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보철치료시 상아질 노출 및 치아의 과민 반응은 치

료후 임상적인 실패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

려져 있으며, 특히 시간 경과에 따른 변연부 시멘트의

용해로 인한 2차 우식은 수복처치의 임상적 실패를 야

기하는 원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5, 34, 39) 수복물의 합착과정은 이와 같은 임

상적 실패를 방지하고 최종수복물이 장기간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치료 단계

라고 할 수 있다.(27, 31) 그러므로 지금까지 수복치료의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위해 다양한 접합기전을 갖는 합

착용 시멘트가 개발되어 왔다.(42)

Mclean과 Wilson등은 이상적인 합착재의 요구조

건으로 낮은 점주도와 합착후 시멘트의 피막도, 작업

시간이 충분하고 구강내 온도에서 빨리 경화될 것, 수

분이나 산과 접촉시 이에 한 저항성, 높은 압축 강도

와 인장 강도, 가소성 변형(plastic deformation)에

한 저항, 치아와 수복물에 한 접착력, 항우식성,

치수에 생물학적 친화성, 적절한 빛 투과도, 방사선 불

투과성등을 언급하 다.(26, 51) 그러나 현재까지 이 요

구조건을 만족하는 재료는 없으며, 제품마다 변연누출

및 2차 우식 방지를 위한 성분첨가와 상아질 접합기전

의 응용등 부단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42)

Pameijer와 Nilner는 합착재의 선택에 관여하는

요소로는 합착재의 물리적인 성질보다는 생물학적인

고려가 우선되며 특정 제품에 한 선호보다는 합착전

상아질과 법랑질의 표면처리 및 상태에 관여되므로 환

자의 연령, 잔존 상아질의 양, 치아 형성의 방법, 제거

된 치질의 양, 임시 수복물 장착 기간 및 장착시 환자

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고 치아우식 이환율이 높거나

잔존 상아질의 양이 적어 치수 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에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사용을 추천한 바 있

다.(22, 31)

1972년 Wilson과 Kent에 의해 치과 분야에 처음

도입된 라스 아이오노머 합착재는(53) 실리케이트 합

착재의 강도 및 견고성을 유지하면서, 불소이온 유리
(44)로 항우식 작용(16) 등의 장점과 Polyacid 용액의 생

체 적합성,(21, 30) 치질과 화학적 결합(45, 49)의 장점을 겸

비하여 개발되었다. 초기에는 이장용과 합착용으로 개

발되었으나, 현재는 심미 충전재, 열구 전색재등 다양

한 보존 및 수복 처치에 응용되고 있다.(55)

그러나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경우 구

강내와 같이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초기경화가 불완전

하게 되고 경화시 초기의 물리적 강도가 낮으며 파절

강도가 낮고 부서지기 쉬운 단점이 문제시 되어,(20, 54)

1988년 Antonucci은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

트의 성분중 물에 HEMA를 첨가시키고 1989년

Mitra등은 여기에 지속적인 중합이 가능한 Modified

polyalkenoic acid를 각각 첨가시켜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합착재를 도입하 다.(3, 27)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이원중합(dual cure)의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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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경화되는데 이는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

멘트의 경화기전과 레진시멘트의 경화기전을 혼합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

트의 산—염기 반응에 의해 형성된 이온 기질이 free

radical 또는 광화학적 중합에 의해 형성된 기질을 강

화시키므로“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로 불

리워지고 있다.(50)

초기의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불소 유

리의 특성으로 2차 우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주로 이

장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나,(40) 최근에는 합착용 강화

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를 사용시 변연부가 상아

질과 백악질에 위치되는 수복물에서 인산 아연 시멘트

와 레진 시멘트, 폴리카르복실레이트 시멘트보다 2차

우식 예방과 치질과 결합, 비슷한 접합 강도등의 실험

결과에 한 보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상아질

접착제와의 병용으로 상승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5, 10, 37, 48)

