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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 사용되는 다양한 합착재 중
에서 조작성과 신뢰성을 고려했을 때
Resin강화형 Glass Ionomer
Cement를 선택할 때가 많다.  이
Cement는 Glass Ionomer
Cement의 성능을 지니면서 Resin의
물성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Resin cement는 뛰어난 이

공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Primer 처리를 하면 탁월한 접착성을
나타내므로 접착하고자 하는 증례에서
는 빼놓을 수 없는 합착재로 인식되고
있다.

(주)지-씨에서 이번에 출시한「G-
CEM」은 위 2가지의 Cement 장점을
갖추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전처리가
필요 없으면서도 매우 뛰어난 접착력
과 기계적 강도를 갖는 self etching
타입의“self adhesive” Luting
cement라는 새로운 개념의 접·합착
재료이다.

G-CEM의 조성을 살펴보면 매우
우수하다.  분말의 주성분은 Glass
Ionomer Cement에 서 사 용 된

fluoroalmumino silicate glass이
며 액은 Composite resin용 본딩재
「G-Bond」의 배합성분인 접착성 모
노머「4-MET」,「Phosphoric easter
monomer」와 Water가 배합된 새로
운 조합을 보이고 있다.  보통 Glass
Ionomer는 Polyacrylic acid, Water
와 fluoro-almumino silicate glass
의 산염기 반응으로 접착·경화되지만
G-CEM은 Polyacrylic acid을 접
착성 monomer로 치환하여 경화반응
과 접착강화를 유도한다.  따라서
Glass Ionomer Cement의 특징인
불소방출성과 함께 Resin cement의
특 징 인 뛰 어 난 치 질 접 착 성 과
monomer의 광중합으로 기계적 강도
를 향상시킨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Cement 혼합물의 매트릭스성분인 산
이 치질을 탈회하면서 침투(self-

etching)하고,  카르본산 이온(COO-)
과 인산 이온(PO-)이 치질의 칼슘이온
(Ca2+)과 이온 결합을 한다.  따라서
Resin cement에서 필요한 전처리는
생략되며 금속도 치질과 마찬가지인

이온적 접착이 가능하다 .  기타
Hybrid resin, Ceramics 등에도 높
은 접착강도를 나타낸다.

G-CEM은 잉여Cement를 제거할
때도 뛰어난 임상적 특징이 있다.  광
중합성을 부여하므로 보철물을 합착한
다음, 2초 정도 잉여Cement에 광조
사하여 Cement를 반경화한다.  그러
면 신속하게 잉여Cement를 제거할
수 있다.  번잡했던 작업을 매우 효율
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 방
식처럼 경화되기를 기다렸다 제거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G-CEM의 경
화특성은 지금까지 Resin 강화형
Glass Ionomer와 다르게 제거하기
쉬운 반경화 상태가 종래제품 등과 비
교하 을 때 40초 정도 더 길어졌다
는 점이다.  이 점 또한 임상에서 느낄
수 있는 매우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번 호에서는 G-CEM의 특징과
유의점을 고려하면서 금합금·Hybrid
Resin·Ceramic·금은팔라듐 합금
의 수복물 증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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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ent를 20~30초 동안 혼합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연화

해야 한다.  연화 상태는 잘 늘어지지 않을
정도의 유동성이다.

1-3
지대치 치면을 청소,  건조시킨다.
G-CEM은 치면 접착성이 있어

치면의 전처리는 안해도 된다.

1-1
분말 1스푼,  액 2방울(표준 혼액
비:분/액=2.0g/1.0g)을 혼합지

위에 채취한다.  혼합지는 제품에 부속된
Resin로 코팅된 전용 제품을 사용한다.

1-2

수복물의 변연에서 려나온 잉여
Cement에 협측과 설측부터 각

각 약 2초 동안 광조사하여 반경화를 시
킨다.  광조사기의 광원은 할로겐, LED,
키세논(1초 조사)을 사용할 수 있다.

1-6
혼합된 Cement를 수복물 내면
에 전입한다. G-CEM은 금속과

접착성이 있기 때문에 수복물의 내면처리
는 필요 없다. Cement의 조작여유시간
은 약 2분으로 충분하다.

