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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면 거의 모든 경우에 제거할 수 있으나(17), 영구 접착
된 경우에는 치근단절제술등의 외과적 방법을 고려

1950년대 말부터 치과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기 시

하거나 금관상에 직접 와동을 형성한 후 근관치료를

작한 초음파 기구(ultrasonic instrument)는 전기

하게 된다. 이런 방법은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에너지로 전환시켜, 이때 생기는 진동을 이용하여 여

치아나 근관 측벽에 천공을 야기 할 수 있다.(20)

러가지 치료목적에 사용하는 기구이다.

물론 금관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시행

현재, 초음파 기구에 관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

한다면 치아 형태의 관찰이 용이해지고, 치아 파절여

되고 있는데 주로 초음파 진동(ultrasonic

부도 관철할 수 있으며, 치수강에 대한 더욱 세밀한

(8)

(18)

(1, 16)

vibration)이 연조직 , 골 , 치근면

등은 물론

방사선학적 검사 및 근관 내부의 모습도 더욱 관찰하

장착된 보철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까지 활발하게 연

기 용이할 것이다(30). 그러나 영구 접착한 후엔, 주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복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

초음파 기구는 주조 수복물 접착 후 잉여 시멘트의

문에 많은 임상가들은 경제적, 시간적 및 기타 요인

제거 및 치석제거, 변연절제술(debridement), 치주

들 때문에 주조 금관을 제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낭 소파술 등에 적절한 효과를 보이는데(11, 15, 21, 29, 32,

겪게 된다.

33)

(35)

,Yosida 등 의 연구에 다르면 초음파 기구의 진

그러므로 초음파 기구가 주조 수복물 내부에서 치

동이 주조 수복물 내부의 시멘트에 균열을 형성시켜,

과용 시멘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결국 수복물의 탈락을 야기시킨다는 보고도 있었다.

스케일링 등 치주 치료시에는 초음파 진동이 수복물

(5-7,

초음파 기구의 또 다른 용도들은 치근 포스트

의 시멘트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조 수

, 아말감 코어(12), 주조 수복물(25) 및 근관 내에서 부

복물 제거시에는 오히려 제거하는 데 용이하도록 사

28)

(22)

러진 기구들의 제거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등에 이용된다.

실제 임상에서 이미 주조 수복물을 접착 시킨후 근

본 논문에서는 임상에서 흔히 이용되는 네가지 치

관치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보철물을 다시 제거 해야

과용 시멘트들(인산 아연 시멘트, 폴리카르복실레이

할 경우가 있다(2). 물론 임시 시멘트로 접착 시킨 경

트 시멘트,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레진 시멘트)

우에서는 thermoplastic resin crown remover

을 이용하여 니켈 크롬으로 제작한 원형 시편에 각기

(Richwill labora tories, Orange, CA) 등을 이용하

접착 시키고 초음차 기구로 0-5분간 진동을 준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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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의 결합강도의 변화 양상을 비교 연구하고자

산아연 시멘트, 레진 시멘트를 이용하여 초음파 기구

하였으며 실험 결과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

의 진동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하였으며, 역

고하는 바이다.

시 인산아연 시멘트가 가장 현저하게 결합강도가 감
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Pfeiffer(26)는 주조 금관의 형
태로 시편을 만들고 초음파 기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

Ⅱ. 문헌 고찰

하여 연구하였는데 대구치 금관에서는 별다른 영향
을 보이지 않았으나 소구치 금관에서는 초음파 기구

치과용 시멘트들은 수많은 종류가 있으며 많은 연

가 주조 수복물을 loosening시킨다는 결과가 나왔

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기 모두 장단점과

다. McQuade등(19)은 인산아연 시멘트로 접착시킨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것

주조 금 수복물의 유지력에 대하여 초음파 기구가 미

들은 높은 강도와 낮은 피막도 및 용해성, 크기의 안

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정확히

정성등이 있다(3, 23).