그러나 합착용으로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가 최근에

이루어진 관계로 현재까지로는 강화형 라스 아이오

노머 시멘트의 임상적인 실용성 및 접합강도, 장기적

인 사용 결과에 한 보고가 미미하며,(50) 구치부 주조

관이나 전치부 도재용 착 전장관등 빛이 투과되지 않

는 수복물에서도 제조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완전한 중

합이 가능한지 실험을 통하여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시판중인 3개사의 강화형 라스 아

이오노머 시멘트와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레진 시멘트에서 접합강도와 변연누출을 측정, 비교하

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한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가. 연구 재료

1. 치아시편

치아우식이 없고 건전한 교합면과 협, 설, 인접면을

갖 는 발 치 된 제 3 구 치 80개 를 10%

Formaldehyde 용액에 보관하여 세척한 후 자가 중

합형 투명레진에 포매하여 35℃ 30psi에서 20분간 레

진 중합후 1.5×2×2cm의 일정한 크기로 트리머

(Whemer Co. Germany)를 이용해 갈아내고 합착시

킬 치아면은 폴리셔(Ecomet 111, Buehler,

Germany)로 800grit까지 연마하여 일정한 표면 상

태가 되도록 제작하 다.(그림 1) 제작후 합착시까지

생리적 식염수에 보관하 다.

2. 금속시편

장경 10mm, 단경 0.7mm 높이 10mm의 타원형 원

주형태의 Ni-Cr-Be계 비귀 금속합금 REX

V(Jeneric/Pentron CT, USA)의 합착면을 50㎛

aluminum oxide로 블라스팅후 30분간 초음파 세척

기에서 세척하 다.(36)

3. 시멘트 합착용 스페이서

합착시 일정한 피막도를 위해 치아시편과 합금사이

에 시멘트 공간을 위하여 50㎛두께의 테이프(Scotch

adhesive tape No 853, 3M Co, MN, USA)를 치아

시편의 합착면의 크기로 자른 후 중앙부에 직경 6mm

의 천공을 형성하 다.

4. 합착용 시멘트(표 1)

나. 연구방법

1. 상아질 표면처리

제작된 치아 시편에서 천공된 면에 상아질만이 노출

되도록 시멘트 합착용 스페이서를 부착한 후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상아질의 표면을 처리하

다.

Fuji I 표면을 세척하고 상아질면을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은 상태로 합착하 다.

Panavia 21 표면을 세척하고 제조자(Panavia 21)

가 추천하는 프라이머 A와 B를 3.5초

간 섞어 도포후 60초가 지난후 합착하

다.

Fiji Duet 표면을 세척하고 상아질을 건조시킨

후 합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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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표면을 세척하고 건조시키지 않은 상

태에서 제조자(Advance)가 추천하는

Probond primer를 도포후 15초간 공

기 주사로 건조시킨 후 합착하 다.

Vitremer 표면을 세척하고 상아질면을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은 상태로 합착하 다.

2. 합착모형 제작(그림 1)

합착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전단 접합 강도 측정시

이용되는 Cylinder-on-disk형태(6)의 모형을 이용하

으며 합착을 위해 준비된 상아질 표면에 26℃, 25%

의 환경에서 제조자 지시에 따라 혼합한 시멘트를 넣

고 금속 시편을 일차적으로 고정한 후 균일한 하중과

피막도를 위해 정하중압축시험기(Seiki, Japan)에

5kg하중의 추를 장착하여 합착된 시편을 눌러 고정하

다.(36) 제조자가 추전하는 시멘트의 초기 경화시간을

허용한 후 정하중 압축 시험기에서 제거하고 여분의

시멘트를 제거하 다.

3. Thermocycling 및 염색(dye immersion)

합착된 시편을 37℃물에 24시간 저장한 후

Thermocyclometer(Tokyokien, Tokyo, Japan)에

26℃에 12초, 5℃에 24초, 26℃에 12초, 55℃에 24초

의 주기로 180회 실시하 다.

Cycling 후 basic fuchsin 염색액에 24시간 저장

하 다.(12)

4. 측정

시편표면의 염색액을 세척하여 제거하고 Instron

testing machine(Instron, UK)을 이용하여 Cross

head speed 2mm/min로 합착된 치아시편과 금속 시

편의 계면에서 전단 접합강도를 MPa단위로 측정하

다.

