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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의 

시간 별 접착강도 변화에 대한 비교 

 

이번 연구의 목적은 self-adhesive resin cement 인 Maxcem EliteTM 와 total-

etching resin cement 인 DuolinkTM 를 이용하여 중합에너지가 거의 도달되지 않는 

경우,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의 시간 별 접착 강도 변화 및 접착 강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었다. 

접착면적 4mm 4mm 로 IPS Empress®CAD 세라믹 블록과 사람의 치아를 

절단하여 두 종류의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Maxcem EliteTM, DuolinkTM)를 이용해 

접착하였고, 자가 중합군과 이원 중합군으로 나누어 시간 별(5 분, 30 분, 1 시간, 

24 시간) 인장 결합 강도 시험을 시행하였다. 또한, 파절 양상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는 F test 를 이용해 그룹간 분산의 동일성을 

확인하였고, 동일성 여부에 따라 T test 로 검증하였다. P value <0.05 수준을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실험 결과 제조사에서 제시한 초기 경화시간인 5 분 이후에도 Maxcem EliteTM, 

DuolinkTM 모두 접착 후 5 분부터 24 시간까지 시간에 따른 인장 강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Maxcem EliteTM 의 경우 5 분에서만 이원 중합군의 

인장 강도가 자가 중합군에 비해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며 높았지만, 나머지 

시간대에서도 유의성은 없으나 이원 중합군이 보다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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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DuolinkTM 는 모든 시간대에서의 이원 중합군의 인장 강도가 자가 중합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며 높았다. 시멘트 종류 별 비교에서는 자가 중합의 

경우 Maxcem EliteTM, 이원 중합의 경우 DuolinkTM 가 인장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깊은 와동에서 광원이 도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자가 중합을 시켰을 때 중합률이 더 우수한 시멘트를 선택하거나 

광중합에 덜 의존하는 중합 기전을 가진 시멘트의 사용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세라믹 수복물의 접착 후 24 시간까지도 인장 강도의 증가가 이루어지므로 

수복 후 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한편, 최고 강도까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도달되는 시멘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복물의 안정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되는 말: Maxcem EliteTM, DuolinkTM,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 인장 결합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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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의  

시간 별 접착 강도 변화에 대한 비교  

 

<지도교수 : 노 병 덕>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 지 형 

 

 

Ⅰ. 서 론 

 

오늘날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수복치료 영역에 있어서도 치아의 기능적 회복 외에 

심미적인 요소에 대한 환자의 기대가 커지고 있고, 동시에 강도와 심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레진 및 세라믹 재료들이 발달됨에 따라 tooth-colored restoration들이 

기존 금속 수복재를 대체하고 있다(Christensen, 2003). 

그 중 1985년 Mörmann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Cerec system은 CAD/CAM을 

이용해 당일 수복치료를 가능하게 만들어 최근 더욱 각광받고 있다. Cerec system 

초기단계에는 2차원 이미지 처리와 인레이 수복만이 가능했지만, 현재의 Cere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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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에서는 삼차원 이미지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4-unit bridge frame도 제작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Mörmann, 2006).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세라믹 수복물의 접착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레진 시멘트는 indirect adhesively cemented restoration의 접착에 주로 쓰이는 

대표적 재료이다(Piwowarczyk, 2004; Hikita, 2007). 임상 및 기공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단계가 수복물의 수명 및 심미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 그 중 

접착과정은 치아조직과 레진 시멘트간의 접착 효율과 관련이 있으며 가장 결정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Swift, 2001; Mak, 2002). 상아질 접착은 높은 유기물질 함량, 

상아세관 구조의 다양성, 상아 세관액의 outward movement로 인해 법랑질 접착에 

비해 더욱 술식에 민감하다(Pashley, 1995; Frankenberger, 2000). 그리고 light 

intensity, 광조사 시간, 와동 깊이, 수복물의 성분, 색조와 불투명도 등에 의해 

시멘트에 도달되는 에너지는 영향을 받게 된다(Reges, 2009). 따라서 치아-수복물 

계면의 내구성 있는 접착이 adhesive restoration의 장기적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와동저에서부터 가장 높은 교두정까지의 거리를 연구한 결과 깊은 

