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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가철성 보철을 이용한 치료는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환자의 
저작, 심미, 발음을 회복하는 데에 적절한 방법이다. 적합도가 좋

은 가철성 보철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방 잔존치조제가 흡
수되면 가철성 보철물 안정의 감소, 의치상 지지와 유지력의 감
소, 수직고경의 붕괴가 일어난다.1,2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기적

인 의치상 첨상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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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tensile bond strength of chairside reline resin to denture base resin fabricated by different methods (sub-
tractive manufacturing, additive manufacturing, and conventional heat-curing). Materials and methods: Denture base specimens were fabricated as cuboid specimens with a 
width of 25 mm × length 25 mm × height 3 mm by subtractive manufacturing (VITA VIONIC BASE), additive manufacturing (NextDent Base) and conventional heat-cur-
ing (Lucitone 199). After storing the specimens in distilled water at 37°C for 30 days and drying them, they were relined with polyethyl methacrylate (PEMA) chairside reline 
resin (REBASE II Normal). The subtractive and additive manufacturing groups were set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heat-curing group was set as the control group. 
Ten specimens were prepared for each group. After storing all bound specimens in distilled water at 37°C for 24 hours, the tensile bond strength between denture bases and 
chairside reline resin was measured by a universal testing machine at a crosshead speed of 10 mm/min. The fracture pattern of each specimen was analyzed and classified into 
adhesive failure, cohesive failure, and mixed failure. Tensile bond strength, according to the fabrication method, was analyzed by 1-way ANOVA and Bonferroni’s method (α 
=.05). Results: Mean tensile bond strength of the heat-curing group (2.45 ± 0.39 MPa) and subtractive manufacturing group (2.33 ± 0.39 MPa)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P>.999). The additive manufacturing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tensile bond strength (1.23 ± 0.36 MPa)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P<.001). Most specimens of 
heat-curing and subtractive manufacturing groups had mixed failure, but mixed failure and adhesive failure showed the same frequency in additive manufacturing group. 
Conclusion: The mean tensile bond strength of the subtractive manufacturing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heat-curing group. The additive manufacturing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mean tensile bond strength than the other two groups. (J Korean Acad Prosthodont 2020;58:1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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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상 첨상은 진료실에서 시행하는 직접법과 진료실에서 의
치를 이용해 인상채득 후 기공실에서 시행하는 간접법이 있다. 
직접법은 일반적으로 자가중합형 첨상용 레진을 사용하며, 간접

법보다 빠르고, 쉽고,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만 열중합형 레진을 
사용하는 간접법에 비해서 결합강도가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3,4 
결합강도가 약하면 박테리아 증식, 변색, 첨상용 레진의 탈락 등
의 문제를 일으키고 첨상된 의치상 전체의 강도에 영향을 끼친

다.5,6 따라서 첨상용 레진과의 적절한 결합강도는 의치상 레진을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다. 

1990년대 가철성 보철물 제작을 위한 각종 치과용 디지털 장
비가 개발되고 임상에 도입되면서 과거 자가중합, 열중합 방식

으로 제작하던 가철성 보철물을 computer-aided design, com-
puter-aided manufacturing (CAD/CAM)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7 현재 치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CAM 시스템으로

는 절삭(subtractive)가공방식과 적층(additive)가공방식이 있다. 
절삭가공방식으로 제작한 가철성 보철물은 고압에서 사전중

합된 PMMA 블록을 사용함으로써 의치상의 높은 강도를 기대

할 수 있으며, 레진 전입과 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합 수축

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초기 적합도와 유지력을 얻을 수 있다.8-11 
또한 의치상 표면과 내부의 기포 형성이 줄어듦으로써 Candida 
albicans와 같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12 

적층가공방식은 절삭가공방식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도 제작 가능하며, 절삭가공방식보다 재료의 낭비가 줄어들

고 milling bur 크기보다 작은 부위의 재현이 가능하게 된다.13,14 
현재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가 사용되고 있는데 digital light 
processing (DLP) 방식은 광중합 액체 레진이 담긴 챔버 아래에 
위치한 DLP 프로젝터에서 빛을 조사해 레진을 한 층씩 중합한

