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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pplying adhesive after enamel etching on the shear bond
strength of orthodontic brackets using light curing resin cements
Eung-Hyun Kim, Jin-Woo Kim, Se-Hee Park, Yoon Lee, Kyung-Mo Cho*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hear bond strength of resin cement for orthodontic brackets without applying
an adhesive primer, to the case of applying an adhesive primer. Materials and Methods: The specimens were divided into three
experimental groups, Transbond XT, GC Ortho Connect and Orthomite LC, and the enamel surface was divided into two sections,
one with 37% phosphoric acid and the other with 37% phosphoric acid and an adhesive primer or universal adhesive. Each of three
types of cement was applied to orthodontic bracket, and after bonding, the shear bond strength was measured. Results: Transbond
XT and Orthomite LC significantly increased shear bond strength when orthodontic brackets were bonded after applying an adhesive
primer and universal adhesive, respectively.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application of an adhesive primer or universal adhesive
after acid etching will improve shear bond strength of orthodontic brackets in Transbond XT and Orthomite LC. (J Dent Rehabil Appl
Sci 2021;37(4):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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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또한 치아 배열을 위한 교정 치료를 위해서는 전체 치
아에 치열교정용 브라켓을 부착해야 하므로 치열교정용

치아 배열을 위한 교정 치료를 위해서는 브라켓을 치면

브라켓 접착을 위한 치아 표면 처리에 매우 긴 시간이 소

에 부착해야 하며 이때 여러가지 시멘트가 이용된다. 최

요되며 복잡한 치면 처리 과정은 접착의 실패가 발생할

근에는 조작의 편의성과 높은 접착력으로 인하여 레진계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다.6 따라서 치열교정용 브라켓의

시멘트가 주로 이용된다.1

접착력 상실 혹은 치면으로부터의 탈락과 관련된 주제는

치아 배열을 위한 교정 치료를 위해서는 수 년에 걸친

교정 영역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잡게 되었다.7

긴 치료기간이 소요되기에 교정력 및 저작력 등의 기계적

최근 치열교정용 브라켓 접착을 위해 레진계 시멘트를

인 힘과 온도 및 습도 변화에도 치열교정용 브라켓이 탈

이용할 때 치아 표면의 산 부식 후 특별한 접착제를 도

2,3

락하지 않도록 접착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포할 필요가 없는 제품들이 개발되었다.8 치열교정용 브

레진계 재료들은 치아와 접착이 가능하지만 접착을 위

라켓 전용 시멘트인 GC Ortho connect (GC, Tokyo, Ja-

해서는 법랑질과 상아질 각각에 적절한 치아 표면 처리

pan) 및 Orthomite LC (Sun Medical, Shiga, Japan)는 제

및 접착제의 도포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표면 산 부식

조사의 지시에 따르면 법랑질의 산 부식만 시행한 후 접

4,5

후 접착제를 도포한 뒤 광중합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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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시행하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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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랑질 접착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접

치열교정용 브라켓으로 0.018-inch narrow twin stan-

착이 잘 되는지 또는 기존의 치아 표면 처리 방법과 비교

dard edgewise bracket (Tomy, Fukushima, Japan)을 사

하여 차이가 없는가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용하였다.

이에 최근 개발되어 시판 중인 접착제 도포가 필요 없
는 치열교정용 브라켓 전용 시멘트의 법랑질에 대한 접
착강도를 접착제를 도포한 경우와 비교하여 유용성을 평

접착제와 시멘트의 중합을 위해 LED 광중합기인 GLight (GC)를 사용하였다.
치관부에 결함이 없는 소의 하악 절치 45개를 사용하
였으며 발거 후 4°C 식염수에 보관하고 1개월 이내에 사

가하고자 하였다.

용하였다. 백악법랑경계에서 치근을 절제한 후, 치관부
치수강의 치수를 제거하고 2.5% NaOCl을 30분간 담가

연구 재료 및 방법

둔 뒤 수세하고 근단 방향의 개방된 부분을 임시 충전재
치열교정용 브라켓 접착을 위한 광중합형 치열교정용

인 Caviton (GC)으로 봉하였다. 치관의 최대한 넓은 순

레진계 시멘트인 Transbond XT (3M Unitek, Monrovia,

측 면이 노출되도록 주의하여 2 × 2 × 2 cm 크기의 자가

USA), GC Ortho Connect 및 Orthomite LC의 3종을

중합형 아크릴릭 투명 레진에 매몰하였다. 320-grit, 600-

사용하였다. 법랑질 표면의 산 부식을 위해 37% 인산인

grit의 실리콘 카바이드 페이퍼를 차례로 이용하여 균일

DenFil Etchant 37% (Vericom, Anyang, Korea), 접착제

한 연마도를 가지는 법랑질 표면이 노출되도록 주수 하

인 Transbond XT Adhesive Primer (3M Unitek) 및 유

에 연마하였다.

