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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치악 환자의 구강 기능 회복 및 심미성, 정신적 안정의 측면에
서 총의치 치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환자의 불만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성공
적인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치상을 이루는 레진에 대해 임상가들
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선학들의 연구를 종합하였다.

본 연구는 선학들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레진 중합 방법과 형태 
및 표면에 따른 의치 체적 안정성과 의치 지지력의 변화 양태를 살
펴보고 비교하였다.

연구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의치 만족도 기여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의치의 질과 만족

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2. 어떤 중합 방법을 선택하던 레진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의치 

flange는 수축하고 구개 부위는 두께가 다소 증가하고 모형에서 
뜨는 경향이 생긴다.

3. 중합 방법에 따라 의치 flange 부분과 구개부위의 변화를 고려할 
때 가장 변화가 적은 방법은 all gypsum molding technique이
었다,

4. 중합 방법에 따라 의치 표면 강도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는 방
법은 silicone gypsum molding technique이고, 어떤 방법을 
택하던 연마 후 강도는 증가하였다.

5. 중합 방법에 따라 미세 표면 재형성이나 색 안정성에서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중합 방법에 따른 의치 체적 변화는 수평적으로 어떤 방법이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공통적으로 인공치가 중앙선으로 수축
하는 경향을 보인다.

7. 중합 방법에 따른 의치 체적 변화는 수직적으로 injection 
molding technique의 변화가 가장 적었다.

8. 중합 후 처리 방식은 bench cooling 하는 것이 quenching하는 
것보다 의치 변형이 적었다. cure time으로 인한 의치 변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 두께가 두꺼운 의치에서 후방 구개부위 두께 증가가 현저하고 두
께가 얇은 의치에서 구치-구치간 선형 체적 변화가 현저하다.

10. 레진의 종류에 따른 의치 체적 안정성 연구에서는 상악 의치의 
경우 self curing plastic 계열의 레진이 중합 후 체적 안정성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악 의치의 경우 레진의 종류별 차
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11. 의치상 내면은 sand abraded 처리하는 것이 젖음성에 유리하
고 의치 지지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요어 : 자가 중합형 레진, 열 중합형 레진, 레진 중합 방법, 의치 체적 
안정성, 의치 지지력
학  번 : 2010-2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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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치악 환자의 구강 기능 회복 및 심미성, 정신적 안정의 측면에서

총의치 치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치과의사들이 치료 후 환자

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나 재료, 치료기술 혹은 기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총의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불만족은 여전히 남아있

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수년간 총의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보고가 있었고 Berg1에

따르면 의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의치의 질, 환자의 구강상

태, 환자-치과의사 관계, 의치에 대한 환자의 태도, 환자의 인성, 환자의

사회경제학적 요인, 인구 통계학적 요인, 이전의치의 경험, 환자의 구강

내 감각, 감지능력 등을 들고 있다.

van Wass2 등은 의치의 질, 환자의 구강상태, 환자-치과의사 관계,

의치에 대한 환자의 태도, 환자의 정신의학적 변수가 의치 만족도에 기

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 및 설문은 각 요인들이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의치 만족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을 선별하고자 하였으나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는 없다.

하지만 Neal R. Garrett3등의 연구에서 의치 지지력이 부족한 2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합 개선, 수직 고경의 개선, 의치 지지력 및 안정성

개선을 목표로 한 새 의치를 제작해준 결과 55% 이상의 환자들의 만족

도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의치의 질이 개선됨은 환자 만족 및 치료의 성공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의치의 질에는 심미성, 의치 지지력, 기능적 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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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등이 고려되고 의치 지지력은 의치 내면을 이루는 레진의 조직적합

도 및 환자의 구강 내 상태 등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레진의 조직

적합도가 의치 사용자들의 의치 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다.

현대 치의학에서 임플란트 보철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무치

악 환자의 보철적 수복 방법으로 의치는 아직도 널리 쓰이고 있고, 의치

보험화 등으로 인하여 이전과 비교해 의치 사용률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의 레진 중합 방법에 따른 레진 체

적 안정성과 레진의 형태 및 표면에 따른 의치지지력의 연관성에 대하여

비교해 봄은 임상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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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의치 만족도 기여 요소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임상적으로 성공적인 총의치 치료를 위해 기본적인 이론을

종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의치 만족도와 그 기여요소에 대한 보고들

을 종합해 보았다.