와동에서는 8mm까지도 이른다는 연구가 있듯이 많은 경우에서 레진 시멘트의 

중합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도달되는 에너지는 실질적으로 매우 낮으며(Daronch, 

2000; Hansen, 1997), 이로 인해 레진 시멘트의 중합도도 낮아짐에 따라, luting 

agent의 물성변화 및 치아와 간접 수복물 간의 낮은 결합강도, 변연 파괴, 미세 누출, 

술 후 과민증, 착색, 이차 우식 등의 문제점들이 야기된다(Price, 2004).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는 이와 같이 activating light tip과 cementing system간의 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광에너지의 약화 및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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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는 치아 경조직의 접착 처리방식에 따라 total-etching, 

self-etching, self-adhesive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Total-etching 방식의 레진 

시멘트는 먼저 인산으로 산부식 후 total etch adhesive를 접착 전 도포하는 

방식이고, self-etching 레진 시멘트는 산성 primer로 산부식과 priming을 동시에 

취득하는 방식이며,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는 단일 용기형으로 치면을 전처치 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Gerth, 2006; 

Hukuda, 2003). 따라서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는 술식의 단순화를 통해 복잡한 

처리과정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실수 및 그로 인한 물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De Munck et al., 2004).  

반면, Viotti(2009)는 치아와 레진에서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와 기존의 

multistep 레진 시멘트의 결합력을 미세 인장 결합강도를 이용하여 비교한 연구에서,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는 사용이 간편하지만 multistep 레진 시멘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합강도를 보이므로 유지력이 부족한 와동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Viotti et al., 2009). 또한 Kumbuloglu(2004)등은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에 관한 연구에서, 이원 중합시킨 경우가 자가 중합만 한 경우에 비해 

중합도가 높았다고 하였고(Kumbuloglu et al., 2004), Reges(2009)는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인 VariolinkⅡTM을 사용해 feldspathic ceramic에 대해 이원 중합 후 

15분과 24시간 후의 Knoop hardness value를 측정해 본 결과 24시간 후의 강도가 

유의차있게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Reges., 2009). 이 실험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광중합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간접 수복물에 의해 광중합이 약화되는 상황, 즉 

깊은 와동의 수복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었던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의 중합 

특성을 재검토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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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인 Maxcem EliteTM와 

total-etching 레진 시멘트인 DuolinkTM를 이용하여 중합 에너지가 거의 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의 시간 별 접착 강도 변화 및 접착 강도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3가지 가정을 하였다. 첫째,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에서 초기 경화시간 이후에 시간 경과에 따라 인장 강도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 둘째, 이원 중합을 시행한 경우가 자가 중합만 시행하는 것에 비해 

인장 강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것, 셋째, total-etching 레진 시멘트와 self-

adhesive 레진 시멘트 사이에 인장 강도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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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본 실험은 한 종류의 세라믹 블록과 두 종류의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를 접착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table 1과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1.  Ceramic Block 

Product Composition Shade Size
Lot 

number
Manufacture 

IPS  

Empress○R  

CAD 

leucite-

reinforced  

glass ceramics 

HT 300 C14 K46437

Ivoclar vivadent 

AG, Schaan, 

Liechtensein 

 

2. 연구 방법   

 

가.  치아 절편 제작 

치아 절편은 생리식염수에 보관된 발치 된 지 한달 이내의 우식이 없는 사람 

대구치를 사용하여 실험군당 10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레진 몰드에 치근을 묻어 

치아를 고정시킨 뒤 저속 다이아몬드 휠(Struers Minitom, DK-2610 Rodovre, 

Denmark)을 이용하여 증류수 주수 하에 교합면에 평행하게 법랑질 및 상부 

상아질을 제거하고, 접착 면적이 가로 4mm, 세로 4mm가 되도록 절단하였다. 

