효과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Jedrychowski등,1983).
또한 치아 법랑질과 골조직의 주요 구성 성분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HA)를 활용하기도 하였다.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생체조직과의 유사
성으로 치아수복재료(Santos등,2002)에 활용하여 탈회된 치아표면의 재
광화(Anderson등,2004)를 유도하여 항우식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5)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요구 조건
수복물의 합착은 최종 수복물의 장기간으로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유

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Mitra,1989;Pameijer와
Nilner,1994).Mclean(1979)과 Wilson등(1977)은 이상적인 합착재의 요
구조건으로 낮은 점주도,적절한 피막도,적절한 작업시간,경화시간,수
분이나 산에 대한 용해도,높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치아와 수복물에
대한 접착력,항우식성,치수에 생물학적 친화성,적절한 빛 투과도,그리
고 높은 방사선 불투과성 등을 언급하였다.이러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
멘트가 갖추어야 할 요구조건은 최대 피막도 25㎛,순 경화시간 1.5분
～ 8분,최소 압축강도 50㎫,최대 산 용해도 0.17㎜,최대 납 함량 100
㎎/㎏ 등으로 ISO표준 9917-1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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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올라이트

(1)제올라이트
1756년 스웨덴의 광물학자 Cronstedt가 아이슬랜드의 화산암을 조사하

고 있을 때 현무암의 공극(void)에 가로방향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한 커
다란 광물의 결정을 발견하면서 제올라이트가 알려지게 되었다.
천연에서 얻어지는 제올라이트는 화산의 용암이나,화산재가 지하수나 해
수와의 오랜 접촉에서 변성된 것으로,Clinoptilolite,mordenite등 34종에
이르며,1950년대 이후 수열반응(hydrothermalreaction)에 의해 합성된
것이 100여종에 달한다(Breck,1974).

(2)제올라이트의 기본구조
제올라이트는 견고한 3차원 구조를 지닌 결정성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로 정의된다.제올라이트 골격은 Fig.2에서와 같이 실리콘(Si)과 알루미
늄(Al)이 각각 4개의 가교산소(crosslinkedoxygen)를 통해 연결되어 있
는 3차원적인 무기고분자(inorganicpolymer)이며 이때 Al이 3개의 산소
(O)와 결합을 하게 됨에 따라 음전하를 갖는다.이러한 음전하를 상쇄하
기 위하여 다양한 양이온이 존재한다.

Fig.2.BasicstructureofZeolite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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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올라이트의 단순한 구조를 가진 Sodalite(Na8Al6Si6O24Cl2)를 보면 SiO4
와 AlO4 4면체(이하 합쳐서 TO44면체로 표기)는 4개의 O원자가 전부
다른 4면체와 공유되어 3차원적으로 무한히 연결된다.즉 3차원 망목구조
(frameworkstructure)를 형성하게 된다(임과 임,2006).

Fig.3.StructureofSodalite(서,2005).

소달라이트(Sodalite)의 기본 구조식은 xM2/nO․Al2O3․ySiO2․zH2로 M
은 이온 교환 가능한 전형적인 1가 이온이거나 2가 금속이온이고,n은 금
속 이온의 원자가이다.그리고 y는 실리카와 금속산화물의 계수이고,z는
결정수의 개수로 이루어졌다.

(3)제올라이트 구조의 특징
제올라이트는 실리콘과 알루미늄 원자가 산소원자와 정사면체 배위구

조를 이루며 결합한 결정성 복합 산화물이다.그래서 제올라이트를 결정
성 알루미노 실리케이트(crystallinealuminosilicate)라고 한다(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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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올라이트는 3차원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로 포러스한 결정체 다공성
구조를 갖는다.세공(細孔)의 크기는 3Å ～ 30Å으로 정사면체 꼭짓점
중앙에 Al이나 Si가 있고 4개의 산소가 있는 기본 단위로 산소를 공유
하여 규칙적으로 연결되어있다(Schwager와 Smolka,1977;Kuhl,1978).
그리고 결정체 내부에는 여러 가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된 바구니(cage)
모양의 공동(cavity)이나 그들을 서로 연결한 여러 가지의 세공 구경을
가진 터널(tunnel)모양의 공로(cavitytunnel)라 불리는 큰 공간이 존재
한다(임재석과 임굉,2006).마이크로의 다공체인 제올라이트의 공로나 공
동 내에 금속 이온이나 H2O가 존재해서 공로나 창 세공을 통해서 용이
하게 이동할 수 있다.제올라이트가 이온교환능이나 흡착능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올라이트의 세공(細孔,pore)안에는 물 분자와 이온교환이 가능한 양이
온이 골조의 산소 원자와 결합되어 있다.그래서 제올라이트 내에 존재하
는 양이온은 다른 이온에 의해 쉽게 교환될 수 있다.

(4)제올라이트의 양이온 교환
제올라이트의 결정구조 상의 기본 단위인(Si,Al)O4사면체 구조 내에

서,Si4+에 대한 Al3+의 치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음전하(negative
charge)가 파생된다.이 치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하 결손을 보상하기 위
해서 Ca2+,Na+,Ag+ 등의 양이온들이 흔히 제올라이트의 공동(open
channelorcavity)구조 내에 개입된다.제올라이트에서 이 같은 음전하의
발생과 그 보상 관계는 거의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올라이트 공동 구조 내에 존재하는 양이온들은 음이온 자리에 정전기
적 결합 방식으로 약하게 붙들려 있어서,수용액 하에서는 주위의 다른
양이온들과 쉽게 교환되는 성향을 갖는다(노,2003).
제올라이트에 고정된 양이온은 특정한 자리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음전