다.15 DLP 방식은 고해상도, 빠른 출력 속도, 저렴한 비용 등으로 
치의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방식 중 하나이다.16 하지만 출력물을 
후중합하는 과정에서 중합 수축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얇은 구조물의 뒤틀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15 

이전의 연구에서 절삭가공방식과 적층가공방식 모두 전통적

인 열중합이나 자가중합 방식보다 더 나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0,17 절삭 및 적층가공으로 제작한 가철성 보철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제작한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간의 결합강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 간의 결합강도를 평가할 때 횡하

중 시험, 인장결합강도 시험, 전단결합강도 시험 등 다양한 방법

이 사용되어왔다. 횡하중 시험은 시편의 크기, 하중점과 지지점 
사이의 거리, 재료의 탄성계수에 따라 시편 내의 응력분포가 달
라지기 때문에 재료 간의 결합강도 차이만을 평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18 전단결합강도 시험은 시편의 제작과 측정 과정이 편
리하며, 비교적 하중의 방향이 측정값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중을 가했을 때 응력 분포가 불균일한 단점이 
있다.18 인장결합강도 시험은 특정 부위에 응력 집중이 되지 않도

록 시편을 정확하게 정렬해야 하지만, 횡하중 시험과 달리 첨상

용 레진에 인장응력만 가해지게 되며 재료의 탄성계수 등에 영향

을 적게 받아 재료간 결합강도의 비교가 용이해지며, 결합면의 
파절 양상과 파절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18 본 연구에서

는 재료 간 결합강도의 비교와 파절 양상의 관찰을 위해 인장결

합강도 시험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절삭가공과 적층가공으로 제작한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과의 인장결합강도를 열중합형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의 인장결합강도와 비교 및 평가하여 절삭가공과 적
층가공으로 제작한 의치상의 직접 첨상을 임상에 활용하고자 하
는 것이다. 

귀무가설은 절삭가공, 적층가공과 열중합 방식으로 제작한 의
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 간의 인장결합강도는 유의성 있는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이다.

재료 및 방법

모든 시편은 연성 이장재의 결합강도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인 
제 10139호(ISO 10139-2; 2016)를 참고로 하였고, 의치상 레진

의 가공 방법에 따라 실험군으로는 절삭가공한 의치상(SM), 적
층가공한 의치상(AM), 대조군으로 열중합형 의치상(HC)으로 
설정하였다. 각 군당 10개의 시편을 Fig. 1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1. 절삭가공한 의치상 레진군(SM)

CAD 프로그램(AutoCAD 2020, Autodesk, San Rafael, CA, 
USA)으로 가로 25 mm × 세로 25 mm × 높이 3 mm의 직육면체

를 디자인하고 Stereolithography (STL) 파일로 변환 후 밀링 머
신(Ceramill motion 2, Amann Girrbach AG, Koblach, Austria)
을 이용하여 절삭가공용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레
진 블록(VITA VIONIC BASE, Vita Zahnfabrik, Bad Säckingen, 
Germany)을 습식 가공했다. 

2. 적층가공한 의치상 레진군(AM)

405 nm 파장대를 사용하는 digital light processing (DLP) 방
식의 3D 프린터(Hunter, Flashforge, Jinhua, China)와 레진용액

Fig. 1. Specimen design for tensile bond strength test composed of the direct 
reline resin bonded to two denture base resin plates. (A) direct relining mate-
rial, (B) denture bas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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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Dent Base, NextDent B.V., Soesterberg, Netherlands)으
로 적층 두께 100 μm, 광원의 세기 50%, 노광 시간 4.2초로 설정

한 뒤 출력했다. 출력한 레진 시편을 96%의 2-propanol (Merck, 
Emsure, Germany)로 10분간 세척한 뒤 자외선 후중합기(LC-
3D Print Box, Nextdent B.V., Soesterberg, Netherlands)로 30분

간 중합했다. 

3. 열중합형 의치상 레진군(HC)

파라핀 왁스로 가로 25 mm × 세로 25 mm × 높이 3 mm 직
육면체 형태로 납형을 제작하고 의치용 플라스크에 치과용 석
고를 이용하여 매몰한 뒤 왁스를 고압 세척기로 제거하여 주형

을 형성하였다. 열중합형 PMMA 의치상 레진(Lucitone 199, 
Dentsply Sirona, York, PA, USA)을 주형에 전입한 뒤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열중합 하였다. 