표준화된 smear layer의 형성을 위하여 220번 사포를 이용하여 주수 상태에서 

연마하여, 접착 전까지 상온의 식염수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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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resin cement 

Product Delivery 

system 

Working/ 

setting time

Shade/ 

Lot number 

Composition 

Maxcem 

Elite TM 

(Kerr) 

Paste/paste 

dual 

syringe; 

direct 

dispensing 

through a 

mixing tip 

Working 

time: 

2-3min, 

Setting 

time: 

4-5min 

Clear/ 

3295661 

Base: GPDM, 

comonomers(mono,di

-,tri-functional 

methacrylate 

monomers), 

proprietary self-

curing redox 

activator, 

photoinitiator(CQ), 

stabilizer 

 Filler: barium glass 

fillers, 

fluoroaluminosilicate 

glass filler, fumed 

silica(filler load 67% 

wt, particle size 

3.6㎛) 

Duolink TM  

(Bisco 

Inc.) 

Paste/paste 

dual 

syringe; 

direct 

dispensing 

through a 

mixing tip 

Working 

time :2min,  

Setting time  

5min 30s 

Clear/ 

1000007467

Base: Bis-GMA, 

TEG-DMA, Urethane 

dimethacrylate 

Filler: Glass filler 

 

 

GPDM: glycerol dimethacrylate dihydrogen phosphate 

CQ: camphoroquinone 

Bis-GMA: bisphenol A glycidyl dimethacrylate  

TEG-DMA: triethyleneglycol di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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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라믹 시편 제작 

세라믹 시편은 저속 다이아몬드 휠(Struers Minitom, DK-2610 Rodovre, 

Denmark)을 사용하여 IPS Empress ○R CAD 블럭을 가로 4mm, 세로 4mm 두께 

2mm 형태로 실험군당 10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다.  실험군 분류 및 시편 접착 과정 

실험군은 총 16개 군으로 table 3과 같이 분류하였고, 치아 절편과 세라믹 시편을 

각각 제조사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리한 후 dual cure type resin 

cement를 이용해 접착하였다.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인장 강도를 접착 후 5분, 

30분, 1시간, 24시간 후 측정하였다.  

 

Maxcem Elite TM 

치아 절편은 면 거즈를 이용해 blot dry 시켰고, 세라믹 시편은 제조회사의 

지시대로 접착 전 처치로 5% hydrofluoric acid(IPS○R  Ceramic Etching Gel Kit, 

Ivoclar Vivadent)로 60초간 산 부식, 수세, 건조 후 primer silane agent(Monobond 

Plus ○R , Ivoclar Vivadent)를 도포하고 60초 후 건조하였다. 자가 혼합된 레진 

시멘트를 치아 절편에 도포하고 세라믹 시편을 위치시킨 후 자가 중함군은 과량의 

시멘트를 제거한 뒤 20초 경과 후 젖은 거즈에 싸서 암실에 보관하였다. 이원 

중합군의 전처치 및 접착단계는 자가 중합군과 동일하게 시행 후 과량의 시멘트를 

제거하고 광중합기(Smart LED plus, Sungbotech, Korea)로 세라믹 시편 쪽에서 

제조사의 지시대로 20초간 광조사 하였고, 젖은 거즈에 싸서 인장 강도 측정 전까지 

암실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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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link TM 

치아 절편은 DenFilTM Etchant 37(37% phosphoric acid gel, VERICOM)로 

15초간 산부 식 후 수세, 면거즈로 blot dry한 뒤 microbrush를 사용하여 XP 

BONDTM (DENTSPLY)도포 20초 후 light air blow후 20초간 광중합하였다. 이후 

접착 과정은 Maxcem EliteTM군과 동일하게 시행하였고 이원 중합군의 경우는 

제조사의 지시대로 40초간 광조사 후, 젖은 거즈에 싸서 인장 강도 측정 전까지 

암실에 보관하였다. 

  

Table 3. Experimental groups 

Time 

Resin cement 
5min 30min 1hour 24hours 

 

Maxcem 
EliteTM 

Self 
cured 

MS5m MS30m MS1h MS24h 

Dual 
cured 

MD5m MD30m MD1h MD24h 

 
DuolinkTM 

Self 
cured 

DS5m DS30m DS1h DS24h 

Dual 
cured 

DD5m DD30m DD1h DD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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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장 결합 강도 측정 

접착이 끝난 시편을 tensile bond strength testing device(Compact Gauge, Dillon, 

QuantrolTM)에 cyanoacrylate 시멘트(ZapitTM, Dental ventures of America Inc.)를 

이용하여 부착한 뒤, 1mm/min cross-head speed로 시편이 분리될 때까지의 결합 

강도를 측정하였다. 