변연누출도 측정은 Stereoscope(Tokyokizoku,

Japan)로 7.5배 확 하에 버니아캘리퍼를 이용해 시

멘트 합착용 스페이서 변연에서 염색액이 침투한 최

거리를 0.1mm 단위로 측정하 다.

분리된 면에서 잔존된 시멘트와 상아질면과의 관계

를 10배 확 하에 관찰하여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

여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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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에 사용된 시멘트

그림 1 Cylinder-on-disk 형태로 제작된 합착 모형



A 형 — 금속과 시멘트간의 응착 실패(adhesive

failure)— 사진부도 1

B 형 — 시멘트일부가 금속과 치아에 붙어 있는 형

태로 응집 실패(cohesive failure)— 사진

부도 2

C 형 — 치아와 시멘트간의 응착 실패(adhesive

failure)— 사진부도 3

5. 통계분석

시멘트간의 접합강도와 변연 누출도를 비교하기 위

해 집단간 유의차 유무에 한 모수적 검정으로

Duncan test를 이용하여 실험군간 다중 비교 방식으

로 집단간의 유의차를 분석하 다. 또한 분리된 유형

에 따른 분석을 위해 두개 변수간 상관관계에 해 검

증하는 Chisquare test를 시행하 다.

Ⅲ. 연구성적

가. 전단 접합 강도의 비교

본 실험에서 측정된 전단 접합 강도는 표 2에서와

같이 Panavia 21에서 가장 높았고, Advance, Fuji

Duet, Fuji I, Vitremer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Panavia 21을 제외한 나머지 군간의 유의차는 없었

다.(P<0.01)

나. 변연누출도의 비교

평균 변연누출도는 Fuji I에서 가장 크고, Fuji

Duet, Vitremer, Panavia 21, Advance의 순으로

감소하 으며, Fuji I을 제외한 나머지 군간의 유의차

는 없었고 Fuji I은 Vitremer, Panavia 21, Advance

에 비해 평균변연누출도가 크게 나타났다.(P<0.05)

다. Debonding 면의 유형관찰

Fuji I에서는 A형이 60%로 가장 많았고, Panavia

21에서는 C형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Fuji Duet

은 A와 B형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Vitremer에서는

C형이 62.5%로 많았으며, Advance는 B형이 가장 많

았으며 제품과 분리 유형과의 상관관계는 χ2 통계량

(Pearson value)이 24.80927로 높게 나타나 제품에

따라 분리면 유형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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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평균 전단 접합 강도의 비교

표 3 평균 변연누출도의 비교



Ⅳ. 총괄 및 고찰

합착용 시멘트는 보철 및 보존 술식의 발달과 함께

그 용도와 종류에 있어 여러 변화를 거쳐 발달해 왔다.

그 중에는 장기간의 임상결과에 한 보고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는 합착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오

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도 있다. 또한

기존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증진시켜 새로이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시멘트가 소개되고 있다. 치과용 시멘

트로 부착된 수복물이 구강내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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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Debonding 면의 유형별 빈도수 및 비율

그림 4. Chi-square(χ2)test에 의한 분리된 면의 유형그림 3 평균 변연누출도

그림 2 평균 전단 접합 강도



루기 위해서는 몇가지 합착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성과

합착후에 요구되는 물리적 성질이 있다.(25) 이들 물리

적 특성중 완전 전장형의 수복물에서 장기간 유지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로, 합착후 수복물 내면에

서 여러 방향으로부터의 교합력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

파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들 수 있다.(31, 33) 합

착재로서 최초로 도입된 인산 아연 시멘트가 지금까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유도 역시 다른 시멘트에

비해 상 적으로 몇가지 단점은 있으나 적절한 강도로

인한 합착 후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다.(42)

최근에 개발된 합착재들은 적절한 실험적 방법을 통

해 물리적인 특성을 비교 입증하게 되는데, 전단 접합

강도는 주로 비틀림에 해 재료가 견디는 최 의 응

력으로 두 재료간 계면에서의 성질을 연구시 많이 이

용되는 특성이다.(11) 1994년 Kamposiora등은 이차원

적인 유한 요소 분석법(Finite Element Analysis :