Berg1의 연구에서는 blind test를 통해 환자들을 새로운 의치를 제공

받는 군과 기존의 의치를 제공받는 군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과로는 새로운 의치를 장착하는 환자의 85에서 90%가 의치에 만족한

다고 하였고 과거의 의치에는 65에서 75%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상기

연구에서는 이 차이를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의치에 대한 적

응력이 보철적인 완성도보다 만족도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전의 연구들에서 밝혔던 의치 만족도 기여 요소인 의치의 질, 환자의 구

강상태, 환자-치과의사 관계, 의치에 대한 환자의 태도, 환자의 인성, 환

자의 사회경제학적 요인, 인구 통계학적 요인, 이전의치의 경험, 환자의

구강 내 감각, 감지능력 등은 실제적으로 의치 만족도에 그리 크게 기여

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상기 연구에서 10에서 20%의 환자 만족도를 큰 차이가 없다고 표현

한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즉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위에서 나열한 의치만족도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고려함은 임상가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될 것이다.

van Wass2의 연구에서는 130명의 새로운 의치를 제공받은 환자를 대

상으로 의치의 질, 환자의 구강상태, 환자-치과의사 관계, 의치에 대한

환자의 태도 및 이전 의치의 경험 유무, 환자의 정신의학적 변수를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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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정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치를 제공받기 전과 제공받은

3개월 후의 설문을 비교한 결과 약 80% 정도의 환자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만한 요인은 의치의 질, 새 의치에

대한 기대, 의치의 기능 정도로 발표한 바 있다. 그 외에 상관관계를 보

이는 요인으로는 진료의에 대한 환자의 생각, 무치악으로 지낸 시간, 이

전 의치의 경험 등이 있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회귀 분석을 한 결과

33%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진 결과로 보았고 위의 요인들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의치 만족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존 선학들이 발표한 의치 만족도 기여요인은

환자의 의치 만족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학

적으로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론적으로 연구할 가치

가 있다는 것이다. van Wass2의 연구에서 의치만족도 기여요인 중 중요

한 요인으로 꼽은 의치의 질은 심미성, 의치 지지력, 기능적 교합의 상태

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Neal R. Garrett3의 실험을 통하여 의치의 질의 중요성을 알아

볼 수 있다. 유지력이 떨어지는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환자 21명을 대상

으로 교합고경, 교합, 의치의 유지력 및 지지력을 향상시킨 새로운 의치

를 제공한 결과 55% 이상의 환자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족한

환자군의 대부분은 저작의 편안감, 저작 능률의 향상, 발음 개선에서 큰

만족을 보였다. 나아가 만족한 환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저작기관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 능률이 향상되었다고 함은 음식물의

분쇄정도보다 저작 시 편안감이 환자로 하여금 의치를 사용하는데 도움

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의치 유지력 및 지지력 향상은 의치 내면을 이루는 레진의 표면, 형

태,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레진의 종류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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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상 레진의 종류4

의치상 레진의 종류는 다양하다. 흔히 가장 많이쓰이는 아크릴릭 레

진, rubber 강화 레진, 비닐 아크릴릭 레진, 광중합형 레진, 아크릴릭-

fluid 레진, rapid heat cure 레진 등이 그것이다.

아크릴릭 레진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으나 작업 시간이 길고

구강액의 흡수로인한 변색, 낮은 충격강도, 높은 rigidity로 인한 단점이

있다.

rubber 강화 레진은 아크릴릭 레진에 butadiene-styrene계를 첨가하

여 만든 것으로 충격강도, transverse 강도가 증가하고 물 흡수도가 감소

한다.

비닐 아크릴릭 레진은 주로 compression molding 또는 injection

molding 방법으로 작업하는데, 수직고경 증가의 가능성과 물흡수도가 감

소외고 충격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광중합형 레진은 urethane dimethacrylate가 주 성분이 된다. 광 개시

제가 필요하고 relining이나 의치수리 또는 상악의치의 post dam 재형성

시에도 사용된다. 사용이 쉽고 빠른 장접이 있다.

