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구강 내 건강한 인접 자연치와 조화를 이루는 도재 수

복물은 아름답고 좀더 자연스럽게 보이고자 하는 심미

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더

나은심미적결과를얻기위한방법및재료의발달과더

불어 도재 수복물에 성공적인 접착을 위하여 레진 시멘

트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1,2 레진 시멘트를 이

용한 수복물의 접착 시 사용되는 실란 결합제는 가수분

해과정을 통해 실라놀기와 유기 기능성기가 친수성이

있는 도재의 무기질 표면과 소수성이 있는 시멘트의 레

진중합체 사이에 각각 작용하여 두 물질의 접착을 증진

시키며 (Fig. 1),3 도재의조성과표면의산부식에의해얻

어지는 미세 기계적 유지력과는 별개로 결합력을 개선

시킨다고한다.3-5

임상에서 도재 수복물을 제작 후 치아에 시멘트로 접

착을하기전에먼저구강내에서시적하여삭제한치아

에 잘 맞는지 검사하는데, 이때 수복물 표면에 타액, 혈

액, 시적용 시멘트 등으로 인해 오염될 수 있다. 특히, 타

액 오염은 수복물 결합실패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6,7

Silverstone 등8은 타액으로 1초 이상 노출된 보철물은 끈

적이는 유기물로 점착되고 이 막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는 제거가 힘들다고 하 다. Aboush9는 타액으로 오염되

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도재와 레진 시멘트사이의 인장

력에 향을 주었고 이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타액으로 오염될 도재 표면을 미리 실란으로 보호하는

것이더낫다고하 다.

적외선 역의 빛의 파장을 변화시켜 시료에 조사 시

그 물질의 고유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하

는 성질을 이용하여 그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물질의 화

학구조를알아낼수있는푸리에변환적외선분광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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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인접자연치와아름답고자연스런조화를이루는심미적치료를위해도재수복물은 중적인치료방법의하나로잡고있다. 임상에서도재수복물이

제작후치아에시멘트로접착을하기전먼저구강내에서시적할때수복물표면에타액, 혈액, 시적용시멘트등으로인해오염될수있다. 

연구 목적:이연구의목적은도재수복물로사용되고있는라미네이트도재에실란결합제의처리시기를달리할때와도재수복물을치아에시적할때타

액의오염여부가실란결합제의물리적, 화학적반응성에미치는 향을관찰하여도재와레진시멘트사이의결합력의안정성을평가하는것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라미네이트용도재를 360개의원반모형과 5개의정사각형모형으로제작하여 20군으로나눈다. 각군에표면처리를달리한뒤푸리에

적외선분광계, 접촉각측정기와인스트론만능시험기를이용해화학적, 물리적비교를하 다. 통계는각군의전단결합강도의유의성을검증하기위하여

일원분산분석 (ANOVA) 후사후검정은던넷다중비교 (Dunnett’s multiple comparison)를시행하 다 (P < .05). 

연구 결과:푸리에적외선분광자료에의해본타액오염및실란의처리시기에따른화학적변화는크지않았다. 접촉각은타액오염후낮아졌으나인산으

로산부식후각도가증가하 다. 전단결합강도값은열순환후의군에서미리실란으로보호한경우에유의한차이가있었다. 

결론:수복물의내구성에 향을미치는다양한구강환경과유사한조건에서수복물의물성평가를같이고려해볼때실란결합제를이용한수복물의접착

시실란결합제를수복물에미리도포하여일정시간의경과후수복물을접착하며, 타액오염이발생할경우인산으로수복물을세척하는것이유용한방법

임을알수있었다. ( 한치과보철학회지 2009;4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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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실란결합제에 한연구가몇몇보고되었다.10-12

Anagnostopoulos 등11은 상용되는 실란 결합제의 화학적

반응성 및 물리 화학적 상태를 보여주었으며, 단액형 실

란에서 보이는 선형의 소중합체가 이액형 실란에서 보

이는 고리형 소중합체보다 결합제로서 더 우수함을 보

고하 다. Hooshmand 등12은 실란의 보존 상태가 소결된

도재와 레진시멘트 사이의 전단 결합강도에 향을 주

지않음을관찰했다.