안착된 수복물에서 진동을 주지 않은 군과 2.5분간

현재 각 시멘트들에 대한 초음파 기구의 영향에 관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각 시멘트

진동을 준 군간의 유지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들과, 보철물 종류에 따른 결합 강도의 변화에 대하
여 연구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특히 근관 치료후

Ⅲ. 실험재료 및 방법

장착한 기존의 치근포스트를 제거 해야 할 경우에 관
(9)

한 연구들이 많다. 1981년 Gaffney들 , 1986년
Glick10)과 Krell등(17)은 초음파 기구에 의한 진동이

1. 실험재료

근관 내부의 치과용 시멘트에 영향을 주어 근관애 포

본 실험에서는 니켈-크롬 합금인 Vera Bond�

스트를 제거하기 용이하게 해준다고 주장하였고, 그

(Aalba Dent Inc., Concord, CA, USA)를 이용하

(13)

(31)

(4)

후 Gopn , Stamos , Seto 등이 이 주장을 받침

여 원형의 시편을 제작하고, 2개의 시편사이에 인산

할수있는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 Yosida등

아연 시멘트인 Fleck’
s� zinc cement (Mizzy Inc.,

(35)

은 금-은-팔라디움합금으로 제작한 코어를 인산

NJ., USA) 폴리 카르복실 레이트 시멘트인 HY-

아연 시멘트로 접착시킨후, 초음파 기구를 사용한 결

Bond�(Shofu Inc., Kyoto, Japan) 글래스 아이오

과 치아표면과 시멘트 사이에서 보다 시멘트 자체

노머 시멘트인 GC Fuji I�(1GC corp., Tokyo,

및, 시멘트와 금속면과의 경계부에서 먼저 시멘트의

Japan), 그리고 레진 시멘트인Super bond C & B�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초음파 기구의 진동에

(SUN Medical Co., Ltd., Kyoto, Japan) 등 모두

대하여 시멘트-금속 경계부(cement-metal

4종류의 시멘트를 이용하여 접착 시키고, 초음파 기

interface)의 결합강도가 시멘트-상아질경계부

구인 SELECTER-SC�(Aposa corp., Taiwan)로

(cement-detin interface)의 결합강도 보다 약하다

0-5분간 초음파 진동을 가한후 결합강도의 변화양

(24)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Olin 은 그의 연구에서, 인

상을 Autograph S-2000�(Shimadz corp.,

산아연 시멘트와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를 이용

Kyot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여 주족 수복물을 접착시킨 후12분동안 초음파 기
구를 적용 시켰을 때, 주 시멘트들의 결합강도가 감

2. 니켈-크롬 원형 시편의 제작

소한 것을 보였는데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서

두께 2㎜의 아크릴 판을 각각 지름 10㎜, 12㎜의

보다 인산아연 시멘트에서 더 심하게 결합강도가 감

원판 모양으로 잘라낸후, 원판 한쪽면 중앙에 10

소하였다.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것이 Hi-Hideo

gauge round wax로 내경이 3.25㎜가 되도록 고리

(14)

등 의 연구로 그들은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인

를 달아서 인장력 시험시 용이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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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sign of specimens

(Figure 1).

(Figure 2)를 준비하고, 이것의 중심부를 5㎜지름으

제작된 모형을 통법에 따라 인산염 매몰재인
�

로 잘라내고 폭 1㎜의 시멘트 유출로를 형성하여 준

Unovest (부평치과화학공업사, Korea)로 진공혼합

후, 12㎜지름의 시편쪽에 부착 시키고(Figure 3) 시

하여 매몰한 후, 니켈-크롬 합금으로 주조하여 지금

편쌍들을 접착 시켰다.(Figure 4) 여분의 시멘트는

10㎜,12㎜의 원형 금속 시편들을 제작 하였고, 주조

미리 제거 하였고, Figure 5와 같이 원기둥 모양의

후에는 금속면에 대하여 sandblast처리를 하였다.

holding device를 제작하여 만능 실험 역학 기계인

금속시편의 갯수는 지름 10㎜,12㎜ 원형 시편 각각

Autograph S-2000�(Shimadz corp., Kyoto,

1개씩이 1쌍이 되도록 하여, 각 시멘트별로 6종류(0,

Japan)으로 5kg의 정하중을 10분동안 가하여 완전

1, 2, 3, 4, 5분)의 초음차 진동 시간에 따라 8장씩 접

한 경화를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착되도록 총 192쌍 제작하였다(Table 1).

4. 초음파 진동을 시행
3. 원형 시편의 접착

초음파 기구인 SELECTOR-SC�(Apoza corp.,

지름 10㎜와 12㎜의 원형시편들을 각각 1개씩 준

Taiwan)를 이용하여 시멘트별로 각각 0, 1, 2, 3, 4,

비하고 제조사의 지시대로 혼합한 후 두 원판 시편사

5분간 8쌍씩 초음차 진동을 가하였다.(Figure 6) 진

이에 넣고 접착 시켰다.

동을 가하는 위치는 10㎜지름의 원판 시편의 변연부

이때 일정한 두께가 면적의 시멘트가 접착되도록

에 시행하였다.