- 11 -

하를 갖고 있는 제올라이트 골격에 대전되어 주위조건에 따라 다른 이온
성질을 갖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Na+,Ca2+,H+이온이 들어있는 제올
라이트를 Ag+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넣으면 제올라이트 내에 있는
Na+,Ca2+,H+이온은 수용액으로 나오고,수용액 내에 있던 Ag+양이온은
제올라이트 안으로 들어간다(Fig.4).이렇게 제올라이트에 들어있는 양이
온과 용액 내 들어 있는 양이온이 서로 바뀌는 현상을 “양이온 교환”이
라고 한다.이와 같이 양이온이 교환될 수 있는 이유는 물속에서 제올라
이트는 중성 상태인 양이온과 음이온 골격으로 해리되어 제올라이트는
음이온과 같이 행동하기 때문이다(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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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A ionexchangeofZeoliteandsilv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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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 교환 용량(cationexchangecapacity:CEC)은 제올라이트에 교환
될 수 있는 양이온의 총 당량수로 보통 meq/g이나 meq/100g형태로
나타낸다.제올라이트는 A형,X형,Y형,T형,고실리카(highsilica),소달
라이트(sodalite),모더나이트(mordenite),에널씸(analcime),클리노뷰티로
나이트(clinobutyronite),캐버자이트(chabazite)와 에리오나이트(erionite)
가 있지만 이보다 더 무한하게 포함되었다.이들의 양이온 교환 용량을
살펴보면,대표적인 제올라이트인 A형에는 7meq/g,X형은 6.4meq/g,
Y형은 5meq/g,T형은 3.4meq/g,소달라이트는 11.5meq/g,모더나이
트는 2.8meq/g,에널씸은 5meq/g,클리노뷰티로나이트는 2.6meq/g,캐
버자이트는 5meq/g,에리오나이트에는 3.8meq/g씩의 이온교환 능력을
가지고 있다.그것들은 은 이온과 암모니아와 같이 이온 교환 능력을 충
분히 가지고 있다.
항균효과를 갖기 위해 제올라이트는 이온 교환이 가능한 이온이 있는 제
올라이트가 이용되고 있다.그 예로 나트륨,칼슘,칼륨,마그네슘 그리고
철 이온이 은 이온에 의해 부분적으로나 전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게다
가 은 이온에 다른 항균 효과를 줄 수 있는 금속이온이 담지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그 예로 동의 이온,아연,수은,납,주석,비스무트,카
듐,크롬,탈륨,동과 아연 이온과 함께 먼저 존재하기도 한다(Yoshio등,
1995).
제올라이트에 은 이온 함량이 무조건 많다고 항균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
다.은 이온은 제올라이트 무게의 0.1～ 15% 까지 포함되어야 항균성
이 활발하게 된다.은 이온 농도가 0.1%보다 적으면 항균성의 활성을
제공하기에 불충분한 반면 15% 이상에서는 변색의 원인이 된다.그것의
비율은 제올라이트를 110℃에서 말린 것을 기본으로 한 무게에 의한 비
율이다(Yoshio,1995).
제올라이트에 은 이온이 0.2～ 5%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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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균성 활동을 위해 제올라이트에 아연 이온이나 동 이온은 0.1～
16% 그리고 은 이온은 0.2～ 5%까지 포함하는 것을 추천한다(Yoshio
등,1995).

(5)제올라이트의 활용
제올라이트는 유․무기 화학,계면․교질화학,생화학,농업,촉매 및

흡착공학,정밀화학,환경,항균제 등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제올라이트는 석유화학 촉매제,기체 또는 액체의 건조제,이온교환특성
을 이용한 경수연화제 또는 토양개량제나 세제빌더(detergentbuilder),
또 흡착특성을 이용한 흡착제,흡습제,건조제,가축사료,비료,살균제로
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정밀 화학 분야에서 촉매와 분리제로 사용되며 세공(細孔,pore)을
활용한 저장 재료의 개발과 최근 산업 발달로 야기된 공해문제에 대한
해결 방한으로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올라이트를 지지체로 하는 다양한 항균제품이 개발되어 항균제를 생활
에 활용하는 분야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체내의 이온교환평형 유
지를 행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의료방면으로의 응용도 극히
한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서,2005;이 등,2004;임과 임,
2006;전 등,1998).

(6)은 제올라이트의 응용
제올라이트에 은을 이온 교환하여 제조한 은 제올라이트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항균 및 살균 성능이 있어 많은 곳에 응용되
고 있다.사람에게 해가 없고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하여 항균제나 살균제
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그리고 섬유,건축자재,금속 재료에 강하게
결합시킬 수 있어 항균제나 살균제로 활용할 수 있다.



- 15 -

또,실내 장식재의 표면에 박막 형태로 고정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으며,식품과 직접 닿는 포장재에 고정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근관전색재용 시멘트에 은 제올라이트를 넣어 세포독성과 용혈성이 증가
하지 않았으며(David와 Thom 등,2003),은 제올라이트는 FDA승인을 받
아 급성 경우 및 경피 독성테스트,1차 피부 자극 테스트,돌연변이 유발
성 테스트,만성 독성 및 발암성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급
성 독성 테스트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아 현재 식품,화장품,약물첨가제
분야에도 응용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러한 장점으로 건축,인테리어,
가전제품,가정용품,문방구,합성섬유 등의 여러 분야에 응용되어 많은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nanenZeomicCo.Ltd).

(7)은 제올라이트를 넣은 치과재료의 항균효과
은 제올라이트의 은 이온은 낮은 세기에서도 장기간 동안 서서히 방출

되어 항균성을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Uchida 등,1995).Yoshida 등
(1999)은 치과재료에 은 제올라이트를 혼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물에 담
가도 내구성이 좋아 이를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재료임을 제안하
기도 했다.
은 제올라이트의 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연구한 Kawahara등
(2000)은 혐기성하에 서식하는 세균의 은 제올라이트 최소억제농도
(MinimalInhibitoryConcentration)를 측정하였다.이 실험을 통해 혐기
성 환경에 서식하는 충치와 치석 유발균인 S.mutans,S.mitis,C.
albicans,S.aureus와 P.aeruginosa의 미생물에 항균력이 있다는 것
을 증명하였다.
임시 충전 재료에 은-아연 제올라이트를 비율별로 넣은 Hotta등(1998)
은 S.mutans와 S.mitis균의 성장 억제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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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컴퍼짓 레진에 은 이온 담체 무기항균제를 혼합한 Tanagawa등
(1999)은 패놀 레드 배지에 S.mutans를 분주하여 각 각의 실험군을 올
려 무기항균제 함량에 따른 균 성장을 pH 변화로 알아보았다.그 결과
컴퍼짓 레진과 AIS-5군은 pH가 붉은 알카리성에서 노란 산성으로 변하
여 S.mutans가 성장함을 볼 수 있었다.그러나 Novaron군과 Amenitop
군은 pH 변화가 없어 균 성장을 저해하므로 항균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강점막에 염증으로 조직 변형이 생겨 치유를 위해 부적합한 의치를 임
시로 이장해주는 조직 조절재(tissueconditioner)에 은 제올라이트를 넣
은 Matsuura 등(1997)과 Abe 등(2004)은 장기간동안 안정적으로 C.
albicans와 S.aureus균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였다.또한 치과용
실리콘 고무인상재에 은 제올라이트를 첨가한 Yoshio등(1995)은 항균력
을 입증하여 특허를 내기도 했다.

