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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처리 후의 컴포지트에 대한 레진 컴포지트의

미세 인장 결합강도에 표면처리가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 교실

유민진․허미자․김희량․유미경․이광원

이전에 존재하던 컴포지트와 새로운 컴포지트 사이의 결합강도의 강화는 미세 기계적 유지를 증진하기 위한

표면 거칠기의 증가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시효처리 후의 레진 컴포지트의 repair 결합강도에 다른 표면처리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이용한 air abrasion, chair-side silica coating한 그룹들에서 대조군과

불산 적용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결합강도를 보였다. 레진 수복물의 repair시에 air abrasion의 사용은 필요한 것

으로 보이며 부가적으로 silane의 적용은 결합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표면처리, air abrasion, silane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0:26(3):339~347)

서 론

컴포지트 레진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들이 많

이 개선되었지만 마모, 변색, 중합수축, 미세누출

이 컴포지트 수복물의 수명을 제한한다.
1-3)

컴포

지트 수복물의 실패는 임상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고 수복물의 교체 혹은 repair를 필요로 한

다. 파절되거나 변색된 손상된 레진 수복물의 완

전한 제거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 수

복물이 치수 가까이 있거나. 크다면 더욱 그러하

다.
1,4)

손상된 수복물의 repair는 건전한 치아구조

를 보존할 수 있고 비용과 chair-side time을 줄인

다는 면에서 선택되어진다.1,5)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던 레진에 새로운 레진

의 repair는 결합강도 증진 면에서 어려운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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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6-8) 구강 내에서 컴포지트는 레진 상을

통한 확산에 의해 물을 흡수하고 레진과 필러 입

자 사이 계면을 통해 물을 흡수한다. 이는 노화

된 컴포지트에 새로운 컴포지트가 접착하는 능

력에 영향을 미친다. 레진 표면의 미반응

methacrylate group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

고 레진을 polishing하는 기구조작은 반응성 그룹

의 감소와 inorganic filler의 감소를 촉진하기 때

문이다.
1,6)

이전에 존재하던 컴포지트와 새로운 컴포지트

사이의 결합강도의 강화는 표면 거칠기의 증가

가 필요하다. 표면 거칠기는 다른 컴포지트 사이

의 미세 기계적 유지를 촉진하여 물질의 접착능

력을 개선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Shoderholm과

Roberts는 표면 abrasion이 컴포지트 repair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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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1)

알루미늄 옥사이

드로 air abrasion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는 것은

결합할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표면장력은 감소시

키게 된다.
6,9)

실리카 코팅에 의한 air abrasion은

blasting pressure가 실리카 입자를 표면에 박히게

하여 레진이 실란을 통하여 더욱 화학적으로 잘

반응하게 한다.
6.9)

또한 불산의 사용이 미세인장

결합강도를 증진시킨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이 효과가 적용되는 컴포지트에 따라 다양하다

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1.10.11)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aging condition 후의

repair 결합강도에 여러 표면 처리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1. 레진 시편 준비

25개의 레진 블록은 5×5×7mm의 크기로

Filtek
TM

Z250(3M ESPE), shade :A1를 이용하여

실리콘 주형으로 제작 후에 40초간 광중합 하였

다. aging procedure로 thermocycling 3000 cycle 시

행하였다.( 5-55℃ dwell time :30s) 레진 블록은 5

개의 임의의 그룹(n=5)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표

면처리를 시행하였다. air abrasion은 구강 내

sandblasting 장치인 Microetcher (Danville, Cailif)

을 사용하였고 sand로는 50μm Al2O3와 30μm

Cojet sand (silica modified Al2O3)가 사용되었다.

그룹 1 : 표면처리를 시행하지 않았다.(대조 그

룹).

그룹 2 : 4% 불산 젤로 60초간 적용 후 2분간

air-water syringe로 수세하였다.

그룹 3 : 50μm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4초간 air

abrasion 하고(Microetcher, Danville) 부드럽게

air blown 시행하였다.