하기 위하여, 50㎛,지름 12㎜의 종이 sticker

Table 1. Experimental groups and numbers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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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장 강도측정

Ⅳ. 실험 결과

만능 실험 역학 기계인 Autograph S-2000�을
사용하여 cross head speed 2mm/min의 속도로

Table 2에서 5까지는 시멘트의 종류와 초음파 시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Figure 7). 이때 금속 시편의

멘트 모두 초음파 진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

고리에 직경 3mm의 wire rope를 끼워 시편과 grip

도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인산아연 시멘트의 경우 초

사이를 연결하였다.

음 파 진 동 시 간 0분 에 서 평 균 인 장 강 도 가
35.96kg/cm2이었고 5분에서 24.93 kg/cm2으로 감

6. 통계 처리

소하였다.

측정한 인장력 측정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폴리 카르복실레이트 시멘트의 경우 초음파 진동

기 위하여 SPSS V 5.02 for win(SPSS Inc., USA)

시간0분에서 평균 인장강도가 43.26 kg/cm2이었고

를 사용하였다. 각 측정값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5분에서 40.53 kg/cm2으로 감소하였다.

검사하기 위하여 K-S test(Koimogorov-Smirnov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경우 초음파 진동시

Goodness of fit test)를 시행하였고, ANOVA test,

간0분에서 평균 인장강도가 38.08 kg/cm2이었고 5

one-way ANOVA test, T-test, multiple range

분에서 33.26 kg/cm2으로 감소하였다.

test(Duncan test)를 통하여 각 인자들간의 유의성
을 분석하였다.

레진 시멘트의 경우 초음파 진동시간0분에서 평균
인장강도가 233.90 kg/cm2이었고 5분에서 227.60
kg/cm2으로 감소하였다.

Table 2. Tensile load based on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zinc phosphate cement(Fleck’
s zinc cement�)

Table 3. Tensile load based on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poly carboxylate cement(HY-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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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nsile load based on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glass inomer cement(GC Fuji I�)

Table 5. Tensile load based on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resin cement(super bond C & B)

Table 6. Result of ANOVA test for tensile strength

본 실험에서 측정한 인장결합강도의 평균값과 표
준편차에 대한 ANOVA test 의 결과는 다음의

머지 간에 1분과2,3,4,5분 간에 유의성이 있음을 보
였다.(P<0.05)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9,10은 폴리 카르복실레이트 시멘트에서 초

Table 7,8은 인산아연 시멘트에서 초음파 진동시

음파 진동시간에 따른 인장력의 one-way ANOVA

간에 따른 인장력의 one-way ANOVA test 와

test 와 multiple range test 의 결과로서 초음파 진

multiple range test 의 결과로서 초음파 진동시간

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력이 감소하였으며 5분

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력이 감소하였으며 0분과 나

과 나머지 시간들 간에, 4분과 0분간에 유의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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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였다.(P<0.05)

머지 시간들 간에 유의성이 있음을 보였다(P<0.05).

Table 11,12는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서 초음

Table 13은 레진 시멘트에서 초음파 진동시간에

파 진동시간에 따른 인장력의 one-way ANOVA test

따른 인장력의 one-way ANOVA test 와 multiple

와 multiple range test 의 결과로서 초음파 진동시

range test 의 결과로서 각 초음파 진동 시간간에 유

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력이 감소하였으며 5분과 나

의성이 없음을 보였다.

Table 7. Result of one-way ANOVA test for tensile bond strength according to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zinc
phosphate cement

Table 8. Result of multiple range test for tensile bond strength according to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zinc
phosphate cement

Table 9. Result of one-way ANOVA test for tensile bond strength according to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poly
carboxylate cement

Table 10. Result of multiple range test for tensile bond strength according to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poly
carboxylate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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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sult of one-way ANOVA test for tensile bond strength according to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glass
inomer cement

Table 12. Result of multiple range test for tensile bond strength according to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glass
inomer cement

Table 13. Result of one-way ANOVA test for tensile bond strength according to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resin
cement

Ⅴ. 총괄 및 고안

물의 제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치석제거나 치주
낭 소파술등의 치주 치료시(15, 22)에는 초음파 기구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기구는 연조

부터 발생되는 진동이 접착된 주조 수복물에 영향을

직과 경조직은 물론 보철물에도 광범위하게 사용하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영구 접착된

고 있다.