각 군의 시편을 ISO 10136-2를 참고하여 편평한 작업대 위에 

놓은 P500 SiC 연마지(Hand sanding sheets, Bosch, Gerlingen, 
Germany)에 시편을 습식 연마하였다. 이때 시편의 두 평면은 평
행하도록 하였다. 사용한 의치상 레진의 상품명, 제조사, 성분을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1, Table 2).

모든 시편을 37°C의 증류수에 30일 간 보관하였다. 물에서 꺼
낸 시편을 압축 공기로 건조시킨 뒤 ethyl acetate와 acetone으
로 구성된 표면 처리제(REBASE II adhesive, Tokuyama Dental, 
Tokyo, Japan)를 시편의 접착면에 적용하고 20초간 건조시켰다. 
의치상 시편의 정중앙에 직접 첨상용 레진을 위치시키기 위하여 
내경 10 mm, 높이 3 mm가 되도록 특별히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 
몰드에 의치상 시편을 올려놓고 제조사의 지시대로 혼합한 직
접 첨상용 레진(REBASE II Normal, Tokuyama Dental, Tokyo, 
Japan)을 약간 과잉되도록 적용하였다 (Fig. 2A). 다른 의치상 
시편을 직접 첨상용 레진 위에 올려놓고 시편과 몰드가 완전히 
접촉하도록 임의의 압력을 가하여 클램프로 고정하고 8분간 실
온에서 중합하였다 (Fig. 2B). 몰드를 제거하고 시편의 표면에 

Table 2. Composition of denture base resin and reline resin
Product name Polymer Monomer Cross-linking agent

VITA VIONIC BASE Highly cross-linked PMMA Not provided Not provided
NextDent Base Dimethacrylate-based resin Not provided Not provided
Lucitone 199 Modified PMMA MMA EGDMA

REBASE II Normal PEMA MAOP 1,6-HDMA
PMMA = polymethyl methacrylate; MMA = methyl methacrylate; EGDMA =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PEMA = polyethyl methacrylate; MAOP = 
β-methacryloyl oxyethyl propionate; 1,6-HDMA = 1,6-hexanediol dimethacrylate

Table 1. Materials of denture base resin and reline resin
Material Fabrication type (Group) Product name Manufacturer

Denture base resin Subtractive manufacturing (SM) VITA VIONIC BASE Vita Zahnfabrik 
Additive manufacturing (AM) NextDent Base NextDent B.V.

Heat-curing (HC) Lucitone 199 Dentsply Sirona
Direct reline resin Self-curing REBASE II Normal Tokuyama Dental Corp. 

Fig. 2. Chairside reline resin bonded to denture base resin. (A) Mold designed to center the direct reline resin on denture base resin plate, (B) Specimen clamped 
during polymerization.

A B

reline resin

mold
denture base

clamp

denture base
dentur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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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한 접착면보다 과잉 적용된 직접 첨상용 레진을 예리한 25
번 blade (Surgical blade, Feather safety razor, Osaka, Japan)로 
제거하였다. Sodium bicarbonate와 sodium sulphite로 구성된 레
진경화제(Resin hardener II, Tokuyama Dental, Tokyo, Japan)를 
60°C의 물에 용해시키고 시편을 3분간 침전시켰다. 결합이 완료

된 시편을 37°C 물에서 24시간동안 보관하였다.
특별히 제작한 지그에 시편을 고정한 후 만능시험기(KUM-

3A, KMNT, Incheon, Korea)를 이용해 인장결합강도를 측정하

였다 (Fig. 3). 만능시험기의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과 시편이 수
직이 되도록 정렬하고 10 mm/min의 cross head speed로 인장력

을 가해 파절 시 최대 하중을 기록하였다. 인장결합강도(B)는 아
래와 같은 수식을 이용해 최대 하중(F)을 시편의 접착 면적(A) 
78.54 mm2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B =
   F  

         A

B: 결합강도(MPa)
F: 최대 하중(N)
A: 접착 면적(mm2)