아크릴릭-fluid 레진은 자가중합형이 열중합형보다 약하다. 일반 자가

중합 레진보다 분말 입자 크기가 작아 흐름성이 좋고 Agar 또는 변형한

석고 mold를 사용하여 의치를 제작한다. 단점으로는 잔존 단량체로 인한

구강점막자극, 제 3아민으로 인한 변색, Agar mold에 주입시 인공치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rapid heat cure 레진은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끓

는 물에서 20분간 끓여서 의치상을 완성하게 되는데 기포 없이 빠른 중

합을 위해 화학 중합형 개시제를 첨가하여 열중합과 화학중합을 모두 사

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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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conven

tional

Rubber-

reinforc

ed

Vinyl
L i g h t

activated

P o u r

type

R a p i d

h e a t

cure

Transverse

deflection(

mm)

at 3500g

at 5000g

2.5이하

5.5이하

2.0

4.1

2.4

5.0

1.8

3.8

1.9

3.6

2.2

파절

1.7

3.5

물 흡 수 도

(mg/cm2)
0.8이하 0.60 0.55 0.50 0.50 0.50 0.64

용해도

(mg/cm2)
0.04이하 0.02 0.02 0.02 0.01 0.01 0.02

색변화
약간 이

하
없음 약간 약간 약간

약간-중

간
약간

표 1 의치상용 레진의 특징 비교. 출처: 한국재료학교수협의회: 치과재료학 5판. 군자출

판사, 2008

의치상용 레진의 특징을 비교한 것은 다음에 첨부한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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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레진의 중합 방식

1936년에 소개된 아크릴릭 레진 의치상은 그 중합 하는 방식이 다양

하다. 이런 방식들은 매몰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첫 번째가 compression-molding technique으로 all-gypsum mold를

사용하거나 silicone-gypsum mold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fluid

or pour-resin technique으로 hydrocolloid나 gypsum mold를 사용하는

것이다.

All gypsum molding technique은 heat curing, cold curing, injection

molding, compression molding, hydraulic compression molding법을 포

함한다. Woelfel, Paffenbarger, Sweeney5와 Peyton, Anthony6 등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이 방식은 지금까지 쓰여 오면서 가장 검증된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 임상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준다.

Silicone-gypsum molding technique은 Marcroft 등7이 silicone과

gypsum을 동시에 사용하여 mold를 제작하여 의치 제작 후 교합기의

incisal pin opening이 all gypsum technique보다 적다는 것을 밝혀내면

서 소개되었다. Molnar 등8은 all gypsum technique으로 제작한 의치보

다 silicone-gypsum technique으로 제작한 의치가 기포가 적게 발생한다

고 발표한 바 있다. Reisbick9은 실험을 통해 silicone mold technique은

all gypsum technique과 parallel shrinkage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

다.

Fluid or pour-resin technique은 hydrocolloid를 매몰재로 사용하여

자가중합형 레진을 주형에 부어서 의치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Sheppard10의 연구를 참고하면 레진이 중합하는 동안 압력이 가해지고

compression molding technique에 비해 레진의 수축정도가 더 크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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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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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중합 방법에 따른 레진의 물성 연구

위에서 소개한 레진의 중합 방법에 따라 레진의 중합 후 물성이 다르

게 나타나는 것을 과거 선학들의 연구에서 알 수 있다.

먼저 Becker11의 실험에서는 molding technique에 따라 나타나는 물

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각의 molding technique에 따라 레진의

두께 변화, 상대적인 Rockwell 표면 강도, 미세 표면 재형성, 색 안정성

을 비교해 보았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지는 동으로 만든 die에 레진을

제작하였다.

그림 1 표준 시편을 위한 brass die로 A와 A’는 레진의 중합 후 두께 변화 관찰을

위해, B는 Rockwell 표면강도 측정을 위해, C는 미세 표면 재형성을 보기 위해 특

수 제작됨. 출처: Curtis M Becker, Dale E Smith, Jack I Nicholls: The

comparison of denture-base processing techniques. Part 1. Material

characteristics. J Prosthet Dent: 37:330-338, 1997

이 실험에서 molding technique은 세 가지를 비교하였는데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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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psum molding, gypsum-silicone molding, injection molding이 그 것

이다. 위 die는 3가지 방법을 10번씩 시행하기 위해 30번 레진이 채워져

중합되었고 모두 30개의 레진 시편을 분석하였다. A’는 의치의 flange

부분을, A 부분은 의치의 구개측 부분을 재현하기 위한 모양이다.

