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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olor stability and antibacterial properties of the surface of polyethyl methacrylate (PEMA)
resin with zirconia nanoparticles added. Materials and Methods: The control group was pure PEMA resin, and the experiment group
was PEMA resin 15 mm in diameter and 2.5 mm in thickness disk-shaped specimens with 2, 4 and 8 w/v% of zirconia nanoparticles
added, which were respectively divided into Group Z2, Group Z4, and Group Z8. After analyzing the surface roughness and color
stability of the specimens, their antibacterial properties were evaluated using Porphyromonas gingivalis (P. gingivalis).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when normality was met in the Shapiro-Wilk test, one-way ANOVA was used to test parameters, and
Tukey’s test was used as a post hoc test. When normality was not met, the Kruskal-Wallis test, a non-parametric test was used (P <
0.05). Results: The surface roughness measurement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color stability evaluation showed that the Z2, Z4, and Z8 groups were within the color range of natural teeth.
The adhesion of P. gingivalis was evaluated to be significantly reduced in Group Z2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 < 0.05). In the
Z2 group, Z4 group, and Z8 group, dead cells bacteria than the control group were observed. Conclusion: In conclusion, PEMA resin
with zirconia nanoparticles added was within the range of natural teeth in color and reduced the adhesion of P. gingivalis. (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1):18-25)
Key words: temporary crown resin; polyethyl methacrylate resin; zirconia nanoparticles; color stability; antibacterial effect

서론

야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 임상적용은 어렵다.4-6
임시치관용 레진 관련 연구는 제작방법에 따른 파절강도

임시치관용 레진의 목적은 영구적인 수복물이 완성될

및 굴곡강도에 관한 연구,7,8 3D프린터로 제작된 다양한

때까지 조직친화성을 유지하면서 환자에게 기능, 발성 및

조성의 임시치관용 레진의 정확도 평가 등,9,10 물리적인

우수한 심미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1 중·장기간 사용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임시치관용 레진에 항균물

하는 경우 임시치관용 레진이 변성되고 표면에 치태가 침

질을 첨가하여 조성 변화를 통한 치은염, 치주질환 억제

2

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치태는 박테리아의 서식지
로 작용하여 치은염, 치주질환 및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
3

와 첨가 물질에 따른 색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지르코니아 나노입자는 우수한 항균성과 생체적합성

인이 된다. Chlorthexidine, vancomycin 등의 항균물질

을 갖고 있으며 마모 저항성 및 강도가 강할 뿐 아니라

을 임시치관용 레진에 적용하는 연구는 항생제의 내성을

생체 내에서 야기할 수 있는 골 흡수나 면역반응도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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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표면처리 재료로써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11,12

SIC #800 grit 연마지로 주수 하에 시행하였다. 대조군은

생체적합성 외에도 허용 가능한 심미성을 가지고 있

Polyethyl Methacrylate (PEMA) 레진, 실험군은 지르코

어,

13,14

치의학 분야에서 지르코니아와 관련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15,16

지르코니아 나노복합체를 레진에 처리

니아 나노입자를 각각 2, 4, 8 w/v%를 첨가한 Z2군, Z4
군, Z8군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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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거칠기 측정을 위해 표면조도측정기(2D

딥코팅은 현탁액(slurry)에 코팅하려는 재료를 수직으로

contact stylus profilometer: DIAVITE DH-7, Asmeto

담갔다가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들어 올리는 코팅방법으

Ltd., Richterswil, Switzerland)를 이용하여 표면거칠기

로 현탁액의 점도 및 들어올리는 속도에 의해서 코팅층

를 측정하였다. 하나의 시편에서 세 가지 다른 부분의 표

의 두께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탁액이 고점도이므

면조도 값을 측정하여 세 값의 평균을 그 시편의 거칠기

로 흘러내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형성된 코팅

값으로 하였다. 시편의 색상 비교를 위해 분광측색장치

층에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코팅층 아래 가장자리 부분

(Spectrophotometer model CM-2600d, Minolta Co.,

하는 방법으로는 blasting, 딥코팅 등이 이용되어 왔다.