파절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험이 완료된 시편의 파절면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직접 첨상용 레진과 의치상 사이 결합면에서 
분리된 것을 접착 파절(adhesive failure), 직접 첨상용 레진 내에서 
분리된 것을 응집 파절(cohesive failure), 접착 파절과 응집 파절

이 혼합된 것을 혼합 파절(mixed failure)로 분류하였다 (Fig. 4).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시행

한 결과 SM군(P = .213), AM군(P = .338)과 HC군(P = .132)은 
모두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Levene 검정 결과 등분산성을 만족

하였다(P = .957). 일원배치 분산분석(1-way ANOVA)을 통해 
의치상 제작 방법에 따른 인장결합강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사
후검정(Bonferroni’s method)을 시행하였다(α = .05). 통계분석

은 SPSS 21.0 (IBM,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결과

직접 첨상용 레진과 절삭가공, 적층가공, 열중합으로 제작한 
의치상 간의 인장결합강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의치상의 
종류에 따라 인장결합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Bonferroni법으로 사후 검정한 결과 HC군(2.45 ± 0.39)은 SM군

(2.33 ± 0.39)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 
> .999) AM군(1.23 ± 0.36)은 HC군과 SM군보다 낮은 인장결

합강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Table 3, Fig. 5).

Table 3. Mean tensile bond strength (MPa) and mode of failure of different denture base resin groups 
Groups N Mean (SD) Adhesive failure Cohesive failure Mixed failure

SM 10 2.33 (0.39) 1 - 9
AM 10 1.23 (0.36)* 5 - 5
HC 10 2.45 (0.39) 2 - 8

The symbol (*) repres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Fig. 3. Jig was set in universal testing machine for tensile bond strength test.

Fig. 4. Mode of failure. (A) Adhesive failure, (B) Cohesive failure, (C) Mixed failure.

A B C



대한치과보철학회지  58권 3호, 2020년 7월  181

김효성�정지혜�배지명�김정미�김유리 적층가공과 절삭가공으로 제작한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 간의 인장결합강도 비교

파절 양상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HC군에서 접착 파절은 
20%로 나타났고, 혼합 파절은 80%로 나타났다. SM군에서는 
접착 파절이 10%, 혼합 파절이 90%로 나타났다. AM군에서는 
접착 파절이 50%, 혼합 파절이 50%로 나타났다. 모든 실험군에

서 응집 파절은 없었다 (Table 3, Fig. 6).

고찰

현재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의 결합강도에 관한 국제표준

규격은 없고, 의치상과 연성 이장재의 인장결합강도에 관한 국
제표준규격 제 10139호(ISO 10139-2; 2016)만이 규정되어 있
다.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의 결합강도를 연구한 이전의 연
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들로 실험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
치상 재료의 물리적 특성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횡
하중 시험과 응력 분포가 균일하지 않은 전단결합강도 시험은 
배제하였고 인장결합강도 시험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방
법은 의치상과 연성 이장재의 인장결합강도에 관한 국제표준규

격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직접 첨상용 레진과 절삭가공, 적층가공, 열중합으로 제작한 

의치상 간의 인장결합강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의치상 레진

의 종류에 따라 인장결합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P < .05).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간의 결합강도는 구성성분의 유사

성, 단량체 혹은 용매의 중합체 내 확산 정도, 기계적, 화학적 표
면 처리에 달려있다.3,19-23 이전의 문헌에서 PMMA 의치상과 직
접 첨상용 레진 사이의 결합강도는 PMMA 간의 초기 결합강도

보다는 불충분하지만 임상적으로 수용할 만한 결합강도를 보
였다.24 이는 직접 첨상용 레진의 성분이 polyethyl methacrylate 
(PEMA)로, PMMA 의치상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기 때
문이다.4,2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열중합형 의치상 레진과 절삭가

공용 의치상 레진은 PMMA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 첨상용 레
진과의 인장결합강도가 절삭가공용 의치상과 열중합형 의치상

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량체나 용매가 PMMA 의치상 레진의 표면에 접촉하면 의

치상 레진 내로 확산되고 swollen layer가 생성된다.20 이후 의치

상 첨상을 시행하면 단량체가 의치상 레진의 표면에 침투하고, 
중합되어 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 (IPN)를 형성한다.22 
IPN 두께의 증가는 결합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22,23 따라서 첨상 전 의치상에 적용하는 단량체나 용매의 확산 
정도가 첨상용 레진의 결합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확산 정도는 
용매의 성분, 접촉 시간, 온도, 중합체의 구조 등에 좌우된다.22 