니버셜 접착제인 Single Bond Universal (3M ESPE, St.

시편을 임의로 15개씩 Transbond XT 군, GC Ortho

Paul, USA)을 사용하였다. 각 재료의 구성성분은 Table

Connect 군 및 Orthomite LC 군으로 분류하였다. 각 접

1에 나타내었다.

착 시스템을 법랑질 표면에 적용하기 전에 표면은 깨끗

Table 1. Composition of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Material

Manufactures

Composition

Transbond XT
Paste

3M Unitek

Silane-treated quartz
Bisphenol A diglycidyl ether dimethacrylate
Bisphenol A bis (2-hydroxyethil ether) dimethacrylate

GC Ortho Connect

GC

Ethoxylated bisphenol-A dimethacrylate (Bis-EMA)
Urethane dimethacrylate (UDMA)
Phosphoric acid ester monomer
Photoinitiator
Stabilizer

Orthomite LC

Sun Medical

2-Hydroxyethly methacrylate
2-Propenoic acid, 2-methyl-, 7,7,9-trimethyl-4,13 dioxo
-3, 14-dioxa-5,12-diazahexadecane-1, 16-diyl ester
2-Propenoicacid, 2-methyl-, 1,3-phenylenebis

3M Unitek

TEGDMA
Bis-GMA
4-(dimethylamino)-benzeneethanol
DL-Camphorquinone
Hydroquinone

3M ESPE

Bis-GMA
MDP
Dimethacrylate resins
HEMA
Vitrebond copolymer
Silane
Ethanol
Water

Transbond XT
Adhesive Primer

Single Bond
Universal

Data from manufacturers’ websites and/or product cata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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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세척하고 건조한 후 각각 다른 치면 처리를 하였다.

전단접착강도 측정 후, 시편의 표면을 실물 현미경

법랑질 표면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멘트 별

(LEICA M320, Leica Microsystems, Wetzlar, Germany)

로 두 가지 다른 표면 처리를 하였다. 세 가지 시멘트 모

으로 40배 확대하여 접착 실패 양상을 관찰하였다. 접착

두 산 부식만 시행한 군은 37% 인산을 법랑질 표면에 적

실패 유형에 따라 접착제와 피착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용하고 30초간 산 부식한 뒤 30초간 수세하고 건조하였

접착성 실패(Adhesive failure), 접착제 내에서 발생하는

으며 추가적인 접착제를 처리한 군은 다음과 같이 하였

응집성 실패(Cohesive failure), 위의 양상들이 혼합되어

다.

나타나는 혼합성 실패(Mixed failure)의 3가지 범주로 분

Transbond XT 시멘트에서는 37% 인산을 법랑질 표

류하였다.

면에 적용하고 30초간 산 부식한 뒤 30초간 수세한 후 건

시멘트 종류와 치면 처리 방법이 전단접착강도에 미치

조하고, Transbond XT Primer를 얇게 도포한 뒤 10초간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바람으로 건조하고 10초간 광중합을 하였다.

ANOVA)을 하였고, 각각의 시멘트에서 표면 처리 방법

GC Ortho Connect 시멘트와 Orthomite LC 시멘트

에 따른 전단접착강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에서는 37% 인산을 법랑질 표면에 적용하고 30초간 산

t-검정(Independent t-test)을 하였다. 모든 실험 조건 사

부식한 뒤 30초간 수세한 후 건조하였으며, Single Bond

이의 전단접착강도를 다중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

Universal을 얇게 도포하고 10초 후 바람으로 건조한 뒤

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으며 Duncan test

10초간 광중합 하였다.

로 사후분석을 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95% 유의수준

2

단면적 10.6 mm 의 하악 절치용 금속 브라켓에 각각

에서 진행을 하였다.