 

마. 주사 전자 현미경 관찰 

시편의 파절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파절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바. 통계 분석 

F-test를 통해 그룹간 분산의 동일성을 확인하였고, 동일성 여부에 따라 T-test로 

검증하였다. P value <0.05 수준을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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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인장 결합 강도 

 

결과에는 측정된 접착 강도를 접착 면적 1mm2당 인장 결합 강도로 표시하였다. 총 

16군의 전반적인 인장 결합 강도는 Table 4에 나와 있다. DD24h(DuolinkTM-이원 

중합-24시간)군의 접착 강도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측정장비의 최대 측정 범위를 

넘어서서 이 군의 접착 강도 수치를 정확히 얻을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실험에서 얻은 접착 강도 값으로는 DD1h(DuolinkTM-이원 중합-1시간)군이 

11.24±0.38MPa로 가장 높은 인장 강도를 나타냈고, DS5m(DuolinkTM-자가 중합-

5분)군이 0.75±0.14MPa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시멘트 종류에 따른 접착 

강도 비교에서는 모든 시간대에서 이원 중합군에서는 DuolinkTM의 접착 강도가 

높았고, 자가 중합군에서는 Maxcem EliteTM가 더 높은 접착 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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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verall view of tensile bond strength (MPa, n=10) 

 
NM: not measurable-over the device measuring range 

Different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5min 30min 1h 24h 

Maxcem 
EliteTM 

Self 
cured 

1.45±0.09a 2.21±0.37b 3.51±0.58c 5.45±0.68d 

Dual 
cured 

1.91±0.34e 2.26±0.29b 3.68±0.24c 5.75±0.48d 

DuolinkTM 

Self 
cured 

0.75±0.14f 1.55±0.09g 2.24±0.18h 3.3±0.37i 

Dual 
cured 

6.09±0.35j 9.69±0.43k 11.24±0.38l NM 



 - 12 - 

가. Maxcem EliteTM 
 
5분에서만 자가 중합군과 이원 중합군간 인장 강도 값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30분, 1시간, 24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분 이후 인장 강도 증가의 증가 양상은 자가 중합, 이원 중합군 모두 24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각 시간대별 인장 강도 값은 통계적 유의 차 있게 

증가되었다. 인장 강도가 가장 낮은 군은 MS5m(자가 중합-5분)군으로 

1.45±0.09MPa 이었고, 가장 높은 군은 MD24h(이원 중합-24시간)군으로 

5.75±0.49MPa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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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ensile strength: Maxcem EliteTM 

*Different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Fig 2. Tensile bond strength of Maxcem EliteTM  

(100% limit as mean of MD24h group)  

a

b

c

d

e
b

c

d

0

1

2

3

4

5

6

7

5min 30min 1hr 24hr

MPa

Time

MS

MD

25.04

38.43

61.04

94.78

32.22
39.3

64

100

0

20

40

60

80

100

5min 30min 1hr 24hr

%

Time

MS

MD



 - 14 - 

나. DuolinkTM 

5분, 30분, 1시간, 24시간에서 모두 자가 중합군과 이원 중합군간 인장 강도 값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p<0.05) 5분 이후의 인장 강도 증가 양상은 자가 중합, 

이원 중합군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가장 낮은 인장 

강도 값은 DS5m(자가 중합-5분)군으로 0.75±0.14MPa이었고, 가장 높은 군은 

DD24h(이원 중합-24시간)군이었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측정 장비의 최대 

측정치를 넘어서서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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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ensile strength: DuolinkTM 

 

*Different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Fig 4. Tensile bond strength of DuolinkTM\ 