18

에 방울이 생기는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Osaka, Japan)로 국제조명위원회(CIE: Commissiom

의치에 이용되는 PMMA/ Zirconia nanoparticles복합체

Internationale de J’Eclairage)에서 규정한 표준 광원을

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의 개선 및 Candida albicans의 부착

채택하여 육안에 가깝게 시야각 10°에서 측정하였다. 시

19,20

편을 백색판(CIE L* = 95.31, a* = 0.43, b* = -1.86) 위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orphyromonas gingivalis (P. gingivalis)는 세균막의 후기

에 올려놓고, 분광측색장치의 3 mm의 측정경을 시편에

집락화를 구성하는 세균 종으로써 치주질환의 주된 원

밀착시켰다. 자동 평균 측정 횟수를 3회로 하여 각각의

21

인균이다. 특히 P. gingivalis는 성인 치주염 부위에서 높

시편마다 임의의 서로 다른 3개의 표면에서 색상을 측정

은 빈도로 발견되어 성인 치주염의 주된 원인균으로 여겨

하였다. 한 표면 당 3회 측정하여 하나의 평균값을 구하

22

질 뿐 아니라 임플란트에서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였고, 각 군당 3개의 시편에서 총 9개의 수치를 얻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임시치관용 레진에 항균

측정값은 Spectra magic software (CM-S100w, Minolta

물질을 첨가하여 조성 변화를 통한 치은염, 치주질환 및

Co.)를 이용하여 표색계의 L*, a*, b* 값 및 ΔE*을 분석

임플란트 주위염을 유발하는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인

하였다.

Porphyromonas gingivalis을 이용한 실험은 미흡하다.

표면에 박테리아가 부착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플란트 임시치관용 레진에

주질환에 관여하는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 Porphyromonas

지르코니아 나노입자를 첨가하여 표면거칠기 및 색안정

gingivalis (KCOM-2804, Gwangju, Korea)를 이용하였다.

성의 표면 특성을 알아보고, 항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세균은 한국구강미생물자원은행(Korean Collec-

평가하는 것이다.

tion for Oral Microbiology, Gwangju, Korea)에서 분양
받아 배양하였다. P. gingivalis (KCOM-2804, Gwangju,

연구 재료 및 방법

Korea) 균주는 TSB (Tryptic Soy Broth,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Sparks, USA) 배지로 48시간동안

임시치관용 레진 Polyethyl Methacrylate (PEMA)
resin (Snap, Parkell Inc., Edgewood, USA)의 모노머에
지르코니아 나노입자(ZrO2, 45 - 55 nm, 99%, Uninano
Ltd., Houston, USA)를 각각 2, 4, 8 w/v%을 혼합하여
교반기(MS-300HS, AHN Lab, Yangju, Korea)를 이용
하여 2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각각의 용액에 폴리머을
섞고 Polyvinyl siloxane인 Putty (CharmFlex®, dentkist
Ltd., Seongnam, Korea)로 제작된 지그를 이용하여 직경
15 mm, 두께 2.5 mm 디스크 형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이 후 균일한 표면을 형성하기 위해, 연마기(LaboPol-5,
Struers Co., Rotherham, UK)를 사용하였으며, 연마는
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1):18-25

Table 1. Treatment groups in the experiment
Group
Control
Z2
Z4
Z8

Composition
PEMA resin
PEMA resin
+Zirconia nanoparticles
PEMA resin
+Zirconia nanoparticles
PEMA resin
+Zirconia nanoparticles

W/V%
2
4
8

PEMA: Polyethyl 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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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배양기(Forma Anaerobic System 1029, Thermo

결과

Fisher Scientific, USA)에서 배양하였다 배지에 형성된
단일콜로니를 액상배지에 배양하여 1.5 × 107 CFU/ml

표면조도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표면 거칠기는 대

농도의 세균을 준비하였다. 모든 시편은 2시간 동안 오

조군의 경우 0.29 ± 0.11 μm 이고 Z2군, Z4군 및 Z8군

토클레이브(HS-3460SD, Hanshin Medical Co, Incheon,

의 경우 각각 0.20 ± 0.07 μm, 0.18 ± 0.19 μm, 0.18 ±

Korea)로 멸균하였고, 이 후 24시간 동안 254 nm의 평

0.04 μm으로 측정되었다(Table 2).