그룹 4 : 30μm Cojet sand (3M ESPE)로 4초간 air

abrasion하고(Microetcher, Danville) 부드럽게

air blown 시행하였다.

그룹 5: 30μm Cojet sand (3M ESPE)로 4초간 air

abrasion하고(Microetcher, Danville) 부드럽게

air blown 시행 후 5분간 silane (Monobond-S,

Vivadent, Liechtenstein)적용 하였다.

처리된 표면에 bonding agent (All bond 2,Bisco,

Itasca, Ill)적용 후 20 초간 광중합하였다.

그 위에 새로운 레진 Filtek
TM

Z250을 전의 레진

과 색조 차이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shade C2

를 이용하여 쌓아 올린 후 40초간 광중합 하였다.

2. 미세인장 결합강도 측정

모든 레진 블록을 24시간 동안 37℃ 증류수에

보관하였다. 각각의 레진 블록은 low speed

diamond saw (Isomet, Buehler Ltd., Lake Bluff, IL,

USA)를 이용하여 1 mm 두께로 잘랐고 그리하여

sample stick이 횡단면이 1mm
2
가 되게 하였

다.(Fig. 1). 각 시편의 정확한 크기는 0.01mm의

눈금 측정이 가능한 digital micrometer(Mitutoyo

corp., Japan) 을 이용하여 주의깊게 측정하였다.

미세인장 결합강도 측정을 위해 각 시편을

cyanoacrylate cement(Zapit; Dental Ventures of

America, Corona, CA)를 이용해 미세인장 결합강

도 측정기(Micro Tensile Tester; Bisco, USA)에 고

정시켰다(Fig. 2). 1 mm/min의 속도로 인장력을

가하여 파절된 시점의 maximum load를 기록하였

고, 이를 시편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인장강도를

MPa로 환산하였다.

Fig. 1. 시편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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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결과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one- way ANOVA와

Tukey post hoc test를 통하여 분석하였다(p<0.05).

4. Failure Mode 분석

미세인장 결합강도 측정 후, 각 그룹의 모든

시편에 대하여 파절 양상을 5배 확대율의 Loupe

(MP244L)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Interfacial”, 접착계면에서 파절이 일어난 경우

로 일부 old 레진 또는 new 레진이 계면에 부착

된 경우도 포함; “Resin”, 레진 내에서의 cohesive

파절

Fig. 2. 미세인장 결합강도 측정의 도식

Group Surface treatment Mean±SD

Group 1 Control 45.48±6.09

Group 2 4% HF 44.09±3.33

Group 3 50μm Al2O3 54.52±7.66*

Group 4 30μm Co jet 52.01±3.85*

Group 5 30μm Co jet +silane 61.75±4.90*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p<0.05

Table I. 표면처리에 따른 미세인장 결합강도 (Mean±SD).

5.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관찰

각각의 표면처리에 따른 레진 표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그룹과 똑같은 실험적

과정을 거친 별도의 레진 블록을 준비하였다. 레

진 블록을 100%알콜에 48시간 저장후 완전 건조

시켰다. gold coating하여 SEM(JSM 6400; JEOL,

Tokyo, Japan) 상을 관찰하였다.

결 과

1. 미세인장 결합강도

각 그룹의 미세인장 결합강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Table I과 Fig. 3에 제시하였다.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air abrasion한 그룹과 silica coating한

그룹인 그룹 3,4,5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결합강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30μm Cojet

sand로 sandblasting하고 silane 처리한 것이 가장

높은 결합강도를 보였다.

2. Failure Mode

모든 그룹에서 “Interfacial” 파절이 대부분

(98.0%)을 차지하였다(Table Ⅱ). “Resin” 파절은

Al2O3그룹(1%)과 Cojet+silane그룹(1%)에서 소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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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표면처리에 따른 미세인장 결합강도의 비교

Control 4% HF Al2O3 Cojet Cojet+silane

Interfacial 20 20 19 20 19

Resin 0 0 1 0 1

Total 20 20 20 20 20

Table Ⅱ. Interfacial and Resin failures

Fig. 4. Control group(2K)(5K). 비교적 매끄러운 레진 표면을 보이고 있다.