(100% limit as estimate data of DD24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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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nsile bond strength change b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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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사 전자 현미경 관찰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시편을 관찰해 본 결과 자가 중합군은 주로 cohesive 

failure가 우세하였고, 이원 중합군은 adhesive failure와 cohesive failure가 함께 

나타나는 mixed failure를 나타내었다. 또한 접착 후부터 파절까지의 시간이 길수록 

adhesive failure가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  

` 
Fig 6. SEM micrographs of denti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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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의 결합력은 상아질을 탈회시켜 침투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는 상아질 전처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접착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술식 

민감성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접착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술식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전처리 과정 없이 치아와 접착이 가능한 기전으로 

제조사는 시멘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multifunctional phosphoric acid 

methacrylates가 치아의 hydroxyapatite와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Hikita et 

al., 2007). 본 실험에 사용된 Maxcem EliteTM의 경우 comonomers(mono, di-, 

tri-functional methacrylate monomers)가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최초로 상품화된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인 RelyX Unicem(3M ESPE, 

Seefeld, Germany)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 결과, 초기의 낮은 산도(pH=2.1)에도 

불구하고 상아질 표면의 탈회는 거의 관찰되지 않음이 보고되었다(Monticelli et al., 

2008). 탈회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으로는 self-etching primer에 비해 점도가 높고 

중화 효과가 낮음을 들 수 있다.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에 의하여 적절한 탈회를 

얻기 위해서는 중합이 완료되기 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치아 조직과 빠르게 

반응해야 하지만 낮은 젖음성 때문에 탈회가 제한적이고, smear layer에 포함된 

상아질 완충능에 의하여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De Munck et al., 

2004). 이와 같이 상아질의 불충분한 탈회는 불완전한 혼성층을 형성하게 되어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가 낮은 결합강도를 보이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Han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MaxcemTM의 경우 적용 수 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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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산도를 보였고 48시간 후에도 2.4의 낮은 산도를 나타내었다(Han et al., 2007). 

초기의 낮은 산도가 법랑질과 상아질 탈회에 중요하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오래 

낮은 산도가 유지된다는 점은 상아질 완충에 의한 중화반응이 덜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장기적인 낮은 산도가 상아질-시멘트 결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06년 Goracci의 연구에서도 MaxcemTM의 미세 인장 

결합 강도가 24시간 후 4.1-5.2MPa로 self-etching 레진 시멘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Goracci, 2006). 이는 본 연구에서 MS24h(Maxcem 

EliteTM-자가 중합-24시간)군과 MD24h(Maxcem EliteTM-이원 중합-24시간)군이 

각기 5.45MPa, 5.75MPa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제조사에서는 자가 중합시 setting time을 5분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5분일 때 Maxcem EliteTM: 자가 중합-이원 중합, DuolinkTM: 자가 

중합-이원 중합군간 모두 유의성 있는 차이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MD24h군과 DD24h군의 인장강도를 100%로 보았을 때, 각 시간대 별 인장 

강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Maxcem EliteTM의 경우는 자가 중합시 

제조사가 권장한 setting time인 5분에는 MD24h군 인장 강도의 25~32%밖에 얻을 

수 없었고, 1시간이 지나야 24시간 후 인장강도의 60%가량 도달하였다. DuolinkTM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DS5m군의 경우 DD24h군의 4.3%밖에 되지 

않았고 DS24h군도 18.8%정도의 낮은 값을 보였다. 이원 중합을 하더라도 

DD5m군은 34.6%, DD30m군은 55.06%로 적어도 30분은 지나야 DD24h군 

인장강도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umbuloglu(2004)의 연구에서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를 자가 중합한 경우 이원 중합을 한 경우에 비해 중합도가 

낮았다는 결과와 상통한다(Kumbuloglu, 2004). 따라서 이들을 이용하여 자가 중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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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할 때 제조사에서 제시한 초기 경화 시간만으로는 기대되는 인장 강도 수준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수복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최고 강도까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도달되는 시멘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2010)은 IPS Empress ○R CAD와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를 이용한 실험에서 