FEA)을 통해 합착된 완전 전장관의 내면에서 발생되

는 응력을 분석한 결과, 응력은 변연부 치아형성시 형

태와 피막도에 의해 향 받으나 주로 전단응력이 우

세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 고(28), 부분의 시멘트가

완전 전장관의 내면에서 발생되는 최 응력보다 훨씬

높은 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33)

1994년 Eyul등은 인산 아연시멘트와 수종의 라

스 아이오노머시멘트의 전단 접합강도 비교 결과 상아

질 표면을 10% Polyacrylic acid로 처리한 Fuji I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서 5.56±1.37MPa의 평균

접합 강도를 얻었다. 본 실험에서 조군으로 설정한

동일 제품에서는 7.73±2.43MPa 으며, 이는 발치

된 치아의 저장및 발치시의 상아질의 상태에 따라 다

양한 측정치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1, 7, 47)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합착재의 경화는 산—염

기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며 fluoroalumino silicate

라스 존재하에 polyacid가 polyanious polymer와

양자를 만들고, 2단계로 생성된 양자가 다시 라스에

반응하여 calcium, aluminum, fluoride 양이온을

방출시켜 이 양이온들이 이온결합으로 polyanious

polymer와 교차연결되는 3단계의 경화반응을 거쳐

화학적으로 경화되며, 그 결과 calcium, aluminum

polysalt로 구성된 이온기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9, 55)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합착재는 액의 조성에 따

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1급

에서는 polyacid와 광중합형 단량체로서 HEMA, 이

온 방출이 가능한 라스와 물, 반응개시제와 활성제

로 구성되어 있어, 산—염기 반응(acid base

reaction)이 이온기질을 형성하고, free radical 반응

에 의해 광화학적기질(polymerization matrix)을 형

성하여 2가지 기질을 형성하는 이원적인 경화 반응을

갖는다.(그림 5) 초기에 산—염기 반응은 물과 HEMA

의 혼합물이 있는 환경하에서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

에 재료의 초기경화는 광화학적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

며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고유한 산—염기 반응

은 단지 형성된 중합기질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9)

이러한 경화 과정이 갖는 장점은 HEMA가 산—염기

경화 반응을 지연시켜 충분한 작업시간을 유지할 수

있고, 광화학적 중합에 의해 초기에 적당한 강도에 빨

리 도달 가능하며, 경화가 수분오염에 의한 향에 덜

민감하므로 합착후 보호를 위해 바니쉬 도포가 불필요

하므로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합착재보다 유리하

다.(5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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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급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경화 반응(52)



그러나 열역학적인 이유로 인해 형성된 두 기질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분리된 상을 이루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급의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

트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조성중에 여러가지

methacrylate를 축합시켜 불포화기를 포함하는 변형

된 polyacid를 추가하 고, 이는 그림 6의 일반적인

화학식을 갖는다.(27)

변형된 polyacrylic acid(PAA)와 HEMA를 같이

함유한 2급의 시멘트는 몇 종류의 중합이 동시에 일어

나게 되는데, 먼저 polyHEMA를 형성하는 반응이 일

어나고, 변형된 PAA의 불포화기가 polyHEMA와

copolymerization하여 화학적으로 2개 기질이 교차

연결되므로 상분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변형

된 PAA는 계속된 중합으로 교차 연결된 PAA를 형성

하므로 그림 7과 같이 이온, 공유결합과 교차연결된

구조의 기질을 형성한다.(52)

본실험에서 사용한 합착재중 Fuji Duet과

Vitremer는 1급이며 Advance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시멘트로 액의 조성중 불포화기를 함유하고 있어 강도

와 안정성에서 비교적 유리하다고 사료된다. 본 실험

결과도 유의수준상의 차이는 없으나 강화형 라스 아

이오노머 시멘트군중에서 약간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

다.