(8)은 제올라이트의 은 이온 교환 메커니즘
은 제올라이트는 수용액 하에서 이온이 용출된다.xM2/nO․Al2O3․

ySiO2․zH2O 구조식을 갖는 제올라이트는 수용액 즉 물이나 증류수 및
타액에서 이온교환을 하게 된다.제올라이트 구조식에서 금속이온이 결합
되는 M이 Ag+이온인 경우 은 제올라이트가 된다.이 은 제올라이트의
수용액 하에서 이온교환의 메커니즘은 물에 있는 H+,O-,Na+,K+이온들
이 은 제올라이트의 Ag+,Si4+,Al3+이온들과 이온 결합을 하게 된다.
타액에서는 NaCl,KCl,CaCl22H2O 등이 있어 은 제올라이트의 이온들
과 이온결합을 하게 되는데 타액에 있는 양이온 수만큼 은 제올라이트에
서 은 이온이 나오고 물의 양이온이 제올라이트로 들어가 제올라이트의
O-와 이온결합을 하게 된다.즉 은 제올라이트의 Ag+ 이온이 타액으로
나와 타액의 O-이온과 이온결합하고 타액에 있는 Na+,K+,H+이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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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올라이트의 O-이온과 이온결합을 하는 것이다.

다.은의 항균작용과 불소의 항우식 작용

Berger등(1996)은 은(Ag),금(Au),백금(Pt),구리(Cu),아연(Zn)등의
전이 금속계 이온들은 항균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Ag이온
은 다른 전이 금속계 이온들에 비해 더욱더 탁월한 항균효과를 발현한다
고 하였다.Feng등(2000)은 은(Ag)이온을 Escherichiacoli(E.coli)와 그
람양성 Staphylococcusaureus(S.aureus)에 처리하고 각 균주의 형태학
적인 변화를 투과전자현미경과 EDX로 분석하여 은 이온의 사멸과정을
연구하였다.Feng등(2000)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온 처리된 세균은 세
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기 시작함으로써 사멸이 시작된다.세균의 사멸이
진행되는 동안 DNA 분자가 포함된 세포질 중앙내부는 투과전자현미경
하에서 밝게 관찰되며,반대로 세포벽 주위로 검은 돌기들이 발생하기 시
작한다고 하였다.이는 은 이온이 세포벽을 통과하여 세포질내부로 침투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EDX로 분석된 세포질 내부에서 은과 황의
분석됨으로서 항균제에서 유리된 은 이온은 세포벽을 통과하여 세포질내
부로 침투하고 세포질 내부의 thiol기 -SH 및 COO-또는 OH-이온을
흡착하여 화학적 결합함으로써 세포 변형,축합-탈수 반응,세균의 DNA
의 복제를 저해시켜 세균의 신진대사 및 에너지 대사 호흡을 어렵게 함
으로써 세균을 사멸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eng등,2000).
불소는 두 가지 다른 기전을 통해 항우식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첫 번
째,불소 이온은 타액 내에 존재하는 칼슘과 인산 이온으로부터 불화 인
회석의 치질 내로 침착하여 치아의 내산성을 증가시킨다.두 번째,불소
이온은 OH-이온과 교환되면서 동일한 과정을 통해 재광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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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목적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1970년대부터 상업적으로 시판되어 오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글라스 아이오노머 시
멘트는 3가지로 분류하는데 제 1형은 합착용,2형은 수복용,3형은 이장
재,베이스 및 치면열구 전색재이다.기본적으로 분말과 액으로 구성되며
분말은 산에 용해되는 불화 규소산칼슘 유리(Calcium
fluoroaluminosilicate glass)로 구성되며,액은 폴리아크릴산(polyacrylic
acid),이타콘 산(itaconicacid),말레인산(maleicacid)등으로 구성된다.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수성이며,치질에 화학적 결합을 하여 결

합강도가 좋으며 치수에 유해 작용이 적고 불소 방출에 의해 항우식 효
과가 있는 장점이 있다(Katsuyama등,1993;Swartz등,1984).그러나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내 불화규소산칼슘 유리(Calcium
fluoroaluminosilicateglass)의 급속한 용해는 수복물의 실패,상아질 노출
에 대한 지각과민,변연부 노출로 인한 2차 우식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
었다(Glantz등,1993;Randow 등,1986;Schwartz,1970).
수복물의 합착은 최종 수복물의 장기간으로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유지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Mitra,1989;Pameijer와
Nilner,1994).Mclean(1979)과 Wilson등(1977)은 이상적인 합착재의 요
구조건으로 낮은 점주도,적절한 피막도,적절한 작업시간,경화시간,수
분이나 산에 대한 용해도,높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치아와 수복물에
대한 접착력,항우식성,치수에 생물학적 친화성,적절한 빛 투과도,그리
고 높은 방사선 불투과성 등을 언급하였다(Mclean,1979;Wilson 등,
1977).그러나 위와 같은 시멘트의 요구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재료는
아직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지금까지의 연구는 변연누출 및 2차 우식
방지를 위한 성분첨가와 상아질 접합기전의 응용(Smith,1983)등 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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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에는 항균력을 갖춘 첨가제를 이용하여 2차 우식을 예방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와 같은 연구로 Jefrychowski등(1983)은 클
로르헥시딘이나 생약제를 시멘트에 첨가하여 항균력을 얻기 위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클로르헥시딘과 같은 항균 작용물(Antibacterial
agent)을 사용하는 경우 초기에 높은 항균력을 보였지만 초기에 많은 양
의 약물이 유리되는 폭발성 양상(bursteffect)을 보이므로 항우식 지속효
과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edrychowski등,1983).
이러한 결점을 보이는 불소 및 기타 항균물질은 폭발성 양상(burst
effect)이 있다.따라서 보철물 합착에 사용되는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
트는 변연누출에 의한 2차 우식을 예방할 다른 항균제의 첨가가 필요하
다.그리고,기존의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불소에 의한 항우식 효
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항균력을 갖는 물질이 첨가된다면 이상적인 시
멘트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이에 본 연구에서 은 이온 교환 방식으로 지
속적인 항균력을 보인다고 알려진 은 제올라이트를 불소방출이 가능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 혼합하고 첨가량에 따른 항균효과 및 피막
도,순 경화시간,압축강도,세포독성시험 등의 변화를 실험을 통하여 알
아보고 새로운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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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연구재료