1-4
수복물을 구강안에 장착한다.  수복
물을 치면에 적절히 합착하여

Crown setter로 수복물을 유지하게 한다.  

1-5

Dental floss를 사용하여 인접면
부분의 잉여Cement를 말끔히

제거한다.

1-9
반경화된 잉여Cement를 제거
한다.1-7

인접면의 하부고형공극 부분의 잉
여Cement도 한 덩어리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1-8

잉여Cement제거 후, 약 4분 동안
수복물을 유지하여 장착을 완료

한다.

1-10

증례 1 Crown(금합금)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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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a forte(Hybrid resin)로
Inlay를 제작한다.2-3

환자의 심미적 요구로 Metal
Inlay를 Hybrid resin Inlay로

변경한다.

2-1
Metal Inlay를 제거하고 와동을
수정한다.2-2

지대치의 치면을 청소하고 건조시
킨다. G-CEM은 치면의 self

etching효과와 접착성이 있기 때문에 치
면에 전처리는 안 해도 된다.

2-6
Hybrid resin Inlay의 교합면
사진.2-4

Hybrid resin Inlay의 기저면
사진.  색조를 재현하기 위하여

Inlay기저부에 MO, CT를 축성하고,  그
위에 EI1을 축성,  광중합하여,  가열중합
(110℃-15분)을 한다.  

2-5

수복물의 변연에서 려나온 잉여
Cement에 약 2초 동안 광조사

하여 반경화를 시킨다.  광조사기의 광원은
할로겐, LED, 키세논(1초 조사)을 사용할
수 있다.

2-9
혼합한 Cement를 와동내면에
충전한다.  이때 구강내 온도의

향으로 경화가 빨라지므로 신속하게 세팅
한다.

2-7
수복물을 와동에 적합시켜서 장착
한다. G-CEM은 Hybrid resin

과 접착성이 있기 때문에 수복물 내면처
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2-8

잉여Cement 제거 후,  약 4분간
수복물을 유지시키고 장착을 완료

한다.

2-11
Rubber dam을 제거하고 교합
을 조정하여 장착을 완료한다.2-12

증례 2 Hybrid resin Inlay(Gradia forte)의 증례

광조사로 반경화시킨 잉여
Cement를 제거한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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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물을 구강 내에 장착한다.
G-CEM은 Ceramic과 접착강

도가 높아서 수복물 내면처리는 필요하지
않다. Cement 조작 여유시간은 약 2분
이면 충분하다.

3-2
지대치 치면을 청소하고 건조시
킨다.

인접면 부분의 잉여Cement를
완전히 제거한다. Cement가 닿

았던 치은과 혀가 하얗게 변색될 때가 있
는데 이는 self etching타입의 본딩재에
서 보이는 접착성 모노머에 의한 단백질의
응고와 같은 것으로 2~3일이면 사라진다.

3-5

수복물의 변연에서 려나온 잉여
Cement에 협측 및 설측부터 각

각 약 2초 광조사하여 반경화시킨다.  키세
논 조사기라면 1초 정도이면 되는데 약간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3-3

반경화된 잉여 Cement를 제거
한다.3-4

시술 후 1주일.하얗게 변색된 부
분이 치유되었다.  세팅하기 전에

변색할 수가 있음을 미리 환자에게 설명
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3-6

증례3  실리카계 Ceramic Crown의 증례

혼합한 Cement를 와동내면으로
전입한다. Cement 조작 여유시

간은 약 2분이다.

4-2
지대치 치면을 청소 및 건조를 한
다. G-CEM은 치면의 접착성이

있으므로 치면의 전처리는 안 해도 된다.

4-1

장착한 뒤에,  약 4분 후면 완료
한다.4-5

수복물을 와동에 합착한다. G-
CEM은 metal과 접착성이 있으

므로 수복물 내면처리는 필요 없다.

4-3

셋팅 후 약 2분 30초 정도 기다
렸다가 잉여Cement가 반경화된

상태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제거한다.
이때 걸리는 제거시간은 2~2분 30초로
긴 편이어서 매우 사용하기 편리하다.

4-4

증례4 Metal Inlay(캐스트웰 M.C. 12%)의 화학경화에 의한 잉여Cement의 제거 증례

G-CEM 경 화 특 성 과 잉 여
Cement 제거시간

3-1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