Fig. 5. 4%불산 60초 적용(2K)(5K). 다공성의 불규칙한 표면을 보이고 있다.

3. SEM 관찰

시편 관찰은 2,000배와 5,000배의 SEM 하에서

표면처리한 레진면을 관찰하였다.(Fig. 4-8).

SEM 관찰 결과 대조군은 매끄러운 표면, 불산을

처리한 그룹은 다공성의 불규칙한 표면, air

abrasion한 그룹들은 거친 고른 표면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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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50μm Al2O3 4초(2K)(5K). 표면에 많은sand particle과 비교적 고른 거친 표면을 나타내고 있다.

Fig. 7. 30μm Cojet sand 4초(2K)(5K). 많은 양의 sand particle과 고른 거친 표면을 나타내고 있다.

Fig. 8. 30μm Cojet sand 4초+silane 5분(2K)(5K).다른 air abrasion과 비슷한 양상의 거친 표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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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최근 10~20년간 물리적,기계적 특성이 많이 개

선되었지만 구강내에 존재하는 효소는 컴포지트

를 변화시킬 수 있다.
12-15)

게다가 컴포지트는 용

액에 덜 안정적이고 그들의 변성율은 타액 자극

상태에서 높다. 또한 피로가 컴포지트의 마모과

정을 촉진할 수 있다. 변색, 변성, 미세누출, 마

모, 변연에서의 ditching, 파절이 임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고 수복물의 repair 또는 교체가 필

요하게 된다.
16-20)

완전한 제거 대신에 repair는 치

아 구조를 보존할 수 있는데 완전한 제거시에는

치아의 건전한 부분의 제거없이 접착 수복물만

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21,22)

컴포지트의 정상적인 적용과정 동안 컴포지트

의 두 번째 층을 첨가할 때 첫 번째 층의 표면에

는 oxygen inhibition의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의 미중합 -c=c 결합이 존재하고 교차 중합을

쉽게한다.
23,24,25)

임상적으로 두 개의 컴포지트 층

사이의 결합은 미중합 레진의 oxygen inhibited

layer의 존재로 얻어진다. 만약 이 표면이 제거된

다면 다음 컴포지트 층의 결합은 유의하게 감소

한다.
23,26)

노화된 수복물들은 미중합층을 포함하

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복물의 노화는 컴포지트

repair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컴포지트의 aging

process를 묘사하기 위해 thermocycling과 수분 용

매 또는 citric acid에 저장하는 방법이 소개되었

다.
1,27)

이 연구에서는 thermocycling을 사용하였다.

성공적인 컴포지트 레진의 repair는 이전에 존

재하던 레진과 새로운 컴포지트 레진 사이의 적

절한 계면 결합을 필요로 한다. 많은 표면처리

방법의 repair 결합강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

어져 왔는데 이는 roughening, 인산, 불산으로의

식각, air-borne particle abrasion 또는 adhesive

resin으로 표면처리하는 것이다.
1,5,10)

이 연구에서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이용한 air

abrasion과 chairside silica coating, silane의 적용은

대조군과 불산적용에 비하여 높은 결합강도를

보였다.(p<0.05) 그 중에서도 silica 입자로의 air

abrasion 후에 silane의 적용이 가장 높은 결합강

도를 보였다. 각 시편의 파절 양상은 "Interfacial"

파절이 가장 많았다.

sandblasting이란 매우 작은 조각의 입자가 높

은 속도로 추진하는 작용에 의해 표면을 깨끗이

하거나 etching하는 작용을 말한다. 알루미늄 옥

사이드로 air abrasion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는 것

은 결합할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표면장력은 감

소시키게 된다.6,7) silica 코팅에 의한 air abrasion

은 blasting pressure가 실리카 입자를 표면에 박히

게 하여 레진이 실란을 통하여 더욱 화학적으로

잘 반응하게 한다.28,29) 표면에 알루미나 혹은

silica 입자는 표면 hydroxyl 그룹과 silane의

silanol 그룹의 공유결합을 통해 충분히 강한 화

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12)

silica 코팅의 접착의 기전은 tribochemistry라는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화학적 결합을 생성하