가.글라스아이오노머 시멘트

본 연구에서는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해 글라
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로 합착용 시멘트 재료인 FujiⅠ(GC Co.Ltd,
Tokyo,Japan)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나.무기항균제

본 연구에서는 Zeomic(AW10N,Sinanen Zeomic Co.Ltd,Nagoya,
Japan)의 무기항균제인 은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였다.
은 제올라이트는 양이온을 가진 3차 골격구조의 알루미노실리케이트 프
레임으로 구성된 다공성 재료로 은 이온이 제올라이트와 전기적인 결합
을 한 것이다.이 무기항균제는 무취의 흰색 파우더로 직경이 1㎛이며
기공(pore)크기가 3-10Å인 다공성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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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가.무기항균제를 포함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제조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 무기항균제인 은 제올라이트를 비율별로
첨가하였다(Table1).이 재료의 균일한 혼합을 위해 12시간 동안 볼밀에
돌렸다.
국제표준 ISO 9917에 의해 피막도,순 경화시간,압축강도를 측정하고

세포독성과 항균성 실험 및 경화된 후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Table1.ThecompositionofantibacterialsGICcontainingS.Z.

Materials Powder of GIC (wt%) S.Z. (wt%) Liquid of GIC (wt%)

Control 100 0 55

Exp. 1 99 1 55

Exp. 2 97 3 55

Exp. 3 95 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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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피막도

유리판 2개를 접촉한 상태에서 두께를 1㎛의 오차 범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 값을 A라고 하였다.위의 유리판을 제거하고 대조군과 각각
의 실험군을 비율별로 혼합하여 하부 유리판 중앙에 놓고 상부 유리판을
덮었다.제조자의 작업 시간 10초 전에 유리판 중앙에 수직방향으로 150
N으로 하중을 가했다.하중을 가한 최소 10분 후에 유리판 두 개의 두께
를 측정하였다.이 측정값을 B라고 한다.유리판 두께의 차(측정값B-측
정값A)를 피막두께로 하며 이와 같은 시험을 4회 반복하였다.

다.순 경화시간

금속 몰드의 내면 크기가 8㎜ ×10㎜ ×5㎜인 몰드에 혼합한 대조
군과 무기항균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를 일정하게 채워,혼합종료
60초 후에 온도 (37±1)℃,상대습도 90% 를 유지하는 항온수조에 넣
는다.혼합종료 90초 후,길모어니들 무게 (400±5)g,길모어니들 침
(1.0±0.1)㎜을 수직으로 시멘트 위에서 10초 간격으로 길모어니들을
시멘트에 위치시켜 완전한 원형의 압흔이 형성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
고 이렇게 경과한 시간을 순 경화시간으로 정한다.이러한 시험을 총 3회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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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압축강도

높이 (6±0.1)㎜,직경(4±0.1)㎜의 몰드에 대조군과 무기항균제 글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를 혼합하여 혼합시간 종료 60초 전,몰드 안에
살짝 넘치도록 채운다.이 때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몰드의 한 쪽부터
채웠다.시멘트 혼합종료 120초가 경과되기 전에 몰드를 온도 37℃,상
대습도 30%를 유지하는 항온수조에 넣었다.혼합 직후로부터 1시간 경
과 후 몰드를 제거하여 모서리의 결함이 있는 시편은 제거하였다.5개의
시편을 3차 증류수에 침적하여 온도 (37±1)℃에서 (23±0.5)시간 보
관하였다.각 시편을 인스트론 3366에 위치하고 시편의 장축 방향으로 압
축하중 50N/min을 가하였다.

마.세포독성(Agaroverlay)시험

대조군과 무기항균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를 혼합하여 높이 (2±
0.1)㎜,직경(5±0.1)㎜의 몰드에 넣어 각 각의 시편을 만들었다.세포
독성 시험의 대조군으로 가타파챠와 음성대조군으로는 glassplate를 사
용하였다.L-929세포의 부유액(1× 105/㎖)을 만든 후 직경 90㎜의
Petridish에 세포부유액 10㎖를 넣은 후 24시간 배양하였다.배양 후 배
양액을 제거하고 45～ 50℃의 Agar-RPMImedium 10㎖를 각각의
Petridish에 첨가하였다.고체화 된 Agar-RPMImedium의 중앙 부위에
Neutralredvitalstain용액 10㎖를 천천히 첨가하여 염색액이 퍼지도
록 30분가량 놔둔다.그 후 염색약을 제거하고 시편을 한천에 올려 37
℃,5% CO2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Petridish를 백지 위에서 관찰하여 탈색된 부위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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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여 위상차현미경(OlympusCK2,Optical,Japan)을 이용하여 탈색
된 부위 내에 세포가 사멸된 비율을 측정하여 사멸지수를 구하였다.이것
을 각 각 탈색지수(Zoneindex)와 사멸지수(Lysisindex)에 따른 반응 지
수(Responseindex)에 의해 세포 독성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Response
index=Zoneindex/Lysisindex).탈색지수와 사멸지수 및 반응지수의
기준과 이에 준한 세포독성의 기준은 Table2와 같다.