2mm 두께의 ceramic 시편과 Maxcem EliteTM 및 DuolinkTM를 접착시켜 60초간 

광중합 했을 때 미세 인장 강도가 8.6±2.9MPa, 20.6±3.5MPa 이었다고 하였다(김, 

2010). 김의 실험에서는 본 실험에서와는 달리 시편제작과정 중 분리되어 버린 

시편은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번 실험 결과에 비해 높은 미세 인장 강도 

값을 보이게 된 것으로 유추되고, 광조사 시간 또한 3배로 길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08년 Milena의 연구에서도 luting material에 도달하는 광원의 세기가 

감소함에 따라 단량체 중합률이 감소하고 이중 결합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면서 

polymer network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즉, high intensity light는 더 

dense한 cross-linked network를 형성하여, 이원 중합군과 자가 중합군의 비교 시 

자가 중합군 보다 이원 중합군의 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Milena, 2008). 

그러나 광원이 도달되기 힘들 정도의 깊은 수복이 필요한 임상 상황은 빈번히 

발생하며(Daronch, 2000; Hansen, 1997), 이와 같은 경우 접착 강도의 저하를 미리 

예상하고 자가 중합시 중합률이 더 우수한 시멘트를 선택하거나 광중합에 덜 

의존하는 중합 기전을 가진 시멘트의 사용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Multistep 레진 시멘트는 재료 자체에 산성 monomer를 함유하여 젖음성 증진 및 

상아질과의 실제 접착을 증가 시킬 수 있고, 용매로 물을 포함하거나 functional 

monomer를 이온화시켜 wet bonding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또한 흐름성도 높아서 

치면 접착 시 효과적일 수 있다(Van Landuyt, 2007).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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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군에서는 Maxcem EliteTM가 DuolinkTM에 비해 모든 시간대에서 더 높은 인장 

강도를 나타냈고, 이원 중합군에서는 DuolinkTM가 Maxcem EliteTM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로 첫째, Tanoue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에서 자가 중합만 시켰을 경우 용해도 및 수분흡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성층내 adhesive resin의 용해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량체 중합률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접착 계면의 장·단기적 결합강도가 감소될 수 

있음을 들 수 있다(Tanoue, 2003). 또한 용해도는 혼성층 내의 adhesive resin의 

구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소수성 단량체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용해도를 보이고 높은 

결합강도를 나타낸다. 혼성층의 구성이 몇몇 resin cementing system 성분이 

layer내로 침투하는 정도와 친수성-소수성 단량체 비율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혼성층내의 adhesive resin에 의한 수분흡수는 resin cementing 

system이 혼성층내로 침투하는 정도와 중합 전 bonding agent와 섞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중합 전 탈회된 상아질 내로 mixture가 들어가면 용해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El-Mowafy등의 연구에서 자가 중합시킨 DuolinkTM의 평균 

Knoop hardness numbers가 이원 중합군에 비해 50%이하로 낮았다는 사실은 

DuolinkTM의 자가 중합시 중합률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El-Mowafy, 

1999). 그러나 이러한 성분들이 어느 정도 탈회된 상아질 내로 침투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가 중합시에 낮은 중합률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혼성층의 형태 및 화학적 조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bonding agent인 XP bondTM(ph=2.5)와 

DuolinkTM간의 화학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는데, 대개 5세대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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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izing bonding agent는 자가 중합 성분으로 benzoyl peroxide/tertiary 

amines외에 BSS(benzene sulfinic acid sodium salt)같은 co-initiator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첨가된 co-initiator들이 bonding agent와 dual cure type resin 

cement간의 화학적 부적합성을 방지하기 위한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어 

왔다(Sanares, 2001; Ruyter, 1981; Bowen, 1982). 따라서 이러한 co-initiator가 

결여된 상황에서는 3차 아민과 산성 단량체간 반응으로 charge transfer complex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산화·환원반응에서 reducing agent로 작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낮은 결합강도를 나타내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명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주사 전자 현미경을 통해 파절면을 관찰해 본 결과는 자가 중합군과, 접착 후부터 

파절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cohesive failure가 우세했고, 그에 비해 이원 중합군과 

접착시간이 길수록 cohesive와 adhesive failure가 함께 나타나는 mixed failure 

양상이었다.  