두께 변화의 결과는 A’ 부분에서는 3가지 molding technique으로 제

작한 시편 모두 수축하였고 그 정도는 silicone-gypsum technique이

2.5%로 가장 크고 All gypsum technique이 0.9%로 가장 적었다. A 부

분에서는 3가지 molding technique으로 제작한 시편 모두 두께가 증가되

었고 injection molding technique이 1.5%로 가장 크고 all gypsum

technique이 0.5%로 가장 적었다.

표면 강도 실험은 세 가지 방법에서 모두 연마 후 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마 전, 후에 강도가 가장 강한 시편은

silicone-gypsum technique으로 제작된 시편이 압도적이었다. 특이한 점

은 injection molding technique으로 제작한 시편은 연마 전 강도는 all

gypsum technique으로 제작한 시편보다 작았으나 연마 후 강도가 더 우

수함을 볼 수 있었다.

미세 표면 재형성 결과에서는 위 시편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개

의 구들이 얼마나 중합 후 잘 나타나있는지 그 개수를 측정하여 비교해

보았는데 7개의 구중에 all gypsum technique은 6.8, silicone gypsum

technique은 6.3, injection molding technique은 6.2를 나타냈다.

색 안정성에서는 세 가지 방법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Becker의 실험을 통해 의치상 레진을 중합 시 flange 부분에서 수축

함을, 구개측 부분에서 팽창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서 살

펴볼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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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중합 방법에 따른 의치 체적 안정성 연구

위에서 언급되었던 Becker12는 두 번째 실험을 하였는데 다양한 중합

방법에 따른 레진의 체적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위 실험과 달리 이번에는 27개의 실제 상악 의치를 제작하여 시편으

로 사용하였다. 의치가 장착되는 석고 모형은 같은 것을 사용하였고 해

부학적으로 정상적인 것을 사용하였다. 그 모형은 다음에 첨부한 그림과

같다.

그림 2 실험에 이용된 상악 무치악 모형. 7개의 점들은 의치의 체적변화 측정에 사

용하기 위함이다. 출처: Curtis M Becker, Dale E Smith, Jack I Nicholls: The

comparison of denture-base processing techniques. Part 2. Dimensional changes

due to processing. J Prosthet Dent: 37:450-459, 1997

모형에 1.0에서 1.5mm의 깊이를 가지는 평행한 7개의 구멍을 써베이

어를 이용하여 형성하였다. 1,2,3으로 표기된 구멍은 ridge에, 4,6으로 표

기된 구멍은 flange 부위에, 5,7로 표기된 구멍은 구개의 중앙에 위치한

다. 수직적인 위치를 측정하는 데는 모형의 바닥에서 각 구멍까지의 높

이를 먼저 측정해놓은 값과 비교 측정하였다. 측정은 3회로 이루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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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의치 제작 전, 의치 제작 후 연마 전, 의치 제작 후 연마 후에 각각

측정되었다.

의치 제작을 위한 레진 중합 방법은 injection technique, all gypsum

technique, silicone gypsum technique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수직적 변화는 고정적 위치는 점 7을 기준으로 점 1,2,3의 위치변화가

측정되었다. 그 결과 all gypsum technique의 수직적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0.162mm 증가하였다. injection technique의 경우 0.007mm 증

가로 수직적 변화가 가장 적었고 silicone-gypsum technique은 0,016mm

가 오히려 감소했다.

수평적 변화를 나타낸 그림은 다음 첨부한 그림과 같다.

그림 3 좌측의 그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중합된 의치의 치아면의 수평적 위치 변화이다.

우측의 그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중합된 의치의 조직면의 수평적 위치 변화이다. 출처:

Curtis M Becker, Dale E Smith, Jack I Nicholls: The comparison of denture-base

processing techniques. Part 2. Dimensional changes due to processing. J Prosthet

Dent: 37:450-459, 1997

수평적 변화는 세 가지 방법으로 중합한 의치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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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두 종합하여 그 변화를 보면 의치 중합 후 인공치는 중앙선측으

로 수축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조직면에서 의치의 flange는 중앙선과 잔

존치조제로 수축하는 양상을 보인다.