- 25 -

Table 2. Description of decolorization index, lysis index and
interpretationofresponseindexusedintheagardiffusiontest.

Zone index Description of zone

0 No detectable zone around of under sample

1 Zone limited to area under sample

2 Zone not greater than 0.5㎝ in extension from sample

3 Zone not greater than 1㎝ in extension from sample

4
Zone greater than 1㎝ in extension from sample,

but not involving entire plate

5 Zone involving entire plate

Lysis index Description of zone

0 No observable lysed

1 Up to 20% of zone lysed

2 20 ~ 40% of zone lysed

3 40 ~ 60% of zone lysed

4 60 ~ 80% of zone lysed

5 Over 80% lysed within zone

Grade Cell response Interpretation

0 0/0 None cytotoxic

1 1/1 Mildly cytotoxic

2 2/2 to 3/3 Moderately cytotoxic

3 4/4 to 5/5 Severely cytotox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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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항균시험

1)Streptococcusmutans배양
Streptococcusmutans(S.M,NCTC10449)박테리아는 한국미생물보존

센터에서 구입하여 배양하였다.동결된 박테리아를 해동하여 BHI(Brain
HeartInfusion)배지에서 24시간동안 배양하고 1/10씩 연속 희석하여 고
체 아가 배지에 접종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세균수를 측정하여 1
×106CFU/㎖ 로 세균농도를 희석한 후 냉동 보관하고 시험 직전에 해
동하여 사용하였다.

2)Streptococcusmutans를 이용한 항균시험
대조군과 무기항균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를 혼합하여 높이 (2±

0.1)㎜,직경 (5±0.1)㎜ 몰드에 넣어 각 각의 시편을 만든다.흡광도
650㎚에서 6.3×106CFU/㎖ 농도의 세균을 96well에 120㎕씩 넣은
후 각 각의 시편을 넣어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BHI배지에 5
%의 자당을 넣은 고체 아가 배지를 직경 90㎜인 Petridish에 15㎖씩
넣는다.incubator에서 보관되었던 96well에서 100㎕씩 고체 아가 배지
에 분주한 후 incubator에서 보관하였다.24시간 후 고체 아가 배지를
incubator에서 꺼내어 colony수를 확인하고 CFU(Colonyformingunit)
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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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화 후 표면관찰

높이 (2±0.1)㎜,직경 (5±0.1)㎜의 시편은 전자현미경(SEM)을 이
용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의 표면을 5,000배로 관찰하였다.

아.통계처리

무기항균제의 첨가량에 따른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피막도,순
경화시간,압축강도,항균시험 변화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
처리를 수행하였다.통계처리는 OnewayANOVA로 95% 신뢰수준에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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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가.피막도

본 연구에서 제조된 무기항균제를 함유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피막도는 Table3과 Fig.6에 나타내었다.각 군의 피막도는 ISO 9917에
명시된 최대 허용 피막도 25㎛를 넘지 않았다.Fig.5에서 볼 수 있듯이
무기항균제를 첨가함에 따라 대조군 (14.8± 0.4)㎛에 비해 실험군 2
(21.8±1.8)㎛와 실험군 3(24.2±2.4)㎛은 증가하였다.현재 사용 되
고 있는 치과용 시멘트인 대조군(14.8±0.4)㎛과 가장 유사한 실험군은
실험군 1(15.8±0.8)㎛로 이었다.

Table3.Thefilm thicknessofGICcontainingS.Z.

A,B:Thesameletterindicatesnosignificantdifferenceat=0.05by
ANOVA

Materials Film thickness(㎛)

Control 14.8±0.4A

Exp.1 15.8±0.8A

Exp.2 21.8±1.8B

Exp.3 24.2±2.4B



- 29 -

Fig.5.TheGraphicfilm thicknessofGICcontaining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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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 경화시간

무기항균제를 함유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함량에 따른 순 경
화시간은 Table4와 Fig.7에 나타내었다.각 군의 순 경화시간은 ISO
9917에 명시된 최소 1.5분에서 최대 8분으로 모든 실험군에 만족하였다.
대조군 (160.0±1.0)sec에 비해 실험군 2(300.7±1.2)sec와 실험군 3
(380.3±0.6)sec은 현저히 증가됨을 볼 수 있었다.실험군 1(151.7±
1.5)sec은 대조군(160.0± 1.0)sec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Table2와
Fig.6).

Table4.ThenetsettingtimeofGICcontainingS.Z.

A,B,C,D:Thesameletterindicatesnosignificantdifferenceat=0.05by
ANOVA

Materials Netsettingtime(sec)

Control 160.0±1.0B

Exp.1 151.7±1.5A

Exp.2 300.7±1.2C

Exp.3 380.3±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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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ThenetsettingtimeofGICcontaining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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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압축강도

본 연구를 통해 무기항균제를 함유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각
군들의 압축강도는 Table5과 Fig.7에 나타내었다.ISO 9917에 명시된
최소 압축강도는 50 ㎫로 모든 실험군에 만족하였다.압축강도는 실험군
1(142.5±7.8)㎫이 대조군(119.9±6.7)㎫보다 높게 나왔으며 무기항균
제의 함량이 많아짐에 따라 실험군 2(102.4 ± 9.8)㎫와 실험군 3
(78.7 ± 8.9)㎫의 압축강도는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Table5.ThecompressivestrengthofGICcontainingS.Z.

A,B,C:Thesameletterindicatesnosignificantdifferenceat=0.05by
ANOVA

Materials Compressivestrength(㎫)

Control 119.9±6.7B

Exp.1 142.5±7.8A

Exp.2 102.4±9.8B

Exp.3 78.7±8.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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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ThecompressivestrengthofGICcontaining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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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세포독성(AgarOverlay)시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와 무기항균제가 포함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세포독성은 Table6에 나타내었다.무기항
균제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세포독성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반응지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Table6.TheAgarOverlaytestofGICcontainingS.Z.

