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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지르코니아-도재 비니어의 연마 방법이  

표면 거칠기와 세균 부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 도재의 연마 정도에 따른 표면 거칠기와 세균 부착의 

관계를 in vitro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조군 (도재 비니어)은 글래이징 

처리하고 지르코니아 실험군 (도재-지르코니아)은 각각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및 연마재 (diamond paste)로 연마 후 글래이징 (glazed 군), Exa Cerapol 를 

이용하여 연마 (Cerapol 군), 또는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만을 이용하여 

연마하여 (Shofu 군) 시편을 제작하였다 (n=20). 표면조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고 세균 부착을 유도한 뒤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촬영하여 세균 

부착도를 측정하고 LIVE/DEAD staining kit 와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활성 세균과 

사멸 세균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그 후 표면 거칠기가 세균 부착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in vitro 실험의 한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연마 방법과 표면 종류에 따라 표면 거칠기는 차이를 보였으며 지르코니아 

표면과 글래이징된 도재 비니어에서 상대적으로 활택한 표면을 보였다. 

2. 연마 방법과 표면 종류에 따라 세균 부착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Exa 

Cerapol 로 연마한 경우 가장 세균 부착도가 낮았다. 

3. Exa Cerapol 로 연마한 군에서 전체 세균 부착 정도뿐 아니라 사멸 세포의 

비율도 낮았다. 

4. 글래이징된 도재 표면에서 표면 거칠기와 세균 부착도 사이의 양의 상관 관계를, 

Exa Cerapol 로 연마한 군의 지르코니아 표면에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표면 거칠기에 따른 세균 부착도의 상관관계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핵심어: 바이오필름, 지르코니아 세라믹, 표면 거칠기, S. mitis, 주사전자현미경,  

LIVE/DEAD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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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문홍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강두화 

 

Ⅰ. 서론 

 

구강 내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질환인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은 모두 세균 감염

에 의해서 발생한다. Streptococcus mutans와 같은 그람 양성 균은 치아 우식증을 

(van Houte, 1994; Gibbons and van Houte, 1973), 그람 음성 균과 혐기성 균은 치

주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Phistrom et al, 2005). 구강 내 세균은 바이오필름

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바이오필름의 형성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Li et al, 2004).  

먼저 일부 세균이 그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 부착소 (adhesion)을 이용하여 박막 

(pellicle)에 부착되고, 그 위로 여러 세균이 축적된다. 바이오필름의 초기 부착에 관

여하는 세균을 초기 군락 형성 균 (early colonizer)이라고 하는데, 이들 세균은 대

개 통성 혐기성 세균인 것으로 알려졌다. Li 등의 2004년 연구에 의하면, 

Streptococcus mitis와 Streptococcus oralis가 초기 군락 형성 균인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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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Kolenbrander 등 (2002)은 Streptococcus mitis, Streptococcus oralis 외에도 

Streptococcus sanguis와 Streptococcus gordinii를 초기 군락 형성 균으로 보고하

였다. 후기 군락 형성 균 (late colonizer)에 해당하는 우식 및 치주질환 발병균이 치

아 또는 수복재료의 표면에 직접 부착하지 않고 먼저 부착된 초기 군락 형성 균과 

후기 군락 형성 균 사이의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Fusobacterium nucleatum을 통해

서만 부착한다는 점 (Kolenbrander et al, 2002)을 고려하면 초기 군락 형성 균이 

바이오필름의 형성과 구강 내 질환에서 갖는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치아 

수복재료의 개발 및 선택에 있어 이차적인 치아 우식 또는 치주질환과 같은 생물학

적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선 수복 재료에 대한 초기 군락 형성 세균의 부착 정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필름의 시작점인 세포의 부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대량 수송 (mass 

transport), 표면 조절 (surface conditioning), 표면 전하 (surface charge), 소수

성 (hydrophobicity), 표면 거칠기 (surface roughness)와 표면 미세 지세 

(surface micro-topography) 등 여러 가지가 있다 (Palmer et al, 2007). 이 중 표

면 거칠기는 세균의 부착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표면 자유 에너지 (surface 

free energy, SFE)와 같은 다른 요소들 보다 세균의 부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 (Burgers et al, 2010). 표면 거칠기가 세균 부착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보고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는 아직까지 논쟁의 소지가 있다. 

Eick 등 (2004)은 표면이 거칠수록 세균의 부착도가 높다고 주장한 반면, Meier 등 

(2008)은 표면 거칠기에 따른 세균의 부착 정도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고 보고하였다. 

 

오늘날 치과 영역에서는 끊임없는 재료와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심미적이고 강도

가 우수한 지르코니아 세라믹을 이용한 수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료의 강도, 변형 

강화 (transformation toughening), 색상, 화학적 구조적 안정성 등의 강점들을 갖춘 

지르코니아는 코어 재료로써 높은 가치를 갖는다 (Guazzato et al, 2004). 또한 지르

코니아는 이러한 물리적 강점들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생체친화성, 골전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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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eoconductivity), 보다 적은 치태 침착, 연조직과의 반응을 통한 periointegration 

유도 등의 장점을 가져 임플란트 영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Hisbergues et al, 

2009). 하지만 최근 들어 지르코니아 도재 수복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르코

니아 도재 수복물에서의 깨짐 또는 갈라짐 (chipping or delamination)에 대한 보고

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Bona and Kelly, 2008). 지르코니아의 경우, 그 자체의 

미세인장강도는 340MPa로 높은 데 반해, 비니어 세라믹과의 결합강도는 29MPa로 

다른 세라믹 코어 재료에서의 결합 강도에 비해 낮고, 코어재료와 비니어 도재의 열

팽창계수 또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니어 세라믹의 깨짐 또는 갈라짐이 다른 

완전도재관이나 도재소부전장관보다 빈번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견해이다 

(Aboushelib et al, 2005; Marchack et al, 2008). 비니어 도재의 깨짐 또는 갈라짐

이 발생했을 경우의 해결 방안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거 후 재제작하는 방법이

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콤포지트 레진을 이용하여 수정하거나 단순히 거칠어진 표면

의 연마만으로 마무리 하는 방법도 있다. 