그 동안 접착 시멘트와 수복물 사이의 결합강도에 관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13,14, 도재에 실란의 처리

조건에따른반응에 한연구는많지않았다. 이연구의

목적은 도재 수복물로 사용되고 있는 라미네이트 도재

에실란결합제의처리시기를달리할때와도재수복물

을치아에시적할때타액의오염여부가실란결합제의

물리적, 화학적 반응성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여 도재

와 레진 시멘트 사이의 결합력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

이다.

연구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라미네이트용도재를제조사의지시 로접촉각측정

용으로 25 ㎜ × 25 ㎜ × 2 ㎜인 정사각형의 모형 5개와

전단 결합측정용으로 �10 ㎜ × 4 ㎜ 크기의 원반모형

360개를 제작하여 #600 실리콘 카바이드 연마지를 사용

하여 표면연마를 시행하 다 (Fig. 2). 전단 결합측정용

도재시편은열순환전 10개군, 열순환후 10개군으로

나누고 각 군당 18개씩으로 나누었다. 준비된 도재의 시

편은표면연마후 2기압의압력하에 50 ㎛크기의알루

미나를 이용하여 5초간 샌드블라스팅하고 10분간 초음

파 세척하 다 . 8% 완충 불산 (8% wt% buffered

hydrofluoric acid, Tokyo Chemical Co, Tokyo, Japan)을 사용

하여5분간산부식시키고30초간세척하 다.

2. 표면처리

1) 비오염군 (5개군)

도재시편중 18개는이후다른처치를하지않고준비

하 다 (ES군). 다른도재시편에실란 (Ceramic Primer, 3M

ESPE, St.Paul, MN, USA)을 붓을 이용하여 2번 바르고 60

초간 기다린 후 20초간 압축공기로 건조시켰다. 이렇게

준비된시편72개를18개씩4개군으로나누어실란도포

직 후, 도포 후 24시간, 도포 후 48시간, 도포 후 1주일 군

으로보관하 다 (Fig. 2).

2) 오염군 (5개군)

준비된 도재 시편 중 90개를 18개씩 5개 군으로 나누

고, 그 중 4개 군은실란을 도포한다. 실란 도포직 후, 도

포후24시간, 도포후48시간, 도포후1주일보관후에각

각 인공타액스프레이 (A.S Saliva OrthanaTM, A.S.Pharma,

Denmark)를각시편에분사하여 5분간유지시켰다. 이후

30초간 물로 세척 후 건조시켰다. 37% 인산을 이용하여

산 부식을 20초간 시행하고 30초간 물로 세척한 후 다시

압축공기로 20초간건조시켰다. 남아있는 1개군의도재

시편은 먼저 인공타액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5분간 타액

으로 오염시킨 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켰다. 37% 인산

을 이용하여 산 부식을 시행하고 이후 실란을 도포하고

압축공기를이용하여건조시켰다 (Fig. 2).

3. 레진 시멘트 접착

표면 처리가 완료된 원반형 도재 시편에 레진 시멘트

를접착하기위해직경 5 mm의플라스틱관을이용하

다. 준비된 시편에 접착레진 (ClearfilTM Sebond, Kurary

Medical Inc., Okayama, Japan)을 도포하고 제조사의 지시

에 따라 인산염 강화형 레진 시멘트 (Panavia F 2.0,

Kuraray Co, Ltd, Tokyo, Japan)를 혼합하여 기포가 생기지

않게 플라스틱 관에 충전하고 이를 도재시편에 수직이

되도록광조사기 (Curing light 2500, 3M Dental Product, St.

Paul, MN, USA)를 이용하여 60초간 중합하여 부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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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strong chemical bond between the

dental porcelain and resin composite can be achieved by treatment with a

silane coupling agent.

resin composite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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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동안 실온에 방치한 후 플라스틱 관을 제거하

다.

4. 열 순환

오염군과 비 오염군에서 나눈 도재시편과 똑같이 180

개의시편을10개군으로표면처리하여준비한후5℃와

55 ℃의 온도에서 유지되는 수중에서 3000회를 열 순환

을 수행하 다. 수중 침적시간 30초의 조건에서 시행하

다. 열순환을시행하기전에모든시편들은상온의증

류수속에 24시간 동안 보관하 으며 열 순환을 시행한

후 일주일간 다시 상온의 증류수에서 보관하 다 (Fig.

2).