기존의 주조 수복물을 제거할 때에는 시멘트 내부에

초음파 기구의 이용을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

균열이 가도록 초음파 진동을 작용시킬 수 있을 것이

치석제거, 변연절제술등의 치주적 목적과 근관치료

다. 이는 초음파기구로부터 생성된 초음파 진동이 주

시 세척의 역할 그리고 기존의 포스트, 금관등의 보

조 수복물 내부의 치과용 시멘트에 균열을 형성시켜

철물을 제거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수 있다. 각 경우

주조 수복물과 치아사이에 공간을 형성시켜 결국은

마다 초음파 기구가 각 시멘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항

보철물이 탈락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임상 여러 분야에서 초음파

이상적인 치과용 시멘트의 조건으로는 높은 강도,

기구를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주조 수

낮은 피막도, 낮은 초기 산도, 적은 용해도, 적절한

복물을 접착시킨 후에도 때때로 스케일링이나 수복

작업시간등이 필요하며(27) 본 연구에서는 치과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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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이 쓰이는 인산아연 시멘트, 폴리카르복실레이

시멘트로 접착시킨 보철물의 경우, 초음파 기구로 치

트 시멘트,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그리고 레진

석 제거, 소파술등을 시행할 때에는 다른 시멘트로

시멘트를 이용하여 금속 시편들을 접착시키고 여기

접착시킨 경우에서 보다 많은 주의를 필요로하며 초

에 초음파 진동을 가했을때 각 시멘트에 따라 생기는

음파 기구의 적용시간도 짧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장 결합강도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반대로 인산아연 시멘트로 접착된 보철물을 제거 할

1980년 Robert등(27)이 연구한 각 시멘트들의 인장

때에는 다른 시멘트로 접착 시킨 경우보다 초음파 기

강도를 참고로 하면 인산아연 시멘트가 4.2-

구를 적게 사용하여도 되므로 제거하기가 용이할 것

5.3MPa, 폴리 카르복실레이트 시멘트가 3.6-6.3

으로 사료된다.

MPa,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가 3.6-6.3 MPa 그

1978년 McQuade등(19)은 인산아연 시멘트를 이

리고 레진 시멘트가 30-63 MPa 을 나타내었는데,

용하여 실제 치아에 완전피개금관을 접착시키고, 초

본 실험에서는 초음파 진동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접

음파 진동을 가한 후 인장결합강도의 변화양상을 연

착만 시킨 상태를 기준으로 레진 시멘트, 폴리 카르

구하였는데 두 연구에서 각각 2.5분과 5분이후에서

복실레이트 시멘트,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인산

야 인장결합강도가 유의성있게 감소하는 것을 보였

아연 시멘트의 순으로 인장력이 감소하였다. 이중 레

다(P<0.05). 이로 미루어볼때 시편의 모양이 인장결

진 시멘트가 다른 시멘트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결합

합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임상에서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임상에서도 훌륭한 결합 능력

는 초음파 진동시 완전피개금관에서 보다 부분피개

때문에 주조 수복물의 접착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금관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여러가지 금관 형태에 따라 초음파 기구가 각

있다.
초음파 진동을 가한 경우 폴리 카르복실레이트 시
멘트에서는 초음파 진동시간 5분과 나머지 시간들간

치과용 시멘트의 인장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하여 비교연구하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에, 4분과 0분간에서 인장력이 유의성이 있게 감소

레진 시멘트의 경우 초음파 기구의 진동시간에 따

하였고(P<0.05),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서는 5

라 전반적으로 결합강도는 감소하였지만 유의성이

분과 나머지 시간들 간에서 인장력이 유의성있게 감

없게 나타났는데, 이는 레진 시멘트의 자체물성이 뛰

소하였는 데(P<0.05) 이로 미루어 보아 스케일링등

어나서 다른 시멘트들에서 보다 적게 영향을 받은 것

의 치료를 초음파 기구로 할 때에는 폴리 카르복실레

으로 사료된다.

이트 시멘트는 분,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서는

White와 Yu(34)의 연구에 의하면 레진 시멘트는 압

5분이상 초음파 진동을 받게 되면 시멘트에 균열이

축및 인장강도가 뛰어나서 다른 시멘트에 비해 지속

생기므로 이를 주의 해야하며, 반대로 이들 시멘트로

적인 하중이나 초음파 진동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접착된 보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초음파 기구를 사

능력이 우수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용할때에는 각각 그 시간 이상을 사용하여서 시멘트

추후 레진 시멘트는 초음파 기구의 작동시간을 증

에 균열을 야기함으로써 보철물제거가 용이해지도록

가시켜서 인장력의 변화를 비교연구하는 실험이 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하다고 사료된다.