Control Exp.1 Exp.2 Exp.3
Zoneindex 2,2 2,2 2,2 2,2
Lysisindex 2,2 2,2 2,2 2,2

Responseindex 2/2,2/2 2/2,2/2 2/2,2/2 2/2,2/2
Evaluation Moderate Moderate Moderate 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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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항균시험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와 무기항균제가 함유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항균력 측정결과는 Table7과 Fig.8에 나타내었다.배양 1일
후의 Streptococcusmutans(6.3×106CFU/㎖)에 대한 항균력은 무기항
균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colony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무기항균제 5wt%가 포함된 Exp.3인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Colony forming unit은 (5.5× 104 CFU/㎖)으로 대조군 (4.2× 105

CFU/㎖)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하게 감소하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Table7.TheantibacterialactivityofGICcontainingS.Z.

A,B,C,D:Thesameletterindicatesnosignificantdifferenceat=0.05by
ANOVA

CementCode Control Exp.1 Exp.2 Exp.3

CFU/mL 4.2×105A 2.3×105B 1.6×105C 5.5×1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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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utans(negativecontrol) (b)Control

(c)Exp.1 (d)Ex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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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xp.3

Fig.8.TheantibacterialactivityofGICcontaining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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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경화 후 표면관찰

본 연구에 사용된 대조군과 각 각 실험군의 경화 후 표면을 전자현미
경 5000배로 찍어 사진으로 나타내었다(Fig.9).
대조군은 경화 후 미세 다공성을 갖는 표면이 관찰되었다.대조군의 기공
크기는 0.15～ 0.6㎛로 나타났으며 전제 표면에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반면 은 제올라이트를 1wt%,3wt%로 증가시켜 첨가한 실험
군 1과 실험군 2에서는 은 제올라이트를 증가시킴에 따라 대조군의 표
면에서 관찰되었던 기공이 관찰되지 않았다.반면에 실험군 3(5wt%)인
경우 1.2～ 6.0㎛의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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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ntrol (b)Exp.1

(c)Exp.2 (d)Exp.3
Fig.9.Surface photographs of glass ionomer cements after setting 

taken with SEM containing different amount of inorganic 

antimicrob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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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치과용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법랑질과 상아질에 화학적으로 결
합하며 치아와 유사한 열팽창 계수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생체친화성
및 불소방출의 장점이 있어 치과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글라
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불소유리 및 이에 의한 항우식 효과는 불소의
유리정도에 따라 달라지며,불소에 의한 항균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되고 있다.글라스 아이오노머의 불소 방출은 불화규소산칼슘 유리
(Calcium fluoroaluminoglass)와 같은 유리분말의 불소 함유량에 의존하
게 된다.불화규소산칼슘 유리분말은 시멘트의 경화초기에 급속한 용해성
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로 인해 많은 양의 불소가 방출되고 불소
에 의한 항우식력이 조기에 상실되거나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 뿐 아니라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급속한 초기 불소방출과 함께 유리(release)
된 이온들은 시멘트의 물리적 성질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단점을 갖게
된다.
보철 환자치료에 있어 변연부위에 노출된 시멘트의 미세간극으로 인한

이차 우식증은 성공적인 치료를 저해하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따라
서 기존의 연구자들은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불소방출에 의한 항
우식효과 뿐 아니라 액상의 항균제를 시멘트에 첨가함으로서 변연누출에
의한 2차 우식을 예방하고자 하였다.Jedrychowski등(1983);Ribeiro와
Erison(1991)은 클로르헥시딘과 여러 종류의 생약제재를 글라스 아이오노
머 시멘트에 첨가하고 이에 따른 항균력을 연구하였다.Jedrychowski등
(1983)의 연구에 따르면,항균제가 첨가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충분한 항균력을 보였으나 시멘트의 경화초기에 burst하게 약제가 유리
되는 단점을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또한 Mazzaoui등(2003)은 항
균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된 항균제가 시멘트의 세포독성을 증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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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물리적 성질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넓은 항균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은 이온을 제올라이트 골격에 은 이온
교환형태로 결합된 은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에 첨가하고,이에 따른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항균력 및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 제올라이트의 첨가에 따른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

트의 항균력 변화를 알아보았다.본 연구에 사용된 은 제올라이트는 직경
이 약 1㎛이며,은 이온 함량은 약 0.6wt%로 조사되었다.항균력 시험
은 Streptococcusmutans균주를 이용하였다.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에 항균제는 1wt%,3wt% 그리고 최대 5wt%까지 첨가하고 이에 따
른 항균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본 연구에서 항균제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시멘트의 항균력은 증가하였다.항균제가 포함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항우식 효과는 지속적인 항균력을 가진 은 제올라이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본 연구에 사용된 은 제올라이트는 제올라
이트의 골격구조에 은 이온이 은 이온 교환방식으로 결합된 형태로서 서
방성인 이온방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제올라이트 A 안의 공간과 밖을 이어주는 세공 입구는 0.3～ 0.5㎚

로 약간 커 물,암모니아 분자도 통과할 수 있어(서,2005)제올라이트와
이온결합을 하는 Ag+이온과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음 이온이 서
로 교환을 하게 한다.또한 은 제올라이트의 은 이온은 이온 교환조건이
되어야만 이온 교환이 가능하며,이러한 이온 교환조건으로는 수용액 하
의 환경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Wakasa(1997)의 연구에 의하면 은
제올라이트는 증류수(pH 7.0)와 완충 초산액(pH 5.5)에서 0.007～ 0.041
ppm의 안정적인 은 이온 방출을 보였다고 하였다.
은 제올라이트 첨가에 의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물리적 성질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시멘트의 피막도,순 경화시간,압축강도를 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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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항균제의 첨가농도에 따른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피막도는 항균제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되었다(p<0.05).항균제가 첨가되지 않
은 대조군의 피막도는 (14.8±0.4)㎛로 나타났으며,실험군 1(1wt%)
의 항균제를 첨가한 경우의 피막도는 (15.8±0.8)㎛로 다소 증가하였으
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그러나 항균제의 첨가농도가 실
험군 2(3wt%)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피막도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
났다.최대 첨가량인 실험군 3(5wt%)에서는 (24.2±2.8)㎛로 대조군
에 비해 큰 변화를 보였다(p< 0.05).피막도는 수복물의 안착정도를 결
정하며 수복물의 유지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합착용 시멘트에서 매우
중요한 물리적 성질 중 하나이다.그리고 시멘트의 최종 피막도는 분말입
자의 크기,분액비나 점조도에 따라 달라진다.본 실험에서는 분액비는
조절하지 않았으며,은 제올라이트의 함량 비율에 따라 분말입자 크기의
비율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본 연구에 사용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
멘트의 평균 입자 크기는 13～ 19㎛(< 45㎛)(Nnicholson,1998)이고,
은 제올라이트는 1㎛이다.은 제올라이트가 1wt% 포함된 실험군 1이
대조군의 피막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1wt%까지는 분말입자 크기로
인한 피막도의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첨가
량이 증가된 실험군 2(3wt%)와 실험군 3(5wt%)에서 첨가량이 증가
함으로서 액과 접촉할 수 있는 전체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피막도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순 경화시간은 실험군 1(1wt%),대조군,실험군 2(3wt%),실험군