균파장으로 UV소독한 후, 군마다 시편 8개를 준비하

분광측색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

여 24-well plate (SPL Life Sciences Co., Ltd., Incheon,

한 CIE L*, CIE L*값의 수치는 Z2군, Z4군 및 Z8군의

7

Korea)에 위치하였다. 각각의 시편 에 1.5 × 10 CFU/

경우 각각 71.3 ± 0.18, 77.2 ± 0.19, 77.8 ± 0.1으로 측정

ml 농도의 P. gingivalis 균주를 접종하고, 48시간 동안 배

되었다. CIE a*값의 수치는 Z2군, Z4군 및 Z8군의 경우

양하였다. 박테리아 배양 후, 시편 위에 부유하는 배지는

각각 0.61 ± 0.02, -0.7 ± 0.11, -2 ± 0.01으로 측정되었

제거하고, PBS (Phosphate buffer saline)용액으로 2번

다. CIE b*값의 수치는 Z2군, Z4군 및 Z8군의 경우 각

의 세척 과정을 진행하였다. 시편에 부착된 박테리아는

각 15.26 ± 0.05, 15.53 ± 0.02, 16.3 ± 0.02으로 측정되

0.3 % crystal violet 용액을 500 μl씩 분주하여 염색하였

었다(Table 3, Fig. 1, Fig. 2). 지르코니아 나노입자를 함

다. 10분이 지나면 처리한 crystal violet 용액은 제거하고,

유한 Z2군, Z4군, Z8군은 자연치아의 색상 범위 내에 있

남아있는 용액은 PBS 용액으로 3번 세척하였다. 15분간

었다.23 대조군과 비교한 ΔE* 값은 Z2군, Z4군 및 Z8군

시편을 건조시킨 후, 탈염액(80% ethyl alcohol + 20%

의 경우 각각 5.0, 9.3, 11.3으로 계산되었다(Table 4).

acetone)을 500 µl씩 분주하고 1시간 동안 교반한 후, 시
료를 96-well plate (SPL Life Sciences Co, Ltd)로 200

P. gingivalis의 부착평가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Z2군
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5) (Fig. 3).

µl씩 넣고 595 nm 파장에서 ELISA (VersaMax ELISA

LIVE/DEAD를 이용해 살아있는 박테리아와 사멸된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 San Jose, USA)로

박테리아는 각각 녹색과 붉은색으로 관찰했다. 대조군

®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LIVE/DEAD BacLight

TM

Bac-

은 시편 위 부착된 박테리아가 녹색으로 관찰되며 이는

terial Viability Kit (SYTO 9 , Molecular Probes Europe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와 비교하여

®

BV, Leiden, Netherlands)를 이용해 박테리아를 시각적
으로 평가하였다. 박테리아 배양 후에, PBS 용액으로 박
테리아가 잔존하는 배양된 배지를 세척하였다. 형광시약
(SYTO 9 dye : propidium iodide : dH₂O = 1.5 µl : 1.5
µl : 1.0 ml)을 시편에 각각 200 µl씩 넣어주고, 알루미늄
호일로 well plate를 감싸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후, 상
온에서 15분간 염색시켰다. 이후 남아있는 염색 용액을
PBS 용액으로 다시 세척하였고, 시편 위에 부착된 박테
리아는 Confocal laser sanning microscope (Leica TCS
SP5 AOBS/tandem, Leica Microsystems, Mannheim,

Table 2. Surface roughness using a 2D contact stylus profilometer
Group
Control
Z2
Z4
Z8

Ra ± SD (μm)
0.29 ± 0.11
0.20 ± 0.07
0.18 ± 0.19
0.18 ± 0.04

N
3
3
3
3

SD: Standard deviation.

Germany)로 관찰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21.0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였다. Shapiro-Wilk normality test에서 P.
gingivalis의 부착평가는 정규성을 만족하여 일원분산분석
으로 통계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Tukey test을
이용하였고(P < 0.05), 표면거칠기 및 색안정성 평가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비모수 검정인 Kruskal 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P < 0.05).