 

다양한 연마 방법과 다양한 재료에 따른 표면의 특성 및 세균 부착에 대한 연구

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르코니아 수복물에서의 구강 내 깨짐 또는 갈라

짐이 일어났을 때의 경우를 고려한, 도재 비니어와 지르코니아 코어 재료의 표면 특

성을 보려는 시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도재 비니어와 지르코니아 코어를 동

시에 연마했을 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르코니아-

도재 비니어의 연마 방법에 따른 표면 거칠기와 세균 부착의 관계를 in vitro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도재 비니어와 지르코니아 코어의 연

마 방법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비교하고 2) 연마 방법에 따른 세균 부착 정도를 평

가하여 표면 거칠기와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다. 이 실험의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연마 방법 및 재료에 따른 표면 거칠기는 차이가 없다. 2) 연마 방법 및 재료에 

따른 세균 부착의 양은 차이가 없다. 3) 표면 거칠기의 변화에 따른 세균 부착의 양

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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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가. 시편 준비 

 

5mm 의 두께를 갖는 아크릴판에 6 x 12mm 크기의 구멍을 뚫어 제작한 몰드를 

이용하여 불소인회석 비니어 도재 (fluorapatite veneering porcelain) (IPS e.max 

Ceram Enamel, Ivoclar Vivadent AG, Schaan, Liechtenstein)를 축성 및 응축하고 

750°C 에서 24 분 동안 소성하여 5 x 10 x 4mm 크기의 도재 빔 (beam)을 10 개 

제작하였다. 지르코니아 실험군의 경우, 먼저 그린 바디 상태의 (pre-sintered) 

지르코니아 블록 (Cercon®base, Dentsply International, York, Pa, USA)을 저속 

다이아몬드 톱 (Isomet, Buehler, Lake Bluff, IL, USA)를 이용하여 6 x 12 x 

2.5mm 로 자른 뒤 소결하여 5 x 10 x 2mm 의 빔을 30 개 제작하였다. 완성 된 

지르코니아 코핑 위에 라이너 (IPS e.max Zirliner, Ivoclar Vivadent AG, Schaan, 

Liechtenstein)를 골고루 도포하고 960°C 에서 45 분 동안 소성한다. 라이너까지 

올려진 지르코니아 빔을 5 x 10mm hole 을 갖는 2mm 두께 아크릴판 mold 에 

끼우고 그 위에 6 x 12mm hole 을 갖는 3mm 두께 아크릴판 mold 를 올려놓은 뒤, 

도재 비니어 (IPS e.max Ceram Deep Dentin, Ivoclar Vivadent AG, Schaan, 

Liechtenstein)를 축성 및 응축하고 780°C 에서 25 분 동안 소성하여 비니어 

도재까지 더해진 지르코니아 실험군 빔 (크기 5 x 10 x 4mm)을 제작하였다. 이상의 

도재 소성 온도와 시간은 제조사의 지시에 따랐다. 모든 빔은 이후 저속 다이아몬드 

톱을 이용하여 반으로 잘라 모든 시편을 5 x 5 x 4mm 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모든 시편은 그라인더-폴리셔 (Topmet Metpol-1, R&B Inc., Daejeon, 

Korea)와 실리콘 카바이드 (SiC) 연마지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연마하여 (gr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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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m

표면의 거칠기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먼저 150rpm 에서 #120 SiC 연마지로 최종 

시편 사이즈 4 x 4 x 3.5mm 가 될 때까지 모든 면을 연마하고, #240 SiC 연마지로 

150rpm 에서 20 초씩 연마하였다 (Fig. 1). 

 

표면이 균일하게 연마된 도재 시편들은 자가-글래이징 과정을 거쳐 임상적으로 

깨짐이 일어나지 않은 표면을 재현하는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증류수에 침전시켜 

초음파로 30분간 세척하고 자가-글래이징을 위해 글래이징 재료를 더하지 않은 채로 

725°C에서 7분 동안 소성하였다. 지르코니아 실험군은 임의로 20개의 시편을 선택해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Shofu Inc., Kyoto, Japan)를 이용하여 연마한 후, 

Legabril diamond paste (Metalor Dental AG, Neuchatel, Switzerland)로 고도 

연마하고 역시 초음파로 30분 세척 후 자가-글래이징 처리하였다 (glazed군).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를 이용하여 연마 시엔 5,000rpm에서 20초씩 Shofu Dura 

White stone, Standard Ceramiste Point (unmarked shank), Ultra Ceramiste 

Point(yellow band), Ultra Ⅱ Ceramiste Point(white band)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지르코니아 실험군에서 또 다른 20개의 시편은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만을 

이용하여 연마하고 (Shofu군) 나머지 20개의 시편은 Exa Cerapol grey-white 

abrasive polisher (Edenta AG, Hauptstrasse, Switzerland)로 20,000rpm에서 20초씩 

연마하였다 (Cerapol군) (Table 1). 이상의 연마 도구 별 연마 속도 (RPM)는 각 

제조사의 추천대로 설정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tudy 

specimen. PV (gray) indicates porcelain 

veneer while Zr (white) indicates zirconia. 