의 시멘트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표면 처리를 한 치면에

결과

안착한 후 잉여 시멘트를 제거한 뒤 브라켓의 양쪽에서
LED광중합기(G-Light)를 이용하여 10초씩 광중합을
하여 접착을 하였으며 24시간 동안 36°C, 100% 상대습

시멘트와 표면 처리 방법이 전단접착강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Table 2와 Fig. 1에

도에서 보관하였다.
전단접착강도 측정을 위해 만능 재료 시험기(RB-306,

나타내었다. 통계 분석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표면 처리

R&B Inc., Daejeon, Korea)를 사용하였다. 각 시편에

는 전단접착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

400 kg중의 전단력을 분당 1.0 mm의 속도로 가하여 금

으며, 접착제 혹은 유니버셜 접착제를 도포한 후 접착을

속 브라켓이 시편으로부터 탈락할 때의 최대하중을 RB

하였을 때 전단접착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06 Helio X software (R&B Inc.)를 이용하여 획득하고

시멘트의 종류에 따른 전단접착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이를 전단접착강도(MPa)로 환산하였다.

않았다.

2

R (MPa) = F (N) / A (mm )

각각의 시멘트에서 표면 처리 방법에서 나타난 전단접

Table 2. Result of Two-way ANOVA test on shear bond strength of cements
Source
Corrected Model
Intercept
Cement
Surface
Cement*Surface
Error
Total
Corrected Total

Sum of squares
302.471
52301.824
63.254
229.760
9.456
2089.905
54694.200
2392.376

df
5
1
2
1
2
84
90
89

Mean square
60.494
52301.824
31.627
229.760
4.728
24.880

F
2.431
2102.178
1.271
9.235
0.190

Sig.
.041
.000
.286
.003
.827

a.R Squared = .126 (Adjusted R Squared = .074), df: Degree of freedom, Sig.: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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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0
25

MPa

20

Etching
Etching+ priming

15
10
5
0
Transbond XT

GC Ortho Connect

Orthomite LC

Fig. 1. Result of Two-way ANOVA test on shear bond strength of cements. The groups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re denoted by an asterisk (P < 0.05).

Table 3. Shear bond strength of tested groups (Mean (MPa) ± St. Deviation)
Etching
Etching + Priming

Transbond XT
21.25 ± 4.31
*
24.73 ± 4.97

GC Ortho Connect
23.86 ± 5.39
26.16 ± 5.56

Orthomite LC
22.41 ± 5.20
*
26.23 ± 4.35

The groups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re denoted by an asterisk (P < 0.05).

착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독립 t-검정을 시행하
여 각 시멘트 군에서의 표면 처리 방법에 따른 전단접착

Table 4. Result of One-way ANOVA test on shear bond
strength

강도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ransbond
XT 군과 Orthomite LC 군에서 접착제를 도포한 후 접
착을 한 경우 전단접착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GC Ortho Connect 군에서는 표면 처리 방법에 따른 전
단접착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실험 조건 사이의 전단접착강도를 일원배치 분산
분석 후 Duncan test로 사후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에

Transbond Etching
Transbond Priming
Ortho Connect Etching
Ortho Connect SBU
Orthomite Etching
Orthomite SBU

N
15
15
15
15
15
15

Homogeneous subsets
1
2
21.25
22.41
22.41
23.86
23.86
24.73
24.73
26.16
26.23

나타내었다. 산 부식만 한 Transbond XT 군이 산 부식
을 하고 유니버셜 접착제를 도포한 GC Ortho Connect
군 및 Orthomite LC 군에 비하여 낮은 전단접착강도를
보였다.
각 실험군에서의 접착 실패 양상을 Table 5에 나타내었
으며, 모든 실험군에서 대부분 혼합성 실패가 관찰되었다.

212

J Dent Rehabil Appl Sci 2021;37(4):209-16

Effect of applying adhesive after enamel etching on the shear bond strength of orthodontic brackets using light curing resin cements

Table 5. Failure mode of tested groups (Number of specimen)
Cohesive
1
0
1
2
1
0

Transbond Etching
Transbond Priming
Ortho Connect Etching
Ortho Connect SBU
Orthomite Etching
Orthomite SBU

Adhesive
1
2
1
1
0
0

Mixed
13
13
13
12
14
15

Total
15
15
15
15
15
15

때 약 2배가량 증가하게 되어 소수성의 레진용액이 모세

고찰

혈관작용에 의해 표면 공극에 침윤해 들어갈 수 있게 된
치열교정용 브라켓의 접착 실험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다.18 이러한 법랑질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표면

치아는 사람의 상악 중절치로 순면으로부터 거의 편평한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실험군에서 높은 전단 접착

접착면을 확보할 수 있어 치열교정용 브라켓 접착 시 곡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9

면에 대한 고려사항을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심미

본 연구에서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시멘트와

성에 대한 관심과 여러 치료 술식의 발달로 사람의 상악

표면 처리 방법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였을 때, 산 부식 후

중절치를 연구용으로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접착제 처리를 시행한 경우 산 부식만 시행한 경우에 비

모든 포유류의 치아는 조직학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보
10

하여 전단접착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자가

이며, Nakamichi 등의 연구에 의하면 비록 소의 법랑질

부식 접착제의 법랑질에 대한 접착은 부식 처리된 법랑질

은 사람의 법랑질에 비하여 낮은 접착력을 보이나 접착

에 레진 단량체가 침투되어 형성된 미세기계적인 유지에

11-13

따

의해 이루어지며,19,20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높

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의 법랑질을 사람의 법랑질의 대

은 유기 용매에 레진 모노머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있

체재로써 사용하여 치열교정용 브라켓의 접착 실험을 하

기 때문에 산 부식 후 형성된 공극으로의 레진 침투를 용

였다.