5.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분석법

세라믹프라이머내의실란결합제는 5 ㎖의용액을 45

±1℃의건식오븐에서2.5 ㎖정도로일부용매를증발시

켜 실란을 농축시켰다. 농축된 실란을 금으로 코팅된 슬

라이드 라스에한두방울떨어뜨려푸리에변환적외

선 분광계 (Illuminat IR, Smiths Detection, Danbury, USA)를

이용하여측정하 다. 해상도는 4 cm-1에서 128 scan을얻

고파장범위는4000 - 400 cm-1에걸쳐기록하 다. 실란을

도포 하여 건조 직 후, 24시간 후, 48시간 후, 1주 후의 타

액오염전후를평가하 다. 각시편에 하여3회측정하

여그평균값을취하 다.

6. 접촉각 측정

표면처리 한 도재를 접촉각 측정기 (Phoenix 150, SEO

Inc., Korea)를 이용하여 액적법으로 접촉각을 측정하

다. 준비된 접촉각 측정용 도재시편의 부위를 달리하여

각각 3회측정하고다음날같은도재시편에 #600 실리콘

카바이드로연마, 샌드블라스팅, 불산으로산부식및표

면처리를다시시행하여 3회측정하고이의평균값을취

하 다.

7. 전단 결합강도 측정

전단 결합강도는 하중이 도재 시편과 레진 시멘트 사

이의 접착면과 동일한 방향으로 전달되도록 전단 결합

강도 측정용 지그에 고정한 후, 인스트론 만능 시험기

(Instron model 4201, Instron Co., MA, USA)에서 크로스 헤

드를 분당 5 ㎜의 속도로 접착면에 하중을 가하여 레진

시멘트 실린더가 도재시편에서 분리될 때까지의 최

하중을측정하 다.

8. 통계분석

본연구의통계분석은통계프로그램SAS ver.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해 분석하 다. 각 군

의 전단 결합 강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

산분석 (ANOVA) 후사후검정은던넷다중비교 (Dunnett’s

multiple comparison)를시행하 다 (P < .05). 각군간의비

교를 위해서는 조군으로 타액오염 후 실란을 도포한

군 (S1P군)을사용하 고, 열순환전과후에서타액오염

전후의 군간 비교를 위해서는 타액오염 후 실란을 도포

한군 (S1P군)과이를다시열순환시킨군 (TS1P군)을

조군으로각각사용하 다.

연구결과

1.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 분석법을 이용한 분석

실란 결합제의 시간에 따른 도포와 타액 오염 전후를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Fig. 3와 같다. 1,030 - 1,160 cm-1의 역에 걸쳐 보이는 흡

수 는실록산결합 (-Si-O-Si-O-)이관찰되었다. 1,720 cm-1

근처에서는카보닐기의최 피크 (C = O신축진동)가관

찰되었다. 2,920 - 2,950 cm-1에서는탄소-수소 (- CH3) 신축

진동이관찰되었다. 3,000 - 3,600 cm-1에서보이는흡수

는 수산기 (- OH 신축진동)가 보 는데, 이는 실라놀 (≡

Si-OH)과 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타액으로 인

한오염전후의흡수 의위치변화는크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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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specimens with different surface treat-

ment. Specimen; Sandblasting + Hydrofluoric acid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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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각 측정값

도재시편에 실란 처리 직 후와 이후 보관 기간에 따른

타액으로 오염 시에는 P1군이 다른 군에 비하여 접촉각

이작았다. 부분의군이실란처리를한후보다이후타

액오염으로 시켰을 때 오염 전보다 접촉각이 줄었으나

감소된 접촉각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 타액으로 오염된

군을 다시 인산처리를 한 후에는 각 군에서의 접촉각의

정도는 타액오염 후보다 다시 증가하 으며 각 군 간의

차이는크지않았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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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FTIR - ATR spectra of the silane with and without saliva contamination. A, 60 seconds after contamination; B, after 24 hour storage in dry-

ing condition; C, after 48 hour storage in drying condition; D, after 1 week storage in drying condition.

Fig. 4. A, Contact angle data for different surface treatment. B, Contact angle photograph of P3 group. a) silane application, b) saliva contamination after silane

application, c) phosphoric acid etching after silane application and saliva contamination.