Table 3. CIE L*, a*, and b* values of the colored specimens (n = 3)
Group
Z2
Z4
Z8

CIE L*
71.3 ± 0.18
77.2 ± 0.19
77.8 ± 0.1

CIE L*, a*, b*

CIE a*
-0.61 ± 0.02
-0.7 ± 0.11
-2 ± 0.01

CIE b*
15.26 ± 0.05
15.53 ± 0.02
16.3 ± 0.02

L* : lightness / a* and b* : hue and chroma
a* : red-green scale / b* : yellow-blue sacle

CIE: Commissiom Internationale de J’Eclai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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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2군, Z4군, Z8군은 시편 위 부착된 박테리아 수 자체도

70

적지만 살아있는 박테리아도 적고, 전반적으로 붉은빛을
보이는 것을 통해 사멸된 박테리아가 많음을 알 수 있었

Values of CIE L* a* b*

50
L*

다(Fig. 4).

a*

30

b*

Table 4. CIE ΔE values of the colored specimens (n = 3)

10

-10

Control

Z2

Z4

Group ΔE = [(L1* - L2*)2 + (a1* - a2*)2 + (b1* - b2*)2]1/2
Z2
5.0
Z4
9.3
Z8
11.3

Z8

Group

Fig. 1. CIE L* a* and b* values of the colored specimens.
CIE: Commissiom Internationale de J’Eclairage.

CIE: Commissiom Internationale de J’Eclairage.

1.5

More green
Absorbance Level (595 nm)

20
15

More yellow

10

Control
Z2
Z4
Z8

5

-7

-5

0
-1

-3

A

B

0.5

0.0

Range range of a* and b* values of natural teeth

Fig. 2. Relationship between a* and b* values of the
colored zirconia specimens.

1.0

Control

Z2

Z4

Z8

Group

Fig. 3. Results of a one-way ANOVA test to analyze the
adhesion of Porphyromonas gingivalis (P. gingivalis) to
the PEMA resin in the control group and groups Z2, Z4,
and Z8. *Marginally significant at (P < 0.05).

C

D

Fig. 4. Fluorescent staining images of Porphyromonas gingivalis (P. gingivalis). (64×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mode). (A) the control group, (B) Group Z2, (C) Group Z4, (D) Group Z8. Green fluorescence indicates viable cells and red
fluorescence indicates dea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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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부착 억제 효과를 보였다. 지르코니아 나노입자의 항균
효과는 바이오필름 형성을 억제시키고 세포질 내에 박테

지르코니아는 바이오세라믹으로 많은 분야에서 응용

리아가 축적하는 것을 막는다고 보고가 있었다.31,32 본 실

되고 있다. 뼈과 화학적인 결합은 하지 않으나 높은 생

험에서도 LIVE/DEAD 결과에서, 지르코니아 나노입자

체친화성과 스트레스 저항을 가지고 있으며, 생체 내에

의 첨가가 사멸된 균을 증가 시킨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서 부식, 염증반응 또는 알레르기가 없고 높은 생체적합

상기보고들의 결과와 일치했다. 그러나 박테리아의 부착

24,25

지르

은 Z2군에서만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항균활성은 표면

코니아는 구강 내에서도 항균효과를 보였다. 구강 내

거칠기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이 있으며,33 표면거칠기의

박테리아 부착은 표면의 박테리아 움직임의 가역적/비

증가는 표면의 불규칙성 내에 쉘터를 제공함으로써 박

가역적 단계의 초기단계 부착, 특정 상호작용에 의한 부

테리아 부착을 증가시키며,23 0.2 μm 미만의 표면거칠기

착,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기 위한 콜로니의 형성 이렇게 4

는 부착의 감소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34,35 Gad36는 여

단계로 이루어진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구강표면에 대한

러 종류의 PMMA 레진에 지르코니아 나노입자의 첨가

박테리아 부착 및 제거가 동적평형상태로 존재하지만,

는 표면거칠기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 본 실험에서

어떠한 이유로 증가된 박테리아 축적되면 질병이 발생된

는 Z2군의 거칠기가 0.2 μm이었지만 박테리아 부착이

다. 그리고 이러한 부착의 정도에 관여하는 큰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Z4, Z8군은 거칠기가

성 때문에 치과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26

27

는 표면거칠기가 있다. 표면거칠기의 증가는 많은 박테

0.2 μm 미만이었지만 박테리아 부착이 통계적으로 유의

리아를 증가하고 강력하게 결합시키며 이러한 두 요인은

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지르코니아 첨가량과

28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본

거칠기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 나노입자가를 첨가한 임시치관

이 연구를 통해 지르코니아 나노입자가 첨가된 PEMA

용 레진 Polyethyl Methacrylate (PEMA) 레진의 표면거

(Polyethyl Methacrylate)레진은 자연치아 범위 내에 있으

칠기, 색안정성 및 항균효과를 평가하였다.