이번 실험을 통하여 Maxcem EliteTM 와 DuolinkTM 를 접착한지 5 분 후에도 인장 

강도의 증가가 24 시간 후까지 유의성 있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자가 

중합군에 비해 이원 중합군의 인장 강도가 모든 시간대에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인 Maxcem EliteTM 와 total-etching 레진 시멘트인 

DuolinkTM 간에는 자가 중합시 Maxcem EliteTM 의 인장 강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원 

중합시에는 DuolinkTM 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 두 레진 시멘트간의 정확한 비교는 

self cure activator 를 사용하여 XP bondTM 와 DuolinkTM 사이의 화학적 작용을 

조절한 후 평가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깊은 와동에서 광원이 도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자가 중합을 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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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률이 더 우수한 시멘트를 선택하거나 광중합에 덜 의존하는 중합 기전을 가진 

시멘트의 사용이 바람직 할 것이고, 세라믹 수복물의 접착 후 24 시간까지도 인장 

강도의 증가가 이루어지므로 수복 후 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한편, 최고 

강도까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도달되는 시멘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복물의 안정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 특히 그 중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는 상품화 되어 

도입된 기간이 짧아서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올바른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범위 내에서 자체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레진 시멘트 적용 단계 이전에 술식에 포함되어 사용되는 약제와의 

친화성 및 임상 상황에서의 장·단기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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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번 연구의 목적은 IPS Empress ○R CAD 접착에 사용되는 self-adhesive 레진 

시멘트인 Maxcem EliteTM와 total-etching 레진 시멘트인 DuolinkTM를 이용하여 

중합방법에 따른 이원 중합형 레진 시멘트의 시간 별 접착 강도 변화와 레진 시멘트 

종류별 접착 강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axcem EliteTM와 DuolinkTM의 자가 중합시 제조사가 제시한 경화시간인 5분 

이후에도 24시간까지 유의차 있는 인장 강도의 증가가 있었다. 

 

2. Maxcem EliteTM와 DuolinkTM는 모든 시간대에서 자가 중합군이 이원 중합군에 

비해 낮은 인장 강도를 보였다.  

 
3. 자가 중합군에서는 Maxcem EliteTM가, 이원 중합군에서는 DuolinkTM의 인장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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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nsile Bond Strength of Dual Cure Type 

Resin Cements in Process of Time 

 

Jihyung Park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Byoungduck Roh, D.D.S., M.S.D.,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tensile bond strength of two 

dual cure type resin cements that are mainly used for adhesion of IPS 

Empress®CAD, in process of time. One ceramic block(IPS Empress®CAD)and 

two dual cure type resin cements(Maxcem EliteTM –self adhesive resin cement, 

DuolinkTM-total etching resin cement) were used for this study.  

IPS Empress®CAD block and the extracted human teeth were prepared as the 

bonded surface area was width 4mm, length 4mm and then cemented by the 

resin cements. Tensile bond strength were measured in process of time(5 

minutes, 30 minutes, 1hour and 24hours) and by curing methods(self cured, dual 

cured). The fracture patterns were also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F test and T test. P 

values less than .05 were conside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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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For both dual cured and self cured group, the mean bond strength was 

increased from 5minutes to 24hours.  

2. The mean bond strength of dual cured group with Maxcem EliteTM was only 

statistically higher than self cured group at 5minutes. Although other time 

period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the mean bond strength 

of dual cured group was higher. And the all mean bond strength of dual 

cured group with DuolinkTM was statistically higher than self cured group.  

3. For the type of resin cements, Maxcem EliteTM showed higher bond 

strength when it was self cured, and DuolinkTM showed higher when it was 

dual cured. But it should be compared by further experimentation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resin cement which indicates 

higher degree of conversion rate or less depend on the light cure characteristics 

when it needed a deep restoration. Because of increasing the bond strength as 

long as 24 hours, the ceramic restorations that are cemented by dual cure type 

resin cements need to take precaution during the primary period and it should 

take a consideration for choose the resin cement which gain higher bond 

strength as soon as possible.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Key words: Maxcem EliteTM, DuolinkTM, dual cure type resin cement, tensile 

bo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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