Contact Angle : 63.816
Left Angle : 62.088
Right Angle :  65.544

Contact Angle : 54.069
Left Angle : 56.639
Right Angle : 51.499

Contact Angle : 7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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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Angle : 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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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단결합강도측정

Table I, II, III과Fig. 5는표면처리에따른전단결합강도

값을 보여준다. S1P를 조군으로 하여 타 군과 측정된

전단 결합강도 값의 비교 시 ES군, TES군, TP1S군, TS1P

군에서유의한차이값을보 다. 열순환전에실험한타

액오염전후에나타난전단결합강도값비교시타액오

염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비 타액 오염

군에서는 P1군에서유의한차이값을보 다 (P < .05). 열

순환후에실험한타액오염전후에나타난전단결합강

도값 비교시 TS1P를 조군으로 하여 타액 오염군에서

는 TP2S군, TP3S군에서유의한차이값을나타내었고, 타

액 비 오염군에서는 TP2군, TP3군에서 유의한 차이값을

보 다 (P < .05).

실패양상의경우 부분응집성파절양상이우세하

으며, 열순환후에는열순환전보다접착성파절양상의

경우가증가하 다. 특히실란결합제를도포한뒤타액

오염직후열순환한군과타액오염후실란결합제를도

포한군의경우접착성파절양상이더우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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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Statistical analysis of shear bond strengths and failure mode for porcelain after different surface treatment

Group N MPa* F - value P - value�
Failure Mode

Adhesive failure Cohesive failure

S1P (control) 18 15.60 ±2.77 0 18

P1S 18 16.39 ±3.25 0 18

P2S 18 18.23 ±2.67 1 17

P3S 18 16.96 ±3.74 0 18

P4S 18 17.35 ±4.35 0 18

ES 18 11.03 ±2.41a 0 18

P1 18 18.34 ±3.52 0 18

P2 18 17.89 ±3.10 0 18

P3 18 17.27 ±3.13 0 18

P4 18 17.21 ±3.29 10.32 <.0001 0 18

TES 18 10.12 ±2.31a 0 18

TP1 18 13.23 ±3.56 4 14

TP2 18 14.95 ±4.39 4 14

TP3 18 15.21 ±4.92 4 14

TP4 18 13.90 ±3.13 2 16

TP1S 18 10.90 ±3.75a 10 8

TP2S 18 14.92 ±4.32 5 13

TP3S 18 14.42 ±3.09 4 14

TP4S 18 13.72 ±3.64 5 13

TS1P 18 10.89 ±2.74a 11 7
� ANOVA, aP < .05 using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comparing with S1P, *mean ±SD

Table II. The effect of saliva contamination on shear bond strengths of porcelain stored various periods before thermocycling

a) Group N MPa* F value P - value��

S1P 18 15.60 ±2.77

1S 18 16.39 ±3.25

P2S 18 18.23 ±2.67 1.52 0.2033

P3S 18 16.96 ±3.74

P4S 18 17.35 ±4.35

b) Group N MPa* F value P - value��

S1P 18 15.60 ±2.77

P1 18 18.34 ±3.52a

P2 18 17.89 ±3.10 1.93 0.1122

P3 18 17.27 ±3.13

P4 18 17.21 ±3.29

a) with saliva contamination. ��ANOVA, a No treatment is P < .05 using Dunnett’s multiple comparisons comparing with S1P, *mean ±SD

b) without saliva contamination. ��ANOVA, a P < .05 using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comparing with S1P, *mean ±SD.



고찰

도재와치아사이의기계적인결합력을증진시키기위

해 도재가 치아와 접착되는 내면은 산 부식과 샌드블라

스팅 등으로 더욱 다공성의 표면이 만들어 진다. 이러한

구조는 수복물이 치아에 접착되기 전 시적단계에서 더

욱오염이발생될가능성이매우높다. 오염원이될수있

는여러가지중타액에의한오염이실란결합제의작용

에 미치는 향, 실란 결합제의 도포시기와 실란 결합제

의처리후충분한결합력을얻을수있는보존기간에

한 연구를 실시하여 임상에서 심미적 수복물을 장기간

유지하기위한유의점을확립하고자하 다.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계는 적외선을 조사하면 각

물질내의 결합 에너지에 의한 고유 스펙트럼을 나타내

는데 이것을 해석함으로서 미지 물질의 정성, 정량 분석

을행할수있다. 본실험결과에서푸리에변환적외선분

광계를 통해 본 실란 결합제의 보관기간에 따른 화학적

표면구조의변화는크지않았다. 또한형성된실록산결

합의구조에타액오염으로인한표면구조의화학적반

응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Fig. 3). 이것은 실란 결합제가

일단다중실록산결합을형성하고난후에는상당히안

정된 결합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찰되

는 흡수 는 관찰부위에 따라 흡수 의 위치는 거의 동

일하 으나 크기는 다양하 다. 이것으로 보아 임상에

서사용시실란결합제를단순히도재수복물에액제를

적셔주는것만으로는수복물에골고루분포되기는힘들

다는것을알수있었다.