삼차원적으로 수직의 체적 변화를 나타낸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세 가지 방법으로 중합된 의치의 삼차원적으로 수직 체적변화를 도식한 그림. 출

처: Curtis M Becker, Dale E Smith, Jack I Nicholls: The comparison of denture-base

processing techniques. Part 2. Dimensional changes due to processing. J Prosthet

Dent: 37:450-459, 1997

이 연구의 신뢰성이 높은 점은 이전 의치의 체적변화를 측정함에 있

어 모형 상에 기준점을 두고 측정한 논문이 많은데 본 논문은 의치상 내

면의 점7을 중심으로 측정을 하여 의치 탈착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인

데 있다.

다른 실험을 통해 삼차원적 의치 체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Chen 등13의 실험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합 방식에 무관하게

레진의 특성상 의치 제작 시 변형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무

치악의 상악 금속 cast를 이용하여 3가지 두께 – 각각 1.5, 3, 5mm –

의 의치를 제작하여 그 변화를 보았다. 총 48개의 상악의치가 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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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 두께별로 16개씩 제작되었고 의치 제작 시 중합 방법으로 short

time/ regular time과 bench cool/ quench in water의 조합을 사용하였

다.

구치와 구치의 선형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값으로는 제2 대구치의

distal marginal ridge의 표식간의 거리를 택하였다. 구개부의 두께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정중선의 한 점을 기준으로 두께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에 첨부한 두 표와 같다.

표 2 레진 중합 방법 및 형태에 따른 의치의 후방 구개부위 체적 변화. 출처:

Chen JC, Lacefield WR, Castleberry DJ.: Effect of denture thickness and

curing cycle on the dimentional stability of acrylic resin denture bases. Dent

Mater: 4:20-24,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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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레진 중합 방법 및 형태에 따른 의치의 구치-구치 선형 체적 변화. 출처:

Chen JC, Lacefield WR, Castleberry DJ.: Effect of denture thickness and curing

cycle on the dimentional stability of acrylic resin denture bases. Dent Mater:

4:20-24, 1988

같은 형태의 의치를 중합방법이 다른 것을 봐야 하는데 위 그래프에

서 같은 두께 별로 비교하면 쉽게 볼 수 있다. quenching으로 중합을 마

무리한 의치가 bench cooling한 의치보다 후방 구개부위에서 체적 변화

가 더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합하는 과정에서 short cure

나 regular cure는 의치 체적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Chen의 연구와 Becker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의치

중합시 구개부위가 다소 두꺼워지고 구치간 거리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의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치의 체적변화 경향에 대

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런 의치 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다음 문단에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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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의 형태와 의치 체적 안정성의 연관성

앞서 언급되었던 Chen13 등의 실험에서 의치의 두께를 3가지로 구분

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위 그래프를 참고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후방 구개

부위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은 5mm의 두께로 제작한 의치에서 가장 두

드려졌고 3mm와 1.5mm의 의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치-구치 간 선형 체적 변화를 보면 1.5mm의 두께로 제작한 의치에

서 가장 두드려지게 변화하였고 이는 후방 구개부위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정리하자면 얇은 의치가 후방 구개부위의 체적안정성에 유

리하고 두꺼운 의치가 구치-구치 간 선형 변화에 유리하다.

여기서 생각해야할 것은 구치-구치 간 선형변화량은 구강 내에서 교

합조정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후방 구개부위의 폐쇄가 의치 제

작과정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임상가는 해당 의치를 수정할 여지가 없다.

이는 의치 제작 시 후방구개부위의 두께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얇게 제

작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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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의 종류에 따른 의치 체적 안정성 연구

Anthony와 Peyton14은 pantographic measuring device를 이용하여 각

종 레진 종류별 의치 체적 변화를 발표한 바 있다. 레진은 self cured

plastic, epoxy plastic, vulcanite, heat cured plastic, special injection

plastic의 다섯 종류가 비교 되었고 한 종류당 최소 4개의 의치의 체적

변화를 여러 군데를 기점으로 측정하였다. 각 의치 제작 후 주모형과 의

치의 discrepancy를 측정한 것이고 상악의치에서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

다.