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21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치열교정용 브라켓 접착 술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
기 위하여 접착제 도포가 필요치 않은 시멘트들이 도입

접착제 및 자가 부식 접착제를 이용한 표면 처리가 접착
강도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되었다. 이전의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시멘트들은

각 시멘트에서 표면 처리 방법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였

14

을 때, Transbond XT 군과 Orthomite LC 군에서 산 부

기존 방식의 접착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거나
15

약간 낮은 전단접착강도를 나타내었다.

식 후 접착제 처리를 하였을 때 산 부식 처리만 한 경우

Reynolds의 연구에 의하면 치열교정용 브라켓이 구강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전단접착강도를 나타내었으며,

내에서 유지되기 위한 임상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전단접

GC Ortho Connect 군에서는 전단접착강도에 통계적으

2

착강도는 5.9 - 7.8 MPa이며, 본 연구에서 실험군들 간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각 제품 성분의

전단접착강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추측된다. Transbond XT Paste

실험군에서 표면 처리 방법에 관계없이 Reynolds가 제시

는 제조사에 따르면 필러 함량이 70 - 80%가량의 무게비

한 기준을 만족시켰다.

를 차지하며, 레진 단량체는 무게비가 15 - 30%가량으

접착제와 법랑질 표면 사이의 결합 강도는 레진의 강

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함유하고 있다. Transbond

도 및 법랑질 표면 공극으로 침투하는 능력에 의해 영향

XT Primer에는 소수성 모노머인 Bis-GMA와 점도를 낮

16,17

법랑질의 활택한 표면은 산 부식에 의해

추기 위한 TEG-DMA가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칠어지며 불균일한 미세요철이 생겨남으로써 접착할

Transbond XT Paste의 상대적으로 낮은 레진 단량체 비

수 있는 표면적이 증가된다. 부식된 법랑질의 표면장력은

율을 Transbond XT Primer가 보완해주어 치면과의 접

약 72 mN/m으로서 부식되지 않은 상태와 비교하였을

착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Orthomite LC는

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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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 따르면 4 종의 레진 단량체가 각각 10% 이하
의 무게비로 포함되어 있으며, GC Ortho Connect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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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가량을 함유하고 있다. Orthomite LC는 다른 제

Jin-Woo Kim https://orcid.org/0000-0002-0004-0710

품군과 비교하였을 때 레진 단량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Se-Hee Park https://orcid.org/0000-0002-4052-4082

낮으므로, 자가 부식 접착제인 Single Bond Universa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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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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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할 수 있다.

Hosein 등의 연구에 의하면 브라켓 접착용 시멘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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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레진시멘트를 사용한 치열교정용 브라켓 접착 시 접착제 사용 유무가
산 부식한 법랑질의 전단접착강도에 미치는 영향
김응현 전공의, 김진우 교수, 박세희 교수, 이윤 교수, 조경모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교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접착제를 적용하지 않고 치열교정용 브라켓을 접착할 수 있는 레진시멘트의 법랑질에 대한 접착
강도를 접착제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기 위함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시편을 Transbond XT, GC Ortho Connect 및 Orthomite LC의 3개의 실험군으로 나누고, 노출된 법
랑질 표면을 2분획으로 나누어 한 분획에는 37% 인산으로, 다른 한 분획에는 37% 인산 및 접착제 혹은 유니버셜 접착제
로 표면 처리를 하였다. 치열교정용 브라켓에 3 종류의 시멘트를 각각 도포하고 접착을 한 뒤 전단접착강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Transbond XT와 Orthomite LC는 각각 접착제와 유니버셜 접착제를 적용한 후 치열교정용 브라켓을 접착할 경
우 전단접착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Transbond XT와 Orthomite LC에서 산 부식 후 접착제의 적용이 치열교정용 브라켓의 전단접착강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1;37(4):209-16)
주요어: 법랑질; 치열교정용 브라켓; 레진시멘트; 전단접착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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