도재에실란결합제가도포되면가수분해전단계의실

란내의실라놀이도재표면의 - Si-OH와결합하여친수성

의 도재표면은 소수성을 띄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레진

의 소수성 표면기와 결합을 하게 된다.15 그러나 실란 결

합제의 도포 초기에는 접촉각의 크기가 다른 군에 비해

상 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Fig. 4). 도포 초기에는 물

의존재하에잔여실란결합제와기존에도재에결합된

노 선∙류재준∙서규원 Silane의 처리시기와 타액오염이 도재-레진 시멘트의 전단 결합강도에 미치는 향

66 한치과보철학회지 2009년 47권 1호

Table III. The effect of saliva contamination on shear bond strengths of porcelain stored various periods after thermocycling

a) Group N MPa* F value P - value��

TS1P 18 10.89 ±2.74

TP1S 18 10.90 ±3.75

TP2S 18 14.92 ±4.32a 5.38 0.0007

TP3S 18 14.42 ±3.09a

TP4S 18 13.72 ±3.64

b) Group N MPa* F value P - value��

TS1P 18 10.89 ±2.74

TP1 18 13.23 ±3.56

TP2 18 14.95 ±4.39a 3.67 0.0083

TP3 18 15.21 ±4.92a

TP4 18 13.90 ±3.13

a) with saliva contamination. ��ANOVA, a P < .05 using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comparing with TS1P,*mean ±SD

b) without saliva contamination. ��ANOVA, a P < .05 using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comparing with TS1P, *mean ±SD

Fig. 5. Shear bond strength data for porcelain after different surface treatment (bar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n = 18 for each set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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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란결합제와의 사이에서 동적 평형 상태을 이루어 친

수성을 띄게 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수분해가 끝나고

응축되어도재와결합된실란결합제에서소수성을띄게

된다고한다.16 Hooshmand 등12은실란결합제가도포되면

24시간이 되어서야 가수분해 반응이 완전히 끝난다고

하 다. 그러므로 실란의 도포 직후에 접촉각의 크기가

다른군에비해낮은이유는도재와결합하지않은잔여

실란결합제가 남아 있게 되어 도재의 표면이 친수성의

성향을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된다. 실란은 도재에 도포

시 3가지의 다른 층의 구조가 형성된다고 한다.17,18 실란

의 부분을 차지하는 바깥쪽에 있는 두개의 층 구조는

작은소중합체및몇개의실록산결합으로도재와결합

되어있어 유기산이나 물에 의해 쉽게 제거되므로 우리

가 원하는 가장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결합을 얻기 위해

서는 3차원적인 규칙적인 교차결합을 이루고 있는 도재

와가장가까운부분만을이용해야한다.3 이러한불필요

한구조층을제거하기위한여러방법이많이연구되었

으며,6,7,9,19 그 중 인산은 다루기도 용이하여 도재를 세척

하는용도로자주쓰인다.20 이실험에서접촉각의측정치

를 비교했을 때 실란결합제 도포 후 타액오염으로 인해

소수성의 성질이 다소 감소했으나 인산으로 에칭을 시

행함으로서 소수성의 성질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도

재와 실란의 안정적인 결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제거되

었음을알수있었다 (Fig. 4).

접촉각은 부분고착된물방울에의해서묘사되고수

치화되나실제표면에서는표면거칠기, 표면덮힘성, 고

체표면의 화학적 불균질성으로 하나 이상의 접촉각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그 표면의 특성 및

변화를알수있게된다. 이실험에서는같은도재를가지

고 같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다시 시행하여 접촉각을

측정한 경우에 실험 조건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 양상은

동일하 으나 그 크기의 값에는 편차가 다소 있었다. 이

것으로도재시편의표면에서측정된접촉각의크기만으

로는 그 표면이 실란결합제에 어느 정도의 소수성을 띄

는지 판단하기는 힘들며 실란결합제에 의한 화학적인

결합보다샌드블라스팅이나불산으로산부식에의한기

계적결합에의해더 향을받는다는것을알수있었다.