 

4mm

4mm 

PV 

Zr 



- 6 - 

나. 미생물 

 

미생물은 초기 군락 형성 균으로 작용하는 Streptococcus mitis (KCTC 5638) 

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Biological Resource Center)로 부터 분양 받아서 사용하였다. 분양 받은 미생물은 

20% glycerol을 포함한 배지용액에 부유시킨 후 -80°C에서 냉동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배지로는 Brain Heart Infusion Broth (BHI,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Franklin Lakes, NJ, USA) 한천배지 (brain 

heart infusion broth 37g + agar 15g + distilled water 1L)와 한천만 첨가하지 

않은 BHI 액체 배지 (brain heart infusion broth 37g + distilled water 1L)를 

사용하였다. 

 

Table 1. Ceramic materials and polishing methods used in the study 

Group Material Polishing method 

  

Control Porcelain veneer Ground & glazed 

  

Glazed 
Zirconia core + 

porcelain veneer 

Ground & polished with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diamond paste & glazed 

  

Cerapol 
Zirconia core + 

porcelain veneer 
Ground & polished with Exa Cerapol 

   

Shofu 
Zirconia core + 

porcelain veneer 

Ground & polished with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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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표면 거칠기 측정 

 

표면 거칠기는 표면조도측정기 (Surfcorder SEF-30D, Kosaka Laboratory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Ra 와 Rz 를 측정하였다. 1997 년에 발표된 Standard 

ISO 4287 에 따르면 Ra 값은 표면조도측정기로 기록한 표면의 평균 거칠기 값을 

의미하고 Rz 값은 평균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높이 값을 의미한다. 최초의 표면 

거칠기 측정 (baseline) 전, 모든 시편은 30 분간 증류수로 초음파 세척한다 (Tholt 

et al. 2006). 표면조도측정기의 컷 오프 (cut-off) λc 은 0.08mm 로, 측정 길이는 

0.8mm 로 설정 하였다. 시편을 표면조도측정기에 고정시킨 뒤, 0.05 mm/s 의 속도로 

움직이는 바늘 (stylus)로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각 시편마다 지르코니아 부위와 

도재 비니어 부위를 구분하여 각 표면을 3 번씩 스캐닝 (scanning)하여 Ra 값과 

Rz 값을 기록하였다. 

 

나. 세균 부착 측정 

 

세균 부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편 2 개씩을 이용하여 실험하였고 3 번 

반복하였다. 총 6 개의 시편이 세균 부착 정도를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해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부착된 세균의 viability 를 평가하기 위해 시편 3 개씩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세균을 부착시키고 LIVE/DEAD staining kit 를 이용하여 

염색,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가. 세균 배양 

냉동 보관된 세균을 100μl 채취하여 BHI 한천 배지에 도말하여 24~48 시간 

호기성 배양 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단 콜로니 (single colony)를 채취하여 10ml 의 

액체 배지에서 10 시간 동안 정체기 (stationary phase)에 이를 때까지 37°C 호기성 

배양하였다. 이 전배양 (preculture)에서 100μl 채취하여 25ml 의 액체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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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간 동안 대수기 (log phase)에 이르기까지 37°C 호기성 배양하였다 

(Johansson et al, 1996). 배양 시간을 포함하여 세균 배양을 위한 조건들의 설정은 

앞서 이루어진 예비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였다 (Fig. 2). 

 

 

Fig. 2 Standard curve of S. mitis used to set the incubation time. 

 

배양이 끝난 세균 부유액을 5,000 rpm 으로 4°C 에서 15 분간 원심분리기 

(Jouan KR 22i Centrifuge,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Pittsburg, MO, USA)를 

이용하여 균체를 모았다 (Rosentrit et al, 2008). 10ml 의 pH 7.2 의 인산염-

생리식염 완충액 (phosphate buffered saline solution, PBS)으로 조심스럽게 2 회 

세척 후 biophotometer (BioPhotometer, Eppendorf AG, Hamburg, Germany)를 

이용하여 액체배지에 부유 시 optical density (OD) 600nm 에서 0.1 로 맞추었다. 

이는 예비 실험 결과 세포 수 1.32 x 108 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액 내 세균 농도 (1 

x 108)와 비슷한 수치이다.  

 

나. 세균 부착 

세균 부착 실험 전 각각의 시편은 EO 가스를 이용하여 멸균시킨 뒤, 48-well 에 

넣어 1ml 의 인공타액에 37°C 에서 1 시간 동안 배양함으로써 타액 박막 (salivary 

pellicle)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공타액은 40μg/ml 의 albumin, 1mg/ml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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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lase, 10μg/ml 의 lysozyme 과 850μg/ml 의 mucin 을 PBS 에 희석시켜서 

만들었다 (Rosentrit et al, 2008). 각 well 의 시편을 1ml 씩의 PBS 로 3 번 세척한 

뒤, 시편이 담긴 48-well 에 각각 1ml 의 세균 부유액을 넣고 4 시간 동안 

37°C 에서 호기성 배양하였다. 부착되지 않은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1ml 씩의 

PBS 로 다시 3 회 세척하였다 (Hahnel et al, 2009). 

 

다. 세균 수 측정 

부착된 세균 수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앞선 세 세트의 시편 (n=6)을 

고정액에 고정시켜 주사전자현미경 (S-3000N, Hitachi Ltd., Ibaraki, Japan) 

사진을 촬영하였다. 각각의 표면에서 임의로 5 장의 고배율 사진 (x3000)을 

촬영하여 세균 수를 세었다. 3000 배 고배율 사진의 면적이 42.6μm x 28.8μm = 

1.23 x 10-3mm2 임을 고려하여, 각 시편의 전체 세균 수를 얻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전체 세균 수의 평균 = 7 x 평균 부착 세균 수/(1.23x10-3) 

전체 시편의 면적이 4 x 3.5mm=14mm2 이므로, 도재 부위와 지르코니아 부위에의 

부착을 나눠서 계산하기 위해 제곱 밀리미터 당 부착 세균 수에 7 배 하였다. 이렇게 

구한 전체 세균 수의 평균을 세균 부착도라 명하였다.  