PMMA 레진은 중합 후 미반응 잔류 단량체를 남기며 중합체 
내에서 비교적 낮은 밀도를 가지며 견고하지 않은 구조를 형성

하게 된다.22,23 이 구조를 통해 단량체 또는 용매의 확산이 잘 일
어나게 된다. 따라서 중합체 내의 잔류 단량체도 IPN 두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2,23 Maeda 등25의 연구에서 잔
류 단량체가 감소하면 첨상용 레진과의 결합강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Vallittu 등22은 열중합형 의치상보다 많은 잔류 단
량체를 가진 자가중합형 의치상이 더 두꺼운 swollen layer를 형
성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절삭가공용 의치상 
레진 Vita Vionic은 제조사에 따르면 기존의 열중합형 의치상 레
진보다 확연히 낮은 잔류 단량체 함량을 가진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SM군과 HC군의 인장결합강도 평균값은 유의한 차

Fig. 5. Tensile bond strength of different denture base resin groups.
The symbol (*) repres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Fig. 6. (A) Fracture surfaces of adhesive failure at denture bases fabricated 
by additive manufacturing, (B) mixed failure at denture bases fabricated by 
subtractive manufacturi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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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었다. Lung과 Darvell26에 따르면 열중합형 의치상 레진

을 중합할 때 주형을 비롯한 레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 단
량체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번 실험에서도 열중

합형 의치상 레진의 잔류 단량체가 중합 과정 중에 의치상 레진

으로부터 주형으로 확산되었다면 절삭가공용 의치상 레진과 열
중합형 의치상 레진 간의 잔류 단량체의 함량의 차이가 크지 않
았을 수 있다. 

Tanasamanchoke와 Wiwatwarrapan27의 연구에서 PMMA 의
치상에 ethyl acetate와 acetone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화학적 표
면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높은 인장결합강도를 보였고, 
이는 PMMA와 유사한 용해도 계수를 갖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ethyl acetate보다 분자량이 낮고 PMMA와 극성이 유사

한 methyl formate-methyl acetate (MF-MA)를 표면처리제로 적
용하였을 때 ethyl acetate와 acetone을 적용한 실험군과 유사한 
인장결합강도를 보였다. 본 실험에서는 모든 시편의 표면에 제
조사에서 제공하는 ethyl acetate와 acetone으로 이루어진 표면

처리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PMMA로 이루어진 열중합형 
의치상 레진과 절삭가공용 의치상 레진에는 적절한 표면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제조사가 구체적인 구성성분을 제공하

지 않는 적층가공용 의치상 레진의 경우 레진 내부로 표면처리

제의 확산과 swollen layer의 형성이 적절히 일어났는지 알 수 없
다. 다양한 표면처리제의 적용이 적층가공용 의치상 레진과 직접 
첨상용 레진의 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allittu 등28은 PMMA 의치상의 표면에 methyl methacrylate 
(MMA)를 적용한 시간이 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고 5초, 30초, 60초보다 180초간 적용했을 때 유의하게 높은 결
합강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처리제를 제조사의 지시대

로 20초간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 표면처리제의 적용 시간에 따
른 결합강도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파절 양상을 관찰한 결과 응집 파절만 일어난 경우는 없었고, 
접착 파절 혹은 접착 계면과 가까운 곳에서 혼합 파절이 관찰되

었다. 다른 군보다 낮은 평균 인장결합강도를 보인 적층가공한 
의치상군에서 접착 파절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레진 간 
결합이 이루어진 뒤에도 인장력을 가했을 때 접착 계면에 응력 
집중이 일어나고, 의치상 레진과 직접 첨상용 레진의 응집력에 
비해 두 레진 간의 결합강도가 약할수록 접착 파절이 많이 나타

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Kim 등29의 연구에서 의치상과 첨
상용 레진간의 결합강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접착 파절이 일어

났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적층가공으로 제작한 의치의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한 연구,17 