실란결합제의 도포 후 타액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열

순환 전에는 전단 결합강도 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열순환후에는실란결합제도포후보관기간에따라

전단 결합강도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실란결합제를 도

포한 뒤 1 - 2일 보관한 후 레진 시멘트와 결합한 경우는

그렇지않은군에비하여열순환처리후의결합력에서

나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II, III). 또한 타액 오염 전후의

전단 결합강도는 실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란결

합제가 도포되더라도 건조 후 바로 접착한 경우에는 전

단결합강도값에서유의성있는차이를발견할수있었

다 (Table I, Fig. 5).

구강내보철물은저작과정중의높고반복되는응력에

노출되어있고 음식물에 의한 온도변화 등 다양한 요인

이 수복물의 내구성에 향을 미치므로 구강환경과 유

사한 조건에서 물성평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

에온도변화의 향을평가하기위한열순환을고려하

면 실란결합제를 이용한 수복물의 접착 시 실란결합제

를 진료실내에서 시멘트의 합착 직전에 바르는 것보다

미리 도포하여 일정시간의 경과 후 수복물을 접착하는

것이더낫다는것을알수있었다.

결론

라미네이트용 도재에 실란결합제의 처리시기와 타액

오염 여부에 따른 향을 관찰하기 위해 수복물에 타액

오염을 시킨 후 실란결합제를 도포한 군을 조군으로

실험하여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1. 실란결합제가수복물에미리도포된경우푸리에적

외선 변환 분광법과 접촉각을 통해 도재와 결합된

실란결합제의 안정된 화학적 구조에서 실란결합제

의 처리 시기와 타액의 오염여부로 인한 유의한 차

이를발견할수없었다 (P < .05).

2. 실란결합제를수복물에도포한시기에따라그리고

도포 여부에 따라 타액 오염여부로 인해서 전단 강

도결합력에유의한차이가있었다 (P < .05).

3. 실란결합제를수복물에미리도포후보관기간에따

라열순환전에는전단강도결합력에미치는 향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열 순환 후에는 전단강

도결합력에 미치는 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치아에도재수복물의접착

시 실란결합제를 수복물에 미리 도포하여 일정시간의

경과후수복물을접착하며, 타액오염이발생할경우인

산으로 수복물을 세척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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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ilane treatment timing and saliva contamination on shear bond

strength of resin cement to porcelain

Young-Seon Ro1, DDS, MSD, Jae-Jun Ryu2*, DDS, MSD, PhD, Kyu-Won Suh2, DDS, MSD, PhD
1Graduate Student, 2Professor, 1Major in Dentistry,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Graduated School, Korea University

Statement of problem: Porcelain veneers have become a popular treatment modality for aesthetic anterior prosthesis. Fitting porcelain veneers in the mouth usually involve a

try-in appointment, which frequently results in salivary contamination of fitting surfaces. Purpose: An in vitro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ilane treatment

timing and saliva contamination on the resin bond strength to porcelain veneer surface. Material and methods: Cylindrical test specimens (n = 360) and rectangular test speci-

mens (n = 5) were prepared for shear bond test and contact angle analysis. Whole cylindrical specimens divided into 20 groups, each of which received a different surface treat-

ment and/or storage condition. The composite resin cement stubs were light-polymerized onto porcelain adherends. The shear bond strengths of cemented stubs were measured

after dry storage and thermocycling (3,000 cycles) between 5 and 55℃. The silane and their reactions were chemically monitored by using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nalysis (FTIR) and contact angle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FT-IR analysis showed that salivary contamination and silane treatment timing did not affect the surface interactions of silane. Observed water contact angles were lower on the

saliva contaminated porcelain surface and the addition of 37% phosphoric acid for 20 seconds on saliva contaminated porcelain increased the degree of contact angle. Silane ap-

plied to the porcelain, a few days before cementation, resulted in increasing the bond strength after thermocycling. Conclusion: Withi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t can be con-

clud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protect porcelain prosthesis before saliva contamination with silane treatment and to clean the contaminated surface by use of phosphoric acid. (J
Korean Acad Prosthodont 2009;47:61-9)

Key words: Salivary contamination, Silane, Contact angle,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nalysis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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