 

또한 지르코니아 도재 계면에서의 세균 부착 양상을 보기 위해 한 시편 당 한 

장의 고 배율 사진(x3000)과 저 배율 사진(x500)을 촬영하였다. 

 

마지막 세트의 시편들 (n=3)은 The LIVE / DEAD BacLight bacterial viability 

kit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를 이용하여 활성 세균과 사멸 세균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Burgers et al, 2010). Staining component A (SYTO 9) 

18μl 와 component B (propidium iodide) 18μl 를 15ml 의 증류수에 희석하여 

LIVE/DEAD 염색 시약을 준비하였다. 각 well 에 1ml 씩의 혼합된 염색 시약을 

넣고 어둠 속 실온에서 15 분간 배양하였다. 이후 각 well 안의 염색 시약을 

제거하고 형광 현미경 (Leica MZ FLIII Stereo-Fluorescence Microscope, Le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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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ystems, Wetzler, Germany)을 이용하여 50 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체 

시편의 활성 세포와 사멸 세포를 관찰하였다. SYTO 9 시약은 모든 세포를 염색하는 

반면, propidium iodide 는 사멸 세포만을 염색한다. 그러므로 두 염색 시약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면 활성 세포는 형광 초록으로 염색되는데 반면, 세포막이 

손상된 사멸 세포는 형광 빨강으로 염색된다. EGFP (Ex: 470/40 D: 495 Em: 

525/50) filter 를 이용하여 염색된 전체 세포를 관찰하고 DsRED (Ex: 545/30 D: 

570 Em: 620/60) filter 를 이용하여 propidium iodide 로 염색된 사멸 세포를 

관찰하였다. 포토샵 (Adobe Photoshop CS4 extended, Abdobe Systems Inc., San 

Jose, CA, USA)을 이용하여 사진 전체의 픽셀에 대한 부착된 세균의 픽셀을 

백분율로 구하고 이의 평균을 구하여 전체 세균 및 활성 세균과 사멸 세균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다.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PSS 17.0 program (SPSS Corp.,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각각의 연마 방법에 따른 표면 거칠기와 세균 부착도를 알아보기 위해 

two-way ANOVA 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유의수준 5%의 LSD test 를 통해 사후 

검정하였다. 표면 거칠기에 따른 세균 부착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earma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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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표면 거칠기 측정 결과 

 

유의 수준 5%에서 two-way ANOVA 결과, Ra 는 연마 방법과 표면 종류에 따라, 

또 그 교호관계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 평균 값은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으로 연마한 군 (0.47  0.15 μm)과 Exa Cerapol 로 연마한 군 

(0.45  0.17 μm)의 도재 표면에서 높았고 대조군 (0.20  0.05 μm)과 글래이징 

처리한 (0.22   0.08 μm) 도재 표면에선 다소 낮았다. 지르코니아 표면에선 보다 

활택한 표면을 보였고, 그 순서는 도재 표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마재 (diamond 

paste)까지 이용하여 고도 연마한 글래이징 처리한 군이 가장 활택하고 이어서 

Cerapol 군, Shofu 군 순으로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 2, 3, 

Fig.3a) 

 

Table 2.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average surface roughness (Ra) 

and average maximum peak to valley value (Rz). (n=11) 

Group  Ra (Mean STD / μm) Rz (Mean STD / μm) 

 

Control PV 0.20 0.05 4.06  1.86 

 

Glazed 
PV 0.22 0.08 4.45  2.61 
Zr 0.12 0.39 2.96  0.08 

Cerapol 
PV 0.45 0.17 2.68  1.24 
Zr 0.16 0.42 1.15  1.09 

Shofu 
PV 0.47 0.15 4.31  2.15 
Zr 0.17 0.09 2.14  1.89 

Note: n=11 / STD=Standard Deviation / PV=Porcelain Veneer / Zr=zirc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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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Effects of polishing method on (a) average surface roughness (Ra) and (b) 

average maximum peak to valley value (Rz). (n=11) 

 

 

 

0.0 

0.1 

0.2 

0.3 

0.4 

0.5 

Control Glazed Cerapol Shofu

M
e
an

 R
a 

(μ
m

)

Polishing method

a

porcelain veneer

zirconia

0.0 

1.0 

2.0 

3.0 

4.0 

5.0 

Control Glazed Cerapol Shofu

M
e
an

 R
z 

(μ
m

)

Polishing method

b

porcelain veneer

zirconia



- 13 - 

Table 3. Two-way ANOVA analysis of average surface roughness (Ra) (n=11)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Probability  

level 
   

Polishing 3 0.548 0.183 18.443 0.000 

Surface 1 0.869 0.869 87.814 0.000 

Interaction 2 0.141 0.071 7.141 0.002 

Error 70 0.693 0.010   

 

유의 수준 5%에서 LSD test 로 사후 검정한 결과, 글래이징된 표면 (대조군, 

glazed 군)과 연마된 표면 (Cerapol 군, Shofu 군)은 그 거칠기에 있어 유의성 있게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4. Two-way ANOVA analysis of average maximum peak to valley value 

(Rz) (n=11)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Probability  

level 
   

Polishing 3 38.200 12.733 3.714 0.015 

Surface 1 49.438 49.438 14.420 0.000 

Interaction 2 1.613 0.806 0.235 0.791 

Error 70 239.987 3.428   

 

유의 수준 5%에서 two-way ANOVA 결과, Rz 는 연마 방법과 표면 종류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고 그 교호관계에 따라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평균 값은 지르코니아 표면에서 보다 도재 표면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Cerapol 군의 지르코니아 표면이 가장 활택한 결과가 나왔다 (Cerapol PV 

2.68  1.24 μm / Cerapol Zr 1.15  1.09 μm) (Table 2, 4, 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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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z 에 대한 two-way ANOVA 결과를 유의 수준 5%에서 LSD test 로 사후 

검정한 결과, Exa Cerapol 로 연마한 표면의 경우 다른 모든 표면들과 그 거칠기에 

있어 유의성 있게 차이를 나타냈다. 