1990년 Wilson은 경화직후 2급의 수복용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서 고무와 같은 특성을 보

이게 된다고 하 는데, 이는 초기 경화시 광화학적 중

합반응으로 형성된 기질이 산—염기반응에 의해 교차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기인한다고 하 고 시간 경과에

따라 산—염기반응의 진행으로 경화가 완전해 진다고

하는 제조자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공인된 실험을 통하

지 않은 제조자의 보고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52)

실제로 본 실험 결과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

멘트는 초기 경화를 허용한 이후 여분의 시멘트 표면

에 완전히 경화되지 않은 상태의 시멘트 혼합물이 남

아 있었고 여분을 제거할 때까지도 완전한 경화를 이

루지 않은 시편도 발견되었다. 사용된 제품중 Fuji

Duet을 제외한 4개군에서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초

기경화시 보호재가 없어 최종 경화시까지 시간이 불필

요하게 길어지는 상황이 관찰되었다. 구강내에서 이와

같이 최종경화시까지 장시간 합착시 상태를 유지한다

면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불편을 유발하고 합착시의

교합관계 유지등에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Clinical Research Associates(CRA)의 보고

에 의하면 3종의 합착재에서 23℃ 산소에 의해 중합

에 방해되는 층의 두께를 볼 때 Vitremer, Fuji

Duet, Advance의 순으로 산소 억제층이 두껍다고 하

고, 특히 Vitremer군이 나머지 2개 시멘트군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10)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

트의 경우 혼합후 5분 이내에 최 강도에 도달한다고

하며,(46) 레진시멘트는 화학 중합형의 경우 경화를 방

해하는 산소와 접촉을 차단하는 차단제가 공급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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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온—공유결합과 교차연결 구조의 기질그림 6. Modified polyacrylic acid(PAA)



초기경화와 최종경화 사이의 강도차이에 의한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험 결과도 기존의 라

스아이오노머와 레진 시멘트는 초기경화시 적정강도

에 도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산소억제층의 두께가

두꺼운 Vitremer군이 측정시 가장 낮은 전단 접합 강

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산소억제층이 두꺼워 초기 경

화도가 떨어지는 제품에는 레진시멘트와 같이 산소를

차단하는 보호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강화형 라

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시간 경과에 따른 최종경화도

여부는 시간변수를 포함한 체계적인 실험 연구가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1996년 CRA에서는 Fuji Duet, Vitremer,

Advance의 임상적 특성, 물리적 성질을 Fuji I등 기

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와 Panavia 21)등 레진

시멘트, 인산아연 시멘트와 비교한 자료에서 3종의 강

화형 라스아이오노머 시멘트가 조작이 용이하고 접

합력과 강도면에서 임상적, 물리적 성질이 우수한 편

이라고 결론지었으며, 특히 발치된 치아로부터 비귀금

속 주조관을 제거해 본 결과, 탈락에 저항하는 강도는

Advance, Fuji Duet, Panavia 21, Fuji I, Vitremer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 Advance와 Fuji Duet군 간

에는 유의차가 없었으며, Fuji I과 Vitremer군은 비

슷한 강도를 갖는다고 하 고, Vitremer는 가장 약한

인산 아연시멘트의 4배에 달하나 유지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하 다.(10)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로는 3종의 강화형 라스 아

이오노머 시멘트의 전단 접합강도가 Advance, Fuji

Duet, Vitremer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레진시멘

트와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레진 시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군간의

유의차는 없었다.(p>0.01)(표 2, 그림 2)

장기간 사용된 수복물 제거시 내면의 합착재가 부분

적, 또는 완전히 용해되어 있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데 이는 부적절한 변연적합과 시멘트 자체의 용해도,

각종 응력에 의한 시멘트 미세 파절, 시멘트의 중합 수

축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세균의 침투 및 세균의 사

산물이 형성되어 점차적으로 시멘트의 용해도가 증가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33)

변연누출은 치질과 부착력이 향상된 다수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서도 문제시되어 왔다.(8, 19,

23, 35, 38) 치경부 5급 와동 충전에 이용되는 수복용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변연누출도에 관

한 보고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4, 12, 17, 29) 이에

의하면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변연누출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재료의 점주도, 라스의 입자

크기, 치아 표면 처리방법과 표면처리제, 액성분의 희

석액, 분말—액 비율등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화학 중합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경

