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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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1

Fiber post resin core(직접법)

최신 SELF ADHESIVE RESIN
CEMENT [G-CEM LINKACE]의
특징과 임상응용
동경도 나카노 덴탈클리닉
치과의사

마츠 오 코우이치

1 근관충전 후의 상태. 잔존치질의
1-1
높이는 전체적으로 2~3mm 잔존. 잔존치질이

1-2 가착재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저속회
전으로 근관 내를 세정한다. Pumice와 근관세

두껍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치질을 삭제하고 싶

정용 브러시를 사용한다. 브러시의 회전이 보이

지 않기 때문에 직접법으로 포스트를 접착시킨

는 정도인 회전수(200회전 이하)로 실시한다.

1-3

수세, 건조한다.

다.

서론
우리는 평소에 임상에서 치관 수복재료와

의한 화학결합을 해야 하는 수복인지와 같은

결할 수 있는 Self-Adhesive Resin Cem

접착재료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고 "

문제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생각하고 판단해

ent [G-CEM LinkAce]가 GC에서 발매되

접착" 분야에 대한 신기술이 나날이 발전함

야만 한다.

었다. 이 제품 [G-CEM LinkAce]는 술자

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게

접착치면의 상태나 접착재료의 선택 조건

가 임상에서 바라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

되면 최신 경향과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게

(아래 참조)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많지만,

시키는 접착성 레진시멘트라고 해도 과언이

된다.

이러이러하다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

아니다. 오늘은 접착 보철 수복의 임상증례

착하거나 혹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접착했던

를 통해 [G-CEM LinkAce]의 특징과 접착

경험이 꽤 있을 거로 생각한다.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산 아연 시멘트나 글라스 아이오노머시
멘트의 감합력을 목적으로 한 합착으로 충
분한지, 레진계 재료로서 접착성 모노머에

이러한 접착에 대해서 임상적인 고민을 해

1-4 Fiber Post의 시적. 반드시 근관 충
전재에 포스트가 닿은 것을 확인한다. 만약 도

1-5 차아염소산나트륨수용액으로 근관세
정을 시행한 후, 수세, 건조한다. EDTA 또는 인

중에서 측벽에 포스트가 닿아 끝까지 닿지 않으

산염시멘트가 남아 있으면 경화 시의 중합을 방

면 근관의 사이즈에 맞는 포스트 선택이 필요하

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

접착치면에 대한 검토사항

접착재료의 선택조건

① 보철 물 을 접착시키는 치면은 법랑질인가

① 잉여시멘트 제거의 용이성

상아질인가? 혹은 둘 다인가?

② 간단한 혼합과 접착 단계

② 생활치인가 실활치인가?

③ 색상 종류가 있는 것

③ 수복재료의 종류

④ 듀얼 큐어 유무

④ 심미성
1-6 LinkAce의 Nozzle tip으로 근관 내
로 페이스트를 주입한다.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⑤ 교합상태, Contact Point의 위치

1-7 잔존치질의 상부에서 시멘트 주입을
멈춘다.

근관에서부터 뽑아내듯이 주입해 간다.

1-8 Fiber Post를 선단부 끝까지 삽입한
다. 시멘트의 흐름성이 좋아 핀셋을 놓게 되면
구개측으로 기울게되므로 핀셋으로 잡은채로 3
초간 광조사를 하여 초기경화시킨다.

Self-Adhesive Resin Cement
접착성 모노머 「인산에스테르 모노머」 배합

금속

치질

프라이머 불필요

프라이머 불필요

지르코니아

수복재료

프라이머 불필요

듀얼큐어형 레진시멘트

세라믹
[G-CEM LinkAce]

표1

실란커플링제배합
[Ceramic Primer Ⅱ]

하이브리드레진

Self-Adhesive Resin Cement [G-CEM LinkAce]는 시멘트 자체에 접착성 모노머인 [인산 에스테르

모노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의해 치질, 금속, 지르코니아에 프라이머를 함께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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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즉시 경화시킨다. Fiber Post는 지대
치의 incisal edge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1-10 잔존치질 상부는 G-Cem LinkAce
또는 Gradia Core로 빌드업을 한다. Gradia

1-11 근관 내부의 자가중합을 5분정도 기
다린 후 형태수정을 한다.