 

 

 
 

Fig.4 SEM evaluation of surface roughness of (a) control group (x3000), (b) 

porcelain surface of glazed group (x3000), (c) porcelain-zirconia interface 

of glazed group (x500), (d) zirconia surface of glazed group (x3000) 

 

표면조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양적으로 계측한 표면의 거칠기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각 시편을 촬영한 결과, Ra 에 대한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글래이징된 표면이 연마된 표면보다 더 활택하였고 지르코니아의 경우 Exa 

Cerapol 이나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로 연마한 표면 보다 연마재까지 

이용하여 고도 연마한 표면이 더 활택하였다. 도재 비니어 표면에서는 다수의 기포가 

관찰되었다 (Fig. 4,5). 

a

d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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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SEM evaluation of surface roughness of (a) porcelain surface of Cerapol 
group (x3000), (b) porcelain-zirconia interface of Cerapol group (x500), 
(c) zirconia surface of Cerapol group (x3000), (d) porcelain surface of 
Shofu group (x3000), (e) porcelain-zirconia interface of Shofu group 
(x500), (f) zirconia surface of Shofu group (x3000)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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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균 부착도 측정 결과 

 

가. 주사전자현미경 평가 결과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촬영을 통해 세균 부착 수준을 평가하고 유의 수준 5%에서 

two-way ANOVA 결과, 세균 부착도는 연마 방법과 표면 종류에 따라, 또 그 

교호관계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로 

연마한 지르코니아 표면의 세균 부착도가 가장 높았고 뒤이어 고도 연마 후의 

글래이징 처리한 군에서 세균 부착도가 높았다. 그리고 Exa Cerapol 로 연마한 

경우의 도재 표면이 부착 세균 수가 가장 낮았다 (Fig. 6, 7, 8, 9, 10, Table 5). 

 

 

Fig.6 Effects of polishing method of porcelain and zirconia surface on bacterial 

adhesion.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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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wo-way ANOVA analysis of bacterial adhesion (n=5)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Probability  

level 
   

Polishing 3 2.225 7.418 4.046 0.017 

Surface 1 1.950 1.950 10.637 0.003 

Interaction 2 4.384 2.192 11.957 0.000 

Error 28 5.133 1.833   

 

LSD test 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한 결과, 대조군과 glazed 군, 대조군과 Shofu 

군, glazed 군과 Shofu 군, Cerapol 군과 Shofu 군 사이에 유의성을 갖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 7 SEM evaluation of bacterial adhesion on control group at (a) x500 and (b) 

x3000 level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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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M evaluation of bacterial adhesion on glazed group (a) on the interface 

of zirconia-porcelain veneer at x500 level, (b) on the interface of 

zirconia-porcelain veneer at x3000 level, (c) on porcelain surface at 

x3000 level, (d) on zirconia surface at x3000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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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M evaluation of bacterial adhesion on Cerapol group (a) on the interface 

of zirconia-porcelain veneer at x500 level, (b) on the interface of 

zirconia-porcelain veneer at x3000 level, (c) on porcelain surface at 

x3000 level, (d) on zirconia surface at x3000 level 

 

 

 

 

 

 

a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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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M evaluation of bacterial adhesion after polishing on Shofu group (a) 

on the interface of zirconia-porcelain veneer at x500 level, (b) on the 

interface of zirconia-porcelain veneer at x3000 level, (c) on porcelain 

surface at x3000 level, (d) on zirconia surface at x3000 level 

 

나. LIVE/DEAD staining 평가 결과 

 

LIVE/DEAD 염색과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세균의 부착도와 부착된 세균의 

생활력을 평가한 결과,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해 보였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glazed 군과 Shofu 군에서 세균 부착도가 높았고 Cerapol 군에선 다소 낮은 세균 

부착을 보였다. 또한 Shofu 군에선 사멸 세균의 비율이 높은 데 비해 Cerapol 

군에선 활성 세균의 비율이 높았다 (Fig. 11, Table 6). 

 

a b

c d



Fig. 11 F

x

g

l

 

Table 6. 