3(5wt%)순으로 증가했고,세 군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P
<0.05).실험군 1～ 실험군 3을 혼합 시,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카복실기 COO- 이온과 결합했던 Ca2+ 이온 대신에 은 제올라이트의
Ag+,Al3+,Si4+이온등과 많은 결합을 하게 된다.Ag+이온은 Ca2+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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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이온화 경향이 낮지만 Al3+,Si4+ 이온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므로,
COO- 이온과 잘 결합하게 된다.따라서 Ag+이온의 양이 적절한 경우
경화반응이 단축되며,은 제올라이트가 더 많이 첨가될 경우 Ag+ 이온
함량도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경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본 실험에서 은 제올라이트 1wt%가 포함된 실험군 1에서 대조군에
비해 순경화시간이 단축된 것은,경화기전에 액의 카복실기 COO-이온과
유리(glass)분말의 금속이온과 결합하고 적절한 함량의 은 이온과 이온
결합하여 순 경화시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또한,실험
군 2(3wt%)와 실험군 3(5wt%)에서 은 제올라이트의 함량이 많아질
수록 폴리아크릴릭 액과 글라스 분말의 Ag+이온 반응양이 증가하게 되
어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산 염기 반응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며,
반응하지 못한 은 이온들이 가교결합(cross-linking)을 방해하여 경화시
간을 늦춰지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또 은 제올라이트의 제올라이트는 물
의 흡착능이 좋아 액의 수분을 흡수하여 분말과 액 비율을 감소시킨 분
액비 감소의 결과로 보인다.
압축강도는 실험군 1(1wt%)이 대조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차가 있

었다(P<0.05).이는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입자 크기는 13～ 19
㎛로 은 제올라이트의 입자 크기 1㎛보다 커서 두 분말을 혼합 시 입자
크기 차이로 공극률이 줄어들게 되어 ‘packingeffect'가 발생하게 되어
생긴 결과라 사료된다.이에 반해 실험군 3(5wt%)은 실험군 1(1
wt%)과 비교 할 때 압축강도가 현저히 낮았다.이는 실험군 1(1wt%)
에 비해 은 제올라이트가 5wt%로 많이 첨가되어 가교결합을 이루지 못
하고 방해하여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가 잘 굳지 않아 압축강도
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약한 정도의 세포독성을 보였다.

세포독성은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와 은 제올라이트가 함유된 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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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노머 시멘트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은 제올라이트의 은 이온 방출
로 인한 세포독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군과 각 각의 실험군의 경화 후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 본

결과,대조군은 기공(pore)이 눈에 띄게 보이며 이에 반해 실험군의 기공
은 관찰되지 않았다.이것 또한 ‘packingeffect'에 의한 결과라 생각되는
데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입자 크기는 13～ 19㎛이며 은 제올라
이트의 크기는 1㎛로,대조군만 혼합했을 때는 공극률이 많아 시편의 표
면에 기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실험군 1(1wt%)과 실험군 2
(3wt%)에서는 공극률이 줄어들어 표면에 기공이 없는 것으로 관찰 되
었다.실험군 3(5wt%)은 실험군 1(1wt%)과 실험군 2(3wt%)에 비
해 은 제올라이트가 5wt% 포함됨에 따라 시멘트의 표면적이 증가하여
폴리산액이 대조군이나 실험군 1(1wt%)과 실험군 2(3wt%)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표면의 미세한 균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서 은 제올라이트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 비해 높은 항균력이 발견되었다.항균력으로만 본다면 실험군 3
(5wt%)이 우수하지만,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우수한 물리적 성질과 항균 능력을 갖춘 실험군 1(1wt%)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우수한 항균력을 보기 위한 은 이온함량에 관한
내용은 YoshioInoue등 (1994)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항균 활동
을 위한 제올라이트의 적절한 은 이온 함량은 0.2～ 5.0wt%라고 추천
되었다.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은 제올라이트는 제올라이트 내에 포함된
은 이온 함량이 0.6wt%로 Yoshio등(1994)이 추천한 최적 항균력 범위
(0.2～ 5.0wt%)내에 포함되어 최적의 항균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S.mutans와 S.sobrinus그리고 젖산균 등은 구강 내의 주요 병원균

(Beeiweiss,1976)으로 수복물 주위에 존재하여 수복물과 치아 사이의 미
세간극에 침입하여 치아의 이차우식을 야기하고 치수에 손상을 주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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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Mazato등,1998).이러한 세균과 타액이 미세누출을 통해 보철물 내
로 유입 시,은 제올라이트는 구강 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은 제올라이트는 수용액 하에서만 은 이온이 용출되며,타액이
유입되지 않을 때는 은 이온이 용출되지 않기 때문이다.은 이온은 불소
와 같이 초기에 많은 양이 용출되지 않아 은 이온의 함량이 급격히 떨어
지지 않으며,용출될 수 있는 환경 하에서만 은 이온이 방출되므로 항균
효과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리라 사료된다.은 제올라이트에서 방출된 은
이온은 세포벽을 통과하여 세포질내부로 침투하여 세균의 DNA 복제를
저해시켜 세균의 변형과 축합 -탈수 반응으로 세균의 신진대사 및 에너
지 대사 호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균을 완전히 사멸(Feng등,2000)시키
게 된다.따라서 구강 내 보철물의 미세간극으로 인한 2차 우식 발생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Wakasa등(1997)이 은 제올라이트가 포함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