Core로 할 경우, 치질은 에칭과 본딩을 하는 것
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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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2

Fiber Post Resin Core(간접법)

2-12 잉여시멘트를 코튼으로 닦은 후, 광중합을 하면, 형태수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2-1 잔존치질이 적고, 근관 내에 포스트를 접착시킬 때 미중합으로 인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 간접법을 선택한다. 직접법으로 하면 지대치의 형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임상 경험으로

2-2 위 사진은 직접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래 사진은 치질의 변색이 눈에 띈다. 형성 후

비추어 볼 때, 잔존치질의 접착 면적이 작거나 치질이 변색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법을 피해야 한

에도 착색이 남기 때문에 간접법으로 시행한다.

2-15 완전하게 경화한 후에 잉여시멘트와
압배코드를 제거한다.

다.

2-14 세트 후의 상태. 전치부는 치은판막술
을 시행할 예정.
2-3 반드시 시적을 한다. 포켓 내에 시멘
트가 잔존하는 것을 막고, Provisional Wash

2-4 마진부의 확인. 세트 때 포스트가 회
전할 것 같으면 치질과 코어를 연필과 검은 매직

를 위해 압배코드가 삽입되어 있다.

으로 표시해 둔다(화살표부분).

2-6

24

2-5

샌드블라스트 처리

증례3

이규산 리튬계 세라믹 크라운(e.max)

1 증례 1의 실활치. 1 은 돌아갔던 생활치. 환자의 요구에 따라 1 1 모두 치관 수복을
3-1
시행하기로 하였다. 동일한 치관 수복 재료이지만, 지대치의 색조문제로 생활치, 실활치의 삭제량에

2-7 30초간 인산에칭처리. 충분하게 수
세, 건조한다

2-8 포스트부의 Silane coupling처리
(Ceramic Primer Ⅱ의 도포).

차이를 두었다.

2-9 통법대로 근관 세정브러시로 근관 내
세정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수용액로 세정을 한

2-10 시멘트 도포. 포스트 접착 시에는 시
멘트라인이 보이는 것이 접착하기 쉬우므로

2-11 압접. 코튼으로 잉여시멘트를 제거한
후, 들뜬 곳이 없는지 탐침으로 확인하고 광경

3-3 치면 청소브러시에 의한 청소. 가착재
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연마재를 이용하여

다.

AO3를 사용한다.

화시키기까지의 조작여유시간은 충분하다.

저속회전으로 시행한다.

5분간 초음파세정

特別号

2010-9

特別号

2010-9

3-4 2분간 크라운 내면의 불화수소산 처
리. 5분간 초음파세정.

3-2 마진설정이 깊은 경우에는 시멘팅 전
에 압배해 두는 것이 좋다. 사진은 인상시.

Ceramic Primer Ⅱ 도포 후, 에어건
3-5
조. 시멘트 충전(A2).

25

C A S E
P R E S E N TAT I O N

3-6 마진부까지 시멘트가 들어갈 수 있도
록 넘치게 한다.

3-7 코튼으로 잉여시멘트를 닦아낸다. 크
라운이 헐거우면 회전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

3-8 탐침으로 크라운의 적합을 최종적으
로 확인하고 협측설측의 마진이 들떠있지 않은

시점에서의 경화는 위험하다.

지 확인한다.

4-7 Onlay를 시적 후 뜨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아직 경화시키지 않는다.

4-8 코튼으로 잉여시멘트를 닦아낸다. 이
시점에서 탐침 등으로 뜨는 부분이 없는지 재확

4-9

잉여시멘트가 한 덩어리로 제거된다.

인을 하고 광중합으로 가경화시킨다. 마진이 깊
은 경우에는 완전 경화시킨 후에 압배코드를 제
거하는 것이 출혈의 염려가 없다.

3-9

2초간 광조사로 가중합시킨다.

3-10 Floss, 탐침 등으로 시멘트를 완전히
제거한다. 그 후, 본중합을 시킨다. (G-CEM

3-11 세트 직후의 상태. 잉여시멘트는 포세
린에서 쉽게 제거된다. 치은연하와 마진에 잔존

LinkAce는 보철물과 시멘트의 분리가 쉬우므

하는 경우도 없다. 확인을 위해 확대경이나 현미

로 그림 3-9상태에서 완전히 경화시켜도 문제

경으로 잔존 시멘트의 유무를 점검해 본다.

4-10 압배코드를 제거하고 잔존시멘트를
확인한다.

멘트 경화후에 교합정리, 연마를 시행한다.

없다).

증례4

Ceramic Onlay

4-1 실활치의 Ceramic Onlay. 협측원심
의 치질은 콘택트가 없으므로 남기기로 한다.