임상적 적용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8,9등은 보고되어 왔고, 임상

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직접 첨
상용 레진과의 결합강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적층가공용 의치상 레진의 상세한 구성 성
분에 대한 정보를 제조사에서 제공하지 않아 직접 첨상용 레진

과의 결합강도에 의치상 레진의 구성 성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어려웠다.
Minami 등30의 연구에서 SiC 연마지로만 연마한 의치상 레진

보다 SiC 연마지로 연마한 뒤 50 μm aluminium oxide 미세입자 
분사마모 표면처리한 의치상 레진에서 직접 첨상용 레진과 더 높
은 결합강도를 보였다. 또한 반복적인 열응력은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 간의 결합강도를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구내의 온도와 습도를 재현하여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
진과의 인장결합강도를 측정하였으나, 다양한 표면처리나 반복

적인 열응력 여부 등의 구강 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
어 추후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른 군에 비해 직접 첨상용 레진과 낮은 인장 
결합강도를 보인 적층가공한 의치상 레진에서 더 높은 결합강도

를 보일 수 있는 표면 처리 방법과 직접 첨상용 레진이 연구되어

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직접 첨상용 레진과 여러 방법(절삭가공, 적층가공, 
열중합)으로 제작한 의치상의 인장결합강도 및 파절 양상을 비
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절삭가공한 의치상의 인장결합강도는 열중합형 의치상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적층가공한 의치상의 인장결합

강도는 나머지 두 실험군보다 유의성 있게 낮았다. 
2.  파절 양상을 분석한 결과 열중합형과 절삭가공한 의치상에

서는 혼합 파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적층 가공한 의치

상에서는 혼합 파절과 접착 파절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3.  절삭가공한 의치상에 비해 적층가공한 의치상에 자가중합

형 직접 첨상용 레진를 사용하는 것은 임상적 효용성이 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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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가공과 절삭가공으로 제작한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 간의 

인장결합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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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절삭가공과 적층가공으로 제작한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과의 인장결합강도를 열중합형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의 인장

결합강도와 비교 및 평가하여 절삭가공과 적층가공으로 제작한 의치상의 직접 첨상을 임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열중합형 의치상 레진(Lucitone 199), 절삭가공용 의치상 레진(VITA VIONIC BASE), 적층가공용 의치상 레진(NextDent Base)을 이용

해 가로 25 mm × 세로 25 mm × 높이 3 mm의 직육면체 형태로 제작하였다. 제작한 의치상 레진 시편을 30일간 37°C 증류수에 보관한 뒤, 건조하여 자
가중합형 polyethyl methacrylate (PEMA) 직접 첨상용 레진(REBASE II Normal)을 사용해 결합하였다. 절삭가공과 적층가공용 의치상 레진을 실험군

으로, 열중합형 의치상 레진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각 군 당 10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모든 시편을 24시간 동안 37°C 증류수에 보관한 뒤 꺼내어 만능

시험기를 이용해 10 mm/min의 cross head speed로 인장결합강도를 측정하였고, 파절 양상을 관찰하여 접착 파절, 응집 파절, 혼합 파절로 분류하였다. 의
치상의 제작 방법에 따른 직접 첨상용 레진과의 인장결합강도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Bonferroni’s method)을 시행하였다 (α 
= .05).
결과:절삭가공용 의치상 레진과 직접 첨상용 레진과의 인장결합강도(2.33 ± 0.39 MPa)는 열중합형 의치상과 직접 첨상용 레진과의 인장결합강도

(2.45 ± 0.39 MPa)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P > .999). 적층가공한 의치상 레진과 직접 첨상용 레진과의 인장결합강도(1.23 ± 0.36 
MPa)는 나머지 두 군보다 유의성 있게 낮았다 (P < .001). 열중합형과 절삭가공한 의치상에서는 혼합 파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적층가공한 의치

상에서는 혼합 파절과 접착 파절이 동일한 빈도로 나타났다. 
결론:직접 첨상용 레진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한 의치상의 인장결합강도를 비교하였을 때 적층가공으로 제작한 의치상은 절삭가공으로 제작한 의치

상, 열중합형 의치상보다 유의하게 낮은 인장결합강도를 보였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20;58:177-84)

주요단어: 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D/CAM); 의치상; 의치 이장재; 의치상 개상; 인장결합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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