트의 불소이온 방출 양을 알아본 결과,은 제올라이트의 함량과는 관계없
이 불소이온이 방출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불소이온의 유리(release)와는 관계없이 은
이온이 방출되어 항균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서 불소이온과 은 이온이 각 각 방출되므로
각 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 은 제올라이트를 넣어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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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제품은 Bursteffect로 인해 항우식 작용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이를 개선하여 지속적인 항균력을 부
여하고자 무기항균제인 Zeomic(SinanenZeomicCo.Ltd,Nagoya,Japan)
을 첨가하여 새로운 합착용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를 제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대조군인 글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보다 무기항균제가 포함된 항균 글라스 아이
오노머 시멘트의 세균 colony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무기 항균제 함량에 따른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피막도를
측정한 결과,무기항균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막도가 증가하였다.
ISO표준에 적합한 피막도는 1wt%가 포함된 실험군 1이었다.

3.무기 항균제 함량에 따른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순 경화
시간을 측정한 결과,대조군에 비해 1wt%가 포함된 실험군 1은 약간
감소하다 무기 항균제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순 경화시간이 증가하였다.

4.무기 항균제 함량에 따른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무기항균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는 감소하였다.대
조군에 비해 1wt% 함유한 실험군 1이 더 높은 압축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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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조군과 각 각의 실험군 세포독성 측정결과 모든 군에서 Moderate의
세포독성이 나타났다.

6.전자현미경으로 표면의 미세 다공성을 관찰한 결과,대조군의 기공 크
기는 0.15～ 0.6㎛로 표면 전체에 균일한 분포를 나타냈다.반면 무기
항균제를 1～ 3wt%로 증가시켜 첨가한 실험군 1,2에서는 대조군의
표면에서 관찰되었던 기공(pore)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후 5wt% 첨가된 실험군 3에서 1.2～ 6.0㎛의 미세한 균열이 발
생된 것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아 본 실험에서 제조된 무기항균제를 포함한 글라
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최적 비율은 1wt%로 보여 진다.무기항균제 1
wt%가 포함된 실험군 1에서 물리적 성질인 피막도와 순 경화시간은 비
슷하였고 압축강도는 대조군보다 높았다.또한 실험군 1은 대조군에 비해
항균력이 높았다.본 연구에서 제조한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항 우식 작용보다 항균력이 더 우수하며 최
적의 물리적 성질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항균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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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yeLee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Kyoung-Nam Kim,D.D.S.,M.S.D.,Ph.D.)

Thepopularisglass-ionomercementwhich can beused in a wide
range ofclinicalapplications.When using the dentalluting cements,
glass-ionomerspossessseveraladvantagescomparedtotheothercement.
They alsohavegood biocompatibility,good adhesion propertiestothe
tooth,goodmechanicalpropertiesandanticariogenicpotentialproducedby
incorporatedfluorine.However,theanticariogeniceffectsofglass-ionomer
cementswerenotsufficient,eventhoughitwasreleaseoffluorineafter
seatingontooth,becausefluorinereleasedonotmaintainconstantlevels
offluorine.Recently,avarietyofantimicrobialagentswasintroducedin
restorative dentistry.One such compound is Zeomic®,which contains
severalmetalions(silver,copperandzinc).Incorporationofsilver-zeolite
indentalglassionomercementsmayeliminatenotonlyS.mutansbut
also pathogenic bacteria in denture-induced stomatitis and respiratory
infections.The purpose ofthis study was to examine in vitro the
antimicrobialeffectsand mechanicalbehaviorofcommercially available
dentalglassionomercementcontainingsilver-zeolite.
Zeomic®(SinanenZeomicCo,Ltd,Japan)wasselectedastheantimicrobial
agentforglass-ionomercement(GC Fuji-I,GC Co.,Tokyo,Japan).A
glass-ionomercementcontaining silver-zeolitewaspreparedby mixing
glass-ionomerpowderandzeomic® for12hrusing ball-mill.Thefilm
thickness,setting time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weredetermined
undertheregulationofISOstandard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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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icrobialpropertieswereexamined by theAgarDiffusion Test.
Disk-shapedspecimenswerepreparedasfollows.Mixtureofeachpowder
and liquid were placed into a Teflon mold (5mm diameter,2mm
thickness).BHIbrothswerepreparedwith5% Sucrose.Absorbanceof
anovernightcultureofS.mutanscells(NCTC10449)atO.D.650was
measuredand6.3x 106 colony-forming units(CFU)/mL ofsuspension
waspreparedinBHIbroth.
WithincreasingratioofSZ,theGIC showedgradualdecreasesinfilm
thicknessandsettingtime.Therewassignificantdifferenceinmechanical
propertiesbetween thecontroland GIC incorporating SZ.Compressive
strengthsshowedhigherstrengthat1wt% SZaddedinGIC.However,
increasingratioofcompressivestrengthwasdiminishedoverthe3wt%.
Thespecification ofISO isrequired overthe50MPaforusedental
cement.
The antibacterial acitivities of GIC different containing SZ were
determinedbyADT withSmutans.Theminimum inhibitoryamountsof
SilverzeoliteagainstS.mutanswere1wt%.Theinhibition properties
were enhanced with increasing amount of silver zeolite.Significant
differenceofantibacterialeffectwasobservedforallantibacterialglass
ionomer cement (p<0.05).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learly
demonstratedthedifferencebetweentheGICcontainingsilverzeoliteand
theorthercontrolgroups.Asexpected,thecontrolconventionalglass
ionomercementdidnotexertanyantimicrobialeffect.
Antibacterialglassionomercementcontainingsilverzeolitewaseffective
ininhibitingtheprogressofcarieswithS.mutansinvitro.Thismaterial
wasexpectedtohaveantibacterialactivityfrom thecontinuousreleaseof
silverions.Onthebasisofthisdevelopment,theauthorsinitiatedstudies
todevelopglassionomercementwhichprovidesantibacterialactivity.

KKKeeeyyywwwooorrrdddsss:Antibacterialeffect,Glassionomercement,Silver-Zeolite,
Film thickness,setting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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