Group 

Control 

Glazed 

Cerapol 

Shofu 

* Surface

a

a

c

Florescence 

x50 level (a

group, and (d

live cells; As

Bacterial colo

LIVE/DEAD

Total*

0.45 (0.33/0

0.52 (0.38/0

0.17 (0.15/0

0.55 (0.43/0

e area covere

*

micrograph 

a) on contro

d) on  Shofu

sterix indicate

onization of S

fluorescence 

* D

0.46) 0.13 

0.98) 0.44 

0.33) 0.11 

0.93) 0.29 

ed by bacteri

- 21 - 

(LIVE/DEAD

l group, (b)

 group. * Arr

tes red fluore

S. mitis on dif

staining (me

Dead* 

(0.12/0.24)

(0.25/0.58)

(0.07/0.15)

(0.22/0.39)

ia (%) 

b

d

*

*

D staining) of

 on glazed g

row indicates

escence of de

fferent ceram

dians and 25/

Live*

0.11 (0.10/0

0.17 (0.12/0

0.13 (0.08/0

0.06 (0.04/0

f bacterial ad

group, (c) o

s green fluore

ead cells. 

ic surfaces in

/75 percentile

Live/T

.22)
(31

.45)
(32

.22)
(42

.61)
(9

*

 

 
dhesion at 

on Cerapol 

escence of 

ndicated by 

es) (n=3) 

Total (%) 

38.97 
.00/57.35) 

50.70 
.99/60.85)  

61.28 
.32/70.14)  

10.43 
.29/49.29)  



- 22 - 

3. 표면 거칠기에 따른 세균 부착도의 변화 

 

Spearma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와 세균 부착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각 연마 방법에 따른 군 별로 표면에 따라 Ra 와 Rz 의 세균 부착도에 대한 

Spearman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표면에서 유의한 수준의 유의확률을 

나타내진 못했다. 하지만 글래이징 처리한 도재 표면에서 양의 상관관계 (Spearman 

coefficient 0.7)를, Cerapol 군의 지르코니아 표면에서 음의 상관관계 (Spearman 

coefficient -0.7)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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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표면의 거칠기는 세균의 부착으로 인한 이차 우식 및 치주질환과 대합치의 마모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하지만 도재 수복물이 깨지거나 

갈라졌을 때 그 보철물을 재제작할 것인지, 콤포지트 레진을 이용하여 수리할 것인지, 

혹은 거칠어진 표면을 연마하고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늘 고민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도재 비니어의 

깨짐과 갈라짐이 빈번한 지르코니아 세라믹 보철물에서의 임상적 연마 방법에 따른 

표면 거칠기와 그에 대한 세균의 부착 정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연마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동안 세라믹 수복재료의 표면 거칠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결론이 내려지지는 못했다. Patterson 등 (1992), 

Raimondo 등 (1990), Chu 등 (2000)은 표면 연마 후의 표면은 글래이징 후의 

표면만큼 활택하지 못하다고 보고 한데 반해, Ward 등 (1995), Scurria와 Powers 

(1994), Sulik과 Plekavich (1981)는 연마 한 표면이 글래이징 한 표면 만큼 또는 

그 이상 활택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라믹 

표면에는 기포 등이 존재하여 표면 거칠기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표면 

거칠기의 척도 (scale)도 그 측정 기구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Ward 등, 1995). 

그러므로 표면의 특성을 보고자 할 때엔 한 가지 이상의 표면 측정 파라미터 

(parameter)가 요구된다 (Ward 등, 1995; Sulik 등, 1981). 이 실험의 경우 표면 

거칠기의 측정값으로 average roughness profile (Ra)와 average roughness height 

(Rz) 값을 계측하였다. ISO standard에 따르면 Rz는 “ten point average 

roughness”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어진 measuring length 안에서 가장 높은 5개 

peak의 높이와 가장 낮은 5개 valley의 깊이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이다. 표면의 

거칠고 활택한 정도를 다소 단순화해서 보여주는 Ra 값과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여주는 Rz를 함께 평가함으로써 표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계측치로 표현된 표면의 거칠기를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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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재 표면과 지르코니아 표면 모두에서 연마한 경우 

보다 글래이징 또는 연마재 (diamond paste)의 사용까지의 고도 연마한 경우가 더 

활택했고, 언제나 지르코니아 표면은 도재 표면 보다 더 활택하였다. 도재 

표면에서는 대조군에서 가장 활택하였고 전체 표면을 통틀어서는 글래이징된 

지르코니아 표면이 가장 활택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Patterson 등(1992), 

Raimondo 등(1990)의 연구 결과와도 상응한다. 이들의 두 연구에서는 연마된 

표면은 오븐 글래이징된 표면만큼의 활택성을 얻을 수 없다고 보고하였고 구강 내 

완전 접착한 경우나 도재 라미네이트 비니어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연마 보다는 

글래이징할 것을 권하였다. 연마가 불가피할 경우, Raimondo 등 (1990)과 

Schlissel 등 (1980)은 연마재(polishing paste)를 사용하면 글래이징한 경우와 

유사하거나 더 활택한 표면을 보이므로 연마 시에는 반드시 연마재(polishing 

paste)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Hahnel 등 (2009)과 Rosentritt 등 

(2009)은 글래스 세라믹과 지르코니아가 그 표면 거칠기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연구에서의 지르코니아 표면이 도재 표면 보다 

유의성 있게 활택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시편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도재 표면의 다공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Beesing 과 

Wiktorsson (1983)에 따르면, 진공 소성 시 공기 중에서 소성했을 때에 비해 도재 

내부의 기포의 크기와 숫자를 줄일 수는 있으나 불완전한 응축으로 인해 도재에 

갇힌 큰 공기 방울의 경우 그 크기를 현저히 줄일 수 없다. 또한 코어 재료와의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해, 또 내부와 외부의 냉각 속도에 따라 바깥쪽 표면에는 

압축력이, 코어 재료에는 인장력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도재의 그 바깥쪽 표면을 

연마 (grinding)할 때, 표면 바로 하방에 존재하던 기포가 노출되고 거친 표면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실험에서와 같이 재료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시편 제작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도재 비니어의 다공성을 고려하여 각 

재료 별 연마 (grinding) 전의 baseline 평가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z 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표면 거칠기는 전반적으로 도재 표면에 비해 

지르코니아 표면에서 더 활택했다. 표면 연마 방법에 따라서 비교하였을 때는 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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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pol 로 연마한 경우 가장 활택했고 이 같은 결과는 Agra 와 Vieira (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Agra 와 Vieira 의 연구에 따르면 glazed, trimmed, 

polished 3 가지 도재 표면을 Ra, Rz, Rpm, Pc, Rpm/Rz 의 측면에서 그 거칠기를 

측정하였을 때, Ra 에선 glazed 군에서 가장 활택한 표면을 보였던데 반해, 나머지 

파라미터들에선 polished 군이 더 활택한 표면을 보였다. 하지만 Agra 와 Vieira 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해 확인한 표면은 연마된 

표면에 비해 글래이징 처리된 표면이 더 활택하였고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Ra 

측정 결과와 일치하였다.  