인산아연 시멘트에서는 초음파 진동시간 0분과 나
머지 시간들간에, 1분과 2, 3, 4, 5분간에서 인장력

Ⅵ. 결 론

이 유의성 있게 감소 하였는데(P<0.05), 폴리 카르복
실레이트 시멘트나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 비
하여 인산아연 시멘트가 초음파 진동에 예민하게 반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의 종류와 초음파 진동 시간

응하여 비교적 적은 진동시간만으로도 시멘트의 균

에 따른 인장력의 변화양상을 비교관찰하였으며, 그

열이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산아연

결과 모든 시멘트에서 초음파 진동시간이 오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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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인장력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Dent Res. 47 : 622, 1968.

이 측정값들의 통계적인 비교 분석은 ANOVA와

4. Buoncristani, J., Seto, B.G., Caputo, A.A. :

Duncan 다중 비교 검정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

Evaluation of ultrasonic and sonic instruments

과를 얻었다.

for intraradicular posts removal. J Endodont. 20
: 486, 1994.

1. 인산아연 시멘트에는 초음파 진동시간이 증가

5. Chalfin, H., Wesley, P., Solomon, C. : Removal of

함에 따라 인장력이 감소하였으며, 0분과 나머

restorated posts for the purpose of nonsurgical

지 시간들간에, 1분과 2,3,4,5분 간에 유의성

retreatment : report of case. J Am Dent Assoc.

을 보였다(P<0.05).

120 : 169, 1990.

2. 폴리 카르복실레이트 시멘트에서는 초음파 진

6. Chenail, B.L., Teplitsky, P.E. : Orthograde

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력이 감소 하였으

ultrasonic retrieval of root 1canal obstruction. J

며, 5분과 나머지 시간들간에, 4분과 0분간에

Endodont. 4 : 186, 1987.

유의성을 보였다(P<0.05).

7. Cheuk, S.L., Raram, P.E : Removal paral-lel

3.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에서는 초음파 진동

prefabricated posts : a clincal report. J Prosthet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력이 감소 하였으
며, 5분과 나머지 시간들간에 유의성을 보였다

Dent. 59 : 531, 1988.
8. Frisch, J., Bhasker, S.N., Shell, D.C. : Effect of

(P<0.05).

ultrasonic instrumentation on human gingival

4. 레진 시멘트에서는 각 초음파 진동 시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onnective tissue. Periodontics. 5 : 123, 1967.
9. Gaffney, J.L., Lehman, J.W., Miles, M.J. :
Expanded use of the ultrasonic scaler. J

이상의 결과로 보아 초음파 진동시 인산아연 시멘

Endodont. 7 : 228, 1981.

트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레진 시멘트는 가장 덜

10. Glick, D.H., Frank, A.L. : Removal of silver

영향을 받는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참고로 하여 적절

points and fractured posts by ultrasonics. J

하게 초음파 기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rosthet Dent.55 : 212, 1986.
11. Goldman, H.M : Curettage by ultrasonic
instrument. Oral Surg. 14 : 43,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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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THE EFFECT OF ULTRASONIC INSTRUMENTATION
ON BOND STRENGTH OF SEVERAL DENTAL CEMENTS

Woo-Sang Kim, Ju-Hwan Lim, In-Ho Cho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Ultrasonic instruments transfer electrical energy to mechanical energy resulting in vibration
used for various dental treatments.
If we could know the effect of ultrasonic instruments on the dental cements within the cast
crown, we could take care when conducting periodontal surgery and when using the ultrasonic
instruments to remove cast crown, it would be much more conven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bond strength of several dental cements
according to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this study 4 types of cements were used to cement the specimens. They were treated with
ultrasonic instrumentation for 0-5 minutes and the change in bond strength were statistically
compa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tensile bond strength of zinc phosphate cement de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ime
of ultrasonic instrument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ance between 0 minutes and the others
and between 1 minute and 2,3,4,5 minutes(P<0.05)
2. The tensile bond strength of polycarboxylate cement de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ime of ultrasonic instrument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ance between 5 minutes and the
others and between 4 minute and 0 minutes(P<0.05)
3. The tensile bond strength of zinc phosphate cement de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ime
of ultrasonic instrument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ance between 5 minutes and the
others(P<0.05)
4. The tensile bond strength of resin cement showed no statistically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ultrasonic instrumentation time
In conclusion, it this considered that zinc phosphate cement is most affected by ultrasonic
instrumentations and resin cement is the least affected. When using ultrasonic instruments the
result above should be used as a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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