화시 부피 수축량이 3-4%로 보고된 바 있고(14), 광중

합형 라스 아이오노머의 경우 광조사 5분후 수축량

이 3.28-4.78% 이고 12시간 동안 수축이 지속된다고

한다.(18)

1급의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서 중합

수축은 모체가 되는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와 비슷하며(24), 2급의 경우는 7%의 중합수축을 수복

용 재료에서 나타내어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보다

큰 수축량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었다.(2) 기존의 합착

용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는 인산 아연 시멘트와

폴리 카복실레이트 시멘트에 비해 용해에 한 저항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32, 41, 43)

1996년 CRA의 보고에 의하면 2주간 pH 2.7의 높

은 산도의 환경하에 둔 합착 시편에서 합착재의 용해

도는 인산 아연 시멘트,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

멘트, 강화형 그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순으로 나

타났고, Advance, Fuji Duet, Vitremer의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와 레진 시멘트의 용해도는 매

우 낮은 것으로 설명하 다.(10)

본 실험에서 측정된 변연 누출도는 Fuji I, Fuji

Duet, Vitremer, Panavia 21, Advance의 순으로,

Fuji I이 다른 군에 비해 변연누출도가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3개군은 변

연누출도가 문제되지 않으며 레진시멘트와 비슷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p<0.05)(표 3, 그림 3)

1989년 Mathis와 Ferracane는 강화형 라스 아

이오노머 시멘트와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의 물성을 비교하는 실험에서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

머 시멘트에 포함된 dimethacrylate 레진이 수분에

해 용해도가 낮고 교차연결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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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기존의 시멘트에 비해 낮은 용해도를 나타

낸다고 하 다.(24)

1995년 Bona와 Noort는 접착면의 분리유형 분석

시 응집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은 합착제의 응집 강도

가 합착시킨 두물질과 합착제간의 결합 강도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하 다. 또한 분리시의 응력분포에 따라

계면의 분리양상이 큰 향을 받는다고 하 다. 특히

전단 접합 강도 실험에 사용되는 cylinder on disk형

태의 모형에서는 면적이 넓은 disk형태의 시편의 표

면 인장 강도에 의해 전단 접합 강도가 결정되며,

disk형태의 시편의 표면 인장 강도가 약한 경우 이 시

편과 합착재 사이에서 분리되는 응착 실패가 나타난다

고 하 다.(6)

본 실험에서는 분리 유형을 A형의 금속과 시멘트간

의 응착실패, B형의 시멘트 일부가 금속과 치아에 붙

어 있는 형태의 응집실패, C형의 치아와 시멘트간의

응착실패로 구분하 는데, Chi-square test 결과 분

리 유형과 제품간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earson value=24.80927)(표 4) 분리유형별 분

석결과로는 A형이 25.6%로 가장 적었고, B형과 C형

이 37.2%로 같게 나타났는데, 치아 시멘트간의 응착

실패가 금속과 시멘트간의 응착실패보다 많은 이유로

는 Bona와 Noort가 주장한 분리시 면적이 큰 시편과

합착제 사이에 먼저 응력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제품별로 추천했던 상아질 표면 처리

방법이 sandblasting한 금속 시편의 표면보다 결합에

더 불리하게 작용했던 때문으로 사료된다.

Panavia 21은 제품 포장에 프라이머가 포함되어

상아질 전처리를 지시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치

아 시멘트간의 분리가 56.3%로 높게 나타났다. Fuji I

과 Fuji Duet의 경우 제조자 지시에 특별한 상아질 처

리를 지시하고 있지 않고 합착전 상아질 면의 건조를

방지하라고 지시되어 있으나 치아 시멘트간의 분리가

13.3%로 가장 적게 관찰되었고, 반면에 Vitremer는

합착용 시멘트 사용전에 추천된 상아질 전처리제재가

없으나 치아 시멘트간 분리가 62.5%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Advance는 상아질 전처리제재가 공급되며

치아 시멘트간 분리가 33.3%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 다.(p<0.01)(그림 4)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제조회사와 제품간 상아질 전