 

세균 부착 실험에 앞서 모든 시편은 인공타액에 배양하여 타액 박막 (salivary 

pellicle)을 형성하게끔 하였다. 구강 내 바이오필름의 형성과 관련하여 타액은 부유 

상태의 (planktonic) 세균의 배지 역할을 하고, 타액 내 항균 단백의 작용으로 사멸 

세포의 부착을 일으키고, 타액 내 단백은 모든 구강 내 표면의 조절막 (conditioning 

film)을 형성하여 활성 세포가 부착하게끔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Rudney, 2000). 하지만 바이오필름 형성의 시작을 위한 획득 피막 

(acquired pellicle)에는 타액 단백 (salivary protein) 뿐 아니라 albumin, 

fibrinogen, fibronectin 과 같은 혈청 단백 (plasma protein)도 존재하며 세균 

부착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Carlen 등,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청을 

이용하여 시편을 코팅하지 않고 타액으로 코팅한 것은 실험에 사용한 S. mitis 가 

소혈청알부민 (bovine serum albumin, BSA) 보다 타액을 더 선호한다는 van der 

Mei 등 (2008)의 연구 보고에 근거한다. 2008 년 van der Mei 등은 인간 

전타액(human whole saliva)와 대한 세균의 부착 정도와 BSA 에 대한 세균의 부착 

정도를 비교한 결과, 실험한 모든 종의 세균 (A. naeslundii, S. mitis, S. mutans, S. 

oralis, S. sanguinis, S. sorbinus) 에서 타액 단백으로 코팅하였을 때 BSA 단백 

코팅하였을 때 보다 더 많은 세균의 부착을 확인하였다. 인간 전타액을 사용하지 

않고 인공타액을 사용한 이유는 단백의 조성과 함유량을 균일하게 하여 실험에서의 

오류를 줄이려는 목적에서이다 (Hahnel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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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부착 실험 결과, 표면조도측정기를 이용하여 계측한 표면 거칠기 값과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결과를 통해 다공성의 거친 표면을 보여주었던 연마된 도재 

표면에서 상대적으로 세균 부착이 적었고, 오히려 Bollen 등 (1997)이 주장한 세균 

유지를 위한 한계 표면 거칠기인 Ra 값 (=0.2 μm) 보다 작은 Ra 값을 보여주었던 

지르코니아 표면에서 보다 많은 세균이 관찰되었다. 또 이들 표면 거칠기 값과 세균 

부착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본 실험의 

경우, 표면 거칠기 보다 표면 젖음성 (wettability), 표면 자유 에너지와 같은 다른 

요소가 세균 부착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Rosentritt 등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실험에서 사용된 지르코니아 (Cercon®base)의 경우, 타액 코팅 

후 수분 접촉각 (water contact angle)은 코팅 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감소되며, 

비니어 세라믹보다 그 값이 낮아 보다 친수성의 표면을 갖는다. 표면의 소수성이 

세균 부착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지의 여부는 그 

세균의 소수성에 따라서 달라는데 Grivet 등 (2000)은 타이타늄 표면의 소수성에 

따른 세균 (S. mitis, S. mutans, S. oralis, S. sanguinis) 의 부착 정도의 평가를 

통해 재료와 세균의 소수성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 

소수성의 시편 표면에 대해 소수성 세균인 S. mutans, S. oralis, S. sanguinis 는 

세균 부착도가 높은 데 반해, 친수성 세균인 S. mitis 는 세균 부착도가 낮았다. 

친수성 세균인 S. mitis 는 더 친수성의 표면일수록 세균 부착 정도가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표면 거칠기가 세균 부착에 미치는 영향이 표면 자유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 보다 크다는 Burgers 등 (2010)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eughels 등(2006)에 따르면, 표면 자유 

에너지는 세균의 초기 부착에 관여하는 반면, 표면 거칠기는 군락 형성 

(colonization)과 치태 성숙 (plaque maturation) 과정을 통해 가역성 부착에서 

비가역성 부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단력 (shearing force)으로 부터 세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성숙기는 수 일 이상의 시간 동안 서서히 

이루어지는데 본 실험에서 설정한 4 시간의 세균 부착 시간은 표면 거칠기보다는 

표면 자유 에너지 등의 다른 표면 특성들이 세균 부착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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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표면은 타액 박막으로 코팅되었으므로 동일한 표면 자유 

에너지를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Sipahi 등 (2001)에 의하면 표면 자유 

에너지는 흡수된 단백 표면을 통과하여 전달되어 기질의 표면 자유 에너지의 효과가 

박막 형성 이후에도 지속된다. 