4-4 반드시 불화수소산처리를 2분간 한
다. (사진은 시적 후 상태. 타액이 닿으면 반드시

증례5

4-2 가착재 제거 후, 치면 청소. 구개측 마
진이 약간 깊기 때문에 압배코드를 삽입하였다.

4-5

수세. 5분간 초음파세정.

처음부터 불화수소산처리를 다시 한다.)

4-3 에나멜질을 인산으로 에칭. 와저부의
대부분이 근관충전 후의 코어용레진이다.

4-6 반드시 불화수소산처리를 2분간 한
다. (사진은 시적 후 상태. 타액이 닿으면 반드시
처음부터 불화수소산처리를 다시 한다.)

4-11 잉여시멘트를 모두 제거한 후, 본중합
시킨다. Porcelain, Onlay, Inlay의 경우, 시

Metal Ceramic Bridge

5-1 시적, Bite조정 후, 크라운의 내면은
샌드블라스트로 처리한다. 지대치는 청소해 둔

5-2 가공치(Pontic)의 아래 부분등, 시멘
트 제거가 어려운 부위는 바세린을 도포해 두면

5-3 확실하게 적합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광조사로 가경화시켜 제거하고 5분간 자가중합

다.

편리하다.

시킨 후 잉여시멘트를 확인한다.

5-4 시멘트가 포세린표면으로부터 깨끗하
게 제거되기 때문에 마진이 치핑할 염려는 없다.
잉여시멘트 제거의 용이성을 고려하면 AO3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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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6

귀금속합금 Crown

7-6 잉여시멘트를 가경화시키기 전에 보철
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경화시킨다.
6-1 Contact, Bite조정 후, 반드시 치면
청소를 시행한다. 그림 3-3과 마찬가지로 가착

6-2 크라운 마진부 내면에 시멘트를 확실
하게 주입한다.

재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연마재를 이용한

6-3 들뜸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합시킨다.
단, 크라운 외부의 시멘트를 경화시켰을 뿐 내

7-7 세트 시에는 압배코드를 넣은 상태로
가경화시킨 후에 압배코드를 제거하는 것이 출

7-8

장착직후, 압배코드 제거 후의 상태.

혈에 의한 술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
다.

부는 아직 완전히 중합되지 않았다.

다.

결론

6-4 광조사로 잉여시멘트를 경화시켜 한
덩어리로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멘트는 잘

6-5

수복용재료와 접착재료가 발전하면서

면청소 보철물 내면의 샌드블러스트처리, 불

주조직의 구조, 치수에 대한 안정성확보 등

접착임상에서의 조작단계는 한층 간편해 졌

화수소산처리 등)를 확실하게 한다면, 더욱

우리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다. 또한, 이전보다 높아진 치수와 치주조직

견고한 접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술자

과 최신 경향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에 대한 안전성은 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고

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접착재료 또는

이다.

마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어떤 접착 재료를

Inlay, Crown 등의 형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사용하더라도 합착과 접착 전의 전처리 (치

적용할 수 있는 교합의 기본지식, 그리고 치

시멘트제거, 자가중합에 의한 경화 후의 상태

보이는 AO3를 선택하면 쉽다.
마츠오 코이치
동경도 나카노 덴탈 클리닉 치과의사

증례7

약력
소속단체 ◎ 1995년 일본치과대학졸업, 스도우 치과의원 근무. 1998년 아이하라치과근무.
2000년 나카노덴탈 클리닉 개설. 2002년 의료법인사단행우회 이사장 취임. 2003년 동 에스테틱센터
개설. 2012년 나카노덴탈 남쪽 출구 클리닉 개설.
도쿄 SJCD 이사, 정규과정강사/일본구강임플란트학회/일본악교합학회/일본 치과 심미 학회/OJ 정회원
/USC 객원 연구원 / UCLA 임플란트 협회 소속.

All Ceramic Crown

2 접착조작시에 들뜸이 있어 다시
7-1
제작을 하게 되었다.

7-2 보철물장착 전의 지대치 상태. 임시치
아 제거 후에는 반드시 치면청소를 하고 가착재

7-3 불화수소산처리, 2분이상. 수세 후,
초음파 세정 5분.

를 완벽하게 제거한다.

7-4 그 후, 건조시켜서 Ceramic Primer
Ⅱ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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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号

2010-9

7-5 G-CEM LinkAce(Translucent)를
내면에 주입한다.
特別号

2010-9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