처리방법에 따라 합착재와 치아의 결합력에 향이 있

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합착용으로 개발된 3종의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 발치된 치

아의 상아질상에 비귀금속 합금을 부착시켜 전단 접합

강도와 변연누출도를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

트, 레진 시멘트와 비교 평가하고 분리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단 접합강도는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

멘트와 3종의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간의 유의차가 없었으며 레진시멘트에 비해서

는 3종의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접합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평균 변연누출도는 레진시멘트와 3종의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간의 유의차가 없었

으며, 기존의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 비해

서는 변연누출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5)

3. 분리유형의 특성에 한 평가는 제조 회사와 상

아질 전처리 방법에 따라 분리면의 유형이 다름

을 알 수 있었고, 3종의 강화형 라스 아이오노

머 시멘트와 치아간의 응착 실패는 Vitremer,

Advance, Fuji Duet의 순으로 나타났

다.(p<0.01)

이상의 결과로 보아 합착용으로 개발된 강화형 라

스 아이오노머는 접합강도가 기존의 라스 아이노머

시멘트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레진

시멘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변연누출도는 기존의 합착용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

트보다 향상되었다고 평가할수 있었다. 또한 합착시

초기경화후 최종경화까지 경과시간이 필요이상으로

길어 경화가 방해되는 제품에서는 산소 억제층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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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는 보호재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

한 제품별, 상아질 전처리 방법에 따라 치질과 결합에

미치는 향이 크게 나타났으므로 상아질 접합재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한정된 제품만으로는 전체적인 시멘트의 물성을 평가

할 수 없으므로 현재 개발중인 합착재를 포함한 광범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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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도설명

사진부도 1 치아 시편상의 분리면, 금속과 시멘트간의 응착 실패형의 분리양상을 나타낸다.

사진부도 2 상아질상에 시멘트가 일부 잔존되어 있는 응집 실패형의 분리양상을 나타낸다.

사진부도 3 상아질상에 잔존된 시멘트가 거의 없는 치아와 시멘트간의 응착 실패형을 나타낸다.

— 659—



— 660—

Fig. 1

Fig. 2

Fig. 3

논문사진부도



=Abstract=

COMPARISON OF SHEAR BOND STRENGTH AND MARGINAL LEAKAGE
OF RESIN MODIFIED GLASS IONOMER CEMENTS

Hye-Yang Park, Nam-Sik Oh, Keun-Woo Lee, Ho-Yong Lee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The resin modified glass ionomer cements(RMGICs) have been used for years since 1989.
Recently it has been developed for luting of fixed restorations. To evaluate the bond strength and
marginal leakage of RMGICs for luting usage, the 80 extracted human molars which had uniform
area of exposed dentin were cemented with 3 types of RMGICs(Fuji Duet, Advance, Vitremer), a
conventional Glass Ionomer Cement(GIC-Fuji I), and a resin cement(Panavia 21) to base metal
alloy(Ni-Cr-Be). After thermocycling the specimens were immersed in basic fuschin dye for
measuring marginal leakage. The shear bond strength was measured with Instron and the
maximum dye penetration was measured to 0.1mm. The type of fractured patterns were
determined with stereoscope(×7.5).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difference between 3 RMGICs and a conventional GIC in shear bond strength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seemed that RMGICs had lower shear bond strength than resin
cement.(p<0.01)

2. The mean scores of marginal leakag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esin cement
and 3 RMGICs but it was much higher in conventional GIC than the RMGICs(p<0.05)

3. It was determined that the manufacturer and the methods of dentin pretreatment determined
the pattern of fracture surface and the frequency of adhesive failure between teeth and 3
RMGICs standed as in following order-Vitremer, Advance, Fuji Duet.(p<0.01)

When the fracture pattern was analyzed, it could be said that the materials and the method of
dentin pretreatment have much effect on bonding states. This means that the dentin bonding
agents should be improved. But the limited products in this experiment can not evaluat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entire RMGICs. Therefore a further study which can evaluate various
RMGICs should be in progress to develop better cements.

Key words : Resin modified glass ionomer cement, Resin cement, Chemeical cure, Dual cure,
Shear bond strength, Marginal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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