 

본 실험에서는 부착된 세균의 활성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는데 광학현미경 

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한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Exa Cerapol 로 연마한 경우 가장 세균 부착이 적었고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로 연마한 경우 가장 세균 부착이 많았다. 반면, 활성 세균을 놓고 비교하였을 

때에는 전체 세균 대비 활성 세균이 Cerapol 군에서 가장 많고 Shofu 군에서 가장 

적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마 방법에 따른 세균 부착 정도의 차이는 표면 자유 

에너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세균이 적게 부착된 Cerapol 군의 경우, 낮은 

SFE 값을 갖고, 세균이 많이 부착된 Shofu 군은 높은 표면 자유 에너지 값을 가질 

것으로 추측되나 (Teughels 등, 2006) 이후 추가 실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세균 활성도 평가 결과를 고찰하기에 앞서 세균 활성도 평가가 시사하는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세균의 활성도는 곧 재료의 생체친화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세균이 가시적인 군락 (colony)로 성장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먼저 

생체친화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록 같은 재료일지라도 Exa Cerapol 로 연마한 

경우 세포독성이 가장 적고,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로 연마한 경우 

세포독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Messer 등 (2003)에 따르면 조성이 같은 

재료에서도 제조사에 따라 세포독성이 다를 수 있고, aging 과 연마 방법에 따라서도 

세포독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균이 군락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의 

차원에서의 세균 활성도는 표면 극성 (surface polarity)과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면 극성이 클수록 사멸세포의 비율은 적다. 이는 표면 전하가 

클수록 세균이 집단 (cluster)을 형성하여 단독 세포로 있을 때와 대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Allion 등, 2006).  이와 같은 문헌들의 고찰을 통해 Exa Cerpol 로 

연마한 경우 표면 극성이 커서 활성 세균이 많고,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로 

연마한 경우 표면 극성이 작아서 사멸 세균이 많은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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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 도구에 따라 표면 극성이 달라지는 것은 그 연마 도구의 물성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 제조사에 따르면 Exa Cerapol 은 천연고무, 실리콘과 스테인레스 강 

(type 1.4305)으로 구성된 데 반해,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의 최종 연마 

단계인 Ceramiste Ultra II wheel 의 경우 실리콘 카바이드 (SiC) 고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마 도구의 조성의 차이가 연마된 표면의 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in vitro 에서 이루어진 실험이라서 실제 구강 내 

조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강 내에서 이 실험에서 이루어진 만큼의 

표면 연마가 여의치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칫솔질과 타액 분비에 

의한 세균의 씻김 현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시편 제작 시의 열 발생 방지 

목적으로 또는 세척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르코니아와 도재의 수분에의 노출이다. 

지르코니아의 경우, 변형 강화 (transformation toughening)가 장점인데, 수분에 

노출 될 경우 tetragonal 　 monoclinic 상 전이가 발생하며 가수분해 파괴 

(hydrolytic degradation)을 야기할 수 있다 (Chevalier, 2006). 이는 표면의 

성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시편 수가 적어 통계처리를 

위한 샘플 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통계학적 파워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시편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조금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세균 부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지르코니아 세라믹의 다른 표면 특성들과 

관련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in vitro 실험을 보강해 줄 수 있는 in vivo 

실험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표면 거칠기와 관련하여 세균 

부착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는데 이후 추가적으로 마모력, 마모 저항도, 착색과 관련한 

지르코니아 수복물 표면 연마 시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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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세라믹 종류 및 연마 방법에 따른 표면 거칠기와 세균 부착 정도를 평가한 결과, 

in vitro 실험의 한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연마 방법과 표면 종류에 따라 표면 거칠기는 차이를 보였으며 지르코니아 

표면과 글래이징된 도재 비니어에서 활택한 표면을 보였다. 

2. 연마 방법과 표면 종류에 따라 세균 부착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Exa Cerapol 로 

연마한 경우 가장 세균 부착도가 낮았다. 

3. Exa Cerapol 로 연마한 군에서 전체 세균 부착 정도도 낮을 뿐 아니라 사멸 

세포의 비율도 낮았다. 

4. 글래이징된 도재 표면에서 표면 거칠기와 세균 부착도 사이의 양의 상관 

관계를, Exa Cerapol 로 연마한 군의 지르코니아 표면에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표면 거칠기에 따른 세균 부착도의 상관관계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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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polishing method on surface roughness and bacterial 

adhesion of zirconia-porcelain veneer 

 

Du-Hwa Kang.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ng-Seok Moon, D.D.S,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various polishing 

methods on surface roughness of zirconia-porcelain veneer and to correlate 

the findings with early bacterial adhesion. The study specimens were 

prepared with either fluorapitite veneering porcelain (IPS e.max Ceram) or 

zirconium oxide core (Cercon® base) veneered with fluorapitite veneering 

porcelain (IPS e.max Ceram). All specimens were ground with silicone 

carbide paper. The specimens were either glazed (control group), glazed 

after fine polishing (glazed group), polished with Exa Cerapol (Cerapol 

group) or with Shofu porcelain adjustment kit (Shofu group) (n=20). 

Surface roughness was measured quantitatively with a profilometer and 

qualitatively with scanning electrical microscope (SEM). After artificial 

saliva coating, the specimens were incubated with Streptococcus mitis 

suspension for 4 hours at 37°C. Adherent bacteria were quantified from the 

SEM images. Streptococcal viability was assessed with LIVE/DEAD staining 

kit and fluorescent microscope. Within the limitations of in vitro study,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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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rface roughness according to 

the polishing method and the surface material. Relatively smooth 

surfaces were found in zirconia surfaces and glazed porcelain veneer 

surface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acterial adhesion according to 

the polishing method and the surface material. Cerapol group showed 

minimal bacterial adhesion. 

3. More dead cells were found in Cerpol group when compared to other 

groups. 

4.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rface roughness and 

bacterial adhesion in glazed porcelain surface and a negative 

correlation in zirconia surface of Cerapol group,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Key words: biofilm, zirconia ceramic, surface roughness, S. mitis, SEM, 

LIVE/DEAD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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