는 것으로 이들 에너지는 문지르기나 blasting을

통해 공급되어질 수 있다. silica로 modified된 3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는 충격 에너지에 의한

큰 에너지로 표면을 강타하면 silicated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과정동안 abrasive의 blasting 구성물질

은 15마이크로미터 깊이로 금속에 박히게 된다.

surface morphology를 빠르고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할 수 있고
30)

이 연구에서는 각 표

면처리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그룹과 똑같은 실험 과정을 거친 별도의 시편을

준비하였다. SEM 관찰 결과 air abrasion한 그룹

들에서 표면에 많은 양의 sand particle과 비교적

고른 거친 표면을 나타낸데 비하여 불산을 적용

한 그룹은 다공성의 불규칙한 표면을 보였다. 불

산이 컴포지트의 결합을 위한 컴포지트 표면 거

칠기에 효과적이라고 발견되어졌지만 불산으로

식각하는 것이 어떤 컴포지트에는 적절한 결합

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 연구의 결과 불산 젤로

의 conditioning은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낮은

repair 강도를 나타냄으로써 레진의 형태학적 특

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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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무기필러는 소수성 레진 기질과 친수성

필러 입자 사이의 계면을 형성하는 silane coupling

agent에 의해 polymer 기질 안에 합쳐져 있다. 일

반적으로 수화된 γ-MPS가 필러의 coupling agent

로 사용된다. 레진 기질이 불산 젤에 노출되었을

때 water monolayer가 필러의 void를 통해 침투하

고 이것이 필러와 레진 계면 안정화에 책임이 있

는 silane층을 파괴할 수 있다.
12)

이 모든 기전이

입자-기질 계면을 약화시키고 필러 용해를 가져

온다. 이런 현상은 SEM 분석에서 불산에 노출된

후 필러의 큰 부분이 기질로부터 소실된 것이 관

찰되었다. 또한 불산의 사용은 연조직 화상의 위

험이 있으므로 구강내 적용시 주의깊게 사용해야

한다. 더욱이 불산의 효과는 적용되는 컴포지트

에 따라 다양한데 이들 효과는 무기필러의 함유

량, 크기, 종류와 관계있다고 보여진다.
10,11)

그러

므로 불산은 일상적인 컴포지트 repair 치료에서

추천되지 않으며 특히 이전 컴포지트의 정확한

구성을 알지 못할 때 더욱 그러하다.
4)

air abrasion 후에 silane의 적용은 결합강도의

증가를 가져왔다. 표면의 알루미나 또는 실리카

가 표면의 hydroxyl 그룹과 silane의 수화된

silanol 그룹과 강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silane 처리는 또한 필러의 젖음성을 개선하여 표

면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고 기질의 퍼짐을 강화

시킨다.
12)

결 론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레진 수복물 repair

의 미세인장 접착강도에서 표면처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이용한 air abrasion,

chair-side silica coating한 그룹들에서 대조군

과 불산 적용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결합강

도를 보였다.

2. 가장 높은 결합강도를 보인 것은 silica 입자로

의 air abrasion 후에 silane을 적용한 것이다.

3. 레진 수복물의 repair시에 air abrasion의 사용

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부가적으로 silane의

적용은 결합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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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urface Treatments of on the Microtensile Bond Strength

of Resin Composite to Composite after aging Conditions

Min-Jin yoo, Mi-Ja Her, Hee-Lyang Kim, Mi-Kyung yu, Kwang-Won Lee

Dept. of Conservative Dentistr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nhancement of bond strength between new and old composite usually requires increasing the surface roughness to

promote mechanical interlocking.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different surface treatments on repair bond strength of

resin composite after aging condition.

Air abrasion with Al2O3, chairside silicacoating, and silanization provided higher resin-resin bond strength values

compared to control group and HF group. Air abrasion is necessary to repair a resin restoration and additional application

of silane seems to have good effects on bo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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