며, P. gingivalis의 부착을 감소시키므로 치은염, 치주질환

색안정성평가는 국제 조명위원회에서 인정한 표색
계의 CIE L*a*b*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IE

및 임플란트 주위염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L*a*b* 시스템은 1978년에 국제 조명 위원회(Commission Internationale de J’Eclarage)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결론

측정의 결과를 L*, a*, b*수치로 나타내어 ΔE*를 구하였
고, 그것을 색 안정성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ΔE*가 증가
29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 나노입자가 첨가된 PEMA

하면 색안정성은 감소하는 것이다 . 치과 수복재를 평가

레진을 제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르코니

시에 ΔE*가 1이상이면 눈으로 색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아 나노입자가 첨가된 PEMA 레진의 표면거칠기에 영

수치이고, ΔE*가 3.3 이하이면 수용가능한 수치이며, 3.7

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르코니아 나노입자가 첨가는

이상일 때는 육안 판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문제가 된다

PEMA 레진의 색상은 자연치아 색상 범위 내에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ΔE*값에

PEMA 레진의 지르코니아 나노입자가 2 w/v% 첨가된

30

대해서는 아직 확립이 되어있지 않다. 대조군과 비교한

군에서 P. gingivalis의 부착이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지르

CIE L*, a*, b*값의 수치는 지르코니아 나노입자를 많이

코니아 나노입자가 첨가는 PEMA 레진에서 사멸된 박테

함유된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르코니아 나노입자가를

리아가 대조군보다 더 많이 관찰되었다.

함유한 임시치관용 레진은 자연치아의 색상 범위 내에
있었다. 하지만 지르코니아 나노입자를 함유한 임시치관
용 레진은 ΔE*가 3.3 이상이였으나 모두 자연치아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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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 나노입자 첨가된 PEMA (Polyethyl Methacrylate)레진 표면의
색안정성 및 항균평가
김희선1† 대학원생, 이선기2† 임상조교수, 장우형1 전임의, 박찬2 조교수, 임현필1* 교수
1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보철학교실

2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치과보철과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지르코니아 나노입자 첨가된 PEMA (Polyethyl Methacrylate)레진 표면의 색안정성 및 항균평가
하는 것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PEMA 레진의 모노머에 지르코니아 나노입자를 각각 2, 4, 8 w/v%을 첨가하여 교반기를 이용하여
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각각의 용액에 폴리머를 혼합하여 직경 15 mm, 두께 2 mm의 디스크 형태의 시편을 제작하였
다. 대조군은 PEMA 레진, 실험군은 2, 4, 8 w/v% 첨가한 지르코니아 나노입자를 Z2군, Z4군, Z8군으로 나누었다. 시
편의 표면거칠기 및 색안정성을 분석한 후, Porphyromonas gingivalis (P. gingivalis)를 이용하여 항균평가 하였다. 통계 분석은
Shapiro-Wilk normality test에서 정규성을 만족하는 경우 일원분산분석으로 통계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Tukey
test을 이용하였고(P < 0.05),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모수 검정인 Kruskal 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P < 0.05).
결과: 표면거칠기 측정결과, Z2군, Z4군, Z8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색안정성 평가결과, Z2군,
Z4군, Z8군은 자연치아의 색상 범위 내에 있었다. Z2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P. gingivalis 부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5). Z2군, Z4군, Z8군은 사멸된 박테리아가 대조군보다 더 많이 관찰되었다.
결론: 지르코니아 나노입자가 첨가된 PEMA 레진의 색상은 자연치아 범위 내에 있으며, P. gingivalis의 부착을 감소시킨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2;38(1):18-25)
주요어: 임시치관용 레진; PEMA (Polyethyl methacrylate) 레진; 지르코니아 나노입자; 색안정성; 항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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