표 4 상악 의치의 제2 대구치 부위에서의 수평단면의 의치 fitting. 출처:

Anthony DH, Peyton FA: Dimensional accuracy of various denture-base

materials. J Prosthet Dent: 12:67-81,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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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악 의치의 정중단면에서의 의치 fitting. 출처: Anthony DH, Peyton FA:

Dimensional accuracy of various denture-base materials. J Prosthet Dent:

12:67-81,1962

위 그림에서 discrepancy가 작을수록 의치의 체적변화가 적고 fitting

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self cured plastic 계열의 레진의 의

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epoxy plastic 계열이 의치 적합도가 우수했다. 상악 의치 변화는 공통적

으로 의치의 anterior, lateral flange 부분이 수축하고 구개부위가 다소

뜨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앞선 Becker12의 실험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악 의치에서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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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하악 의치의 정중단면과 수평단면에서의 의치 fitting. 출처: Anthony DH, Peyton

FA: Dimensional accuracy of various denture-base materials. J Prosthet Dent:

12:67-81,1962

하악 의치의 적합도는 상악의치에서 나타나는 레진 종류별 의치 적합

도의 차이가 설측면을 제외하고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설측

border는 내측으로 수축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하악 모형에서 의치의

설측면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상악 의치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비교적 짧은 전방 치조제 단면 거리로 인해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레진의 종류별 적합도 오차를 나타낸 그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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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표적인 레진 종류별 수평 단면에서 의치 적합도 비교. 출처: Anthony DH,

Peyton FA: Dimensional accuracy of various denture-base materials. J Prosthet Dent:

12:67-81,1962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된 상악 의치의 체적 변화 양상은 세 종류의 레

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 변화 정도를 볼 때 자가 중합형 레진의 체

적 변화가 가장 적으므로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Skinner15, Sweeeny16와 같은 선학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레진이

경화되기 전에 flask를 cooling시킴으로 인해 stress의 결과로 의치 적합

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mold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 및 수축으로

인한 요인도 의치 체적변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위 연구에서 자가중합형 레진의 체적변화가 가장 적은 것은 mold의

열로 인한 변형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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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의 표면과 의치지지력의 연관성

Monsenego17 등의 연구에서는 의치 내면의 처리에 따른 의치지지력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의치의 주모형과의 적합도도 중요하지만 임상적

으로 구강 내 환경을 생각해보면 내면의 젖음성과 변연폐쇄가 의치 지지

력에 영향을 미침은 자명해 보인다.

실험에서 레진의 종류는 자가중합형과 열중합형 두 가지를 사용하였

고 1mm의 일정한 두께로 제작된 의치상 내면의 처리를 다르게 하였다.

내면 처리는 3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sand

abraded, polished surface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총 6종류의 조합으로

실험 결과가 얻어진다. 각각의 경우별 레진의 젖음성을 액체-고체

contacting angle을 측정하였고 advancing contact angle이 크고

receding contact angle이 작을수록 젖음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열중합 레진에서의 액체-고체 contacting angle. 출처: Monsenego, Baszkin A, M

de Lourdes Costa, Lejoyeux J: Complete denture retention. Part 2: Wettability studies

on various acrylic resin denture base materials. J Prosthet Dent: 62:308-312,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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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가중합 레진에서의 액체-고체 contacting angle. 출처: Monsenego, Baszkin A,

M de Lourdes Costa, Lejoyeux J: Complete denture retention. Part 2: Wettability

studies on various acrylic resin denture base materials. J Prosthet Dent: 62:308-312,

1989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sand abraded heat polymerized 레진의 경우

가장 젖음성이 좋고, 의치 지지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의치 내면은 오히려 연마하지 않는 것이 의치 지지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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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의 체적안정성과 의치 지지력의 연관성

앞서 레진의 특성상 가공과정에서 체적변화 및 물성변화를 면밀히 살

펴보았다. 의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진의 체적변화는 불가피해 보

인다. 이런 체적변화는 의치의 변연폐쇄를 방해하고 의도한 교합의 미세

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매우 자명하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최소한의 레진 체적 변화를 목표로 함은 의치 지

지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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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앞서 우리는 다양한 레진 중합 방법과 형태에 따른 의치 지지력에 영

향을 미치는 기여요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선학들의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어진다.

1. 의치 만족도 기여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의치의 질과 만족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2. 어떤 중합 방법을 선택하던 레진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의치 flange는

수축하고 구개 부위는 두께가 다소 증가하고 모형에서 뜨는 경향이

생긴다.

3. 중합 방법에 따라 의치 flange 부분과 구개부위의 변화를 고려할 때

가장 변화가 적은 방법은 all gypsum molding technique이었다,

4. 중합 방법에 따라 의치 표면 강도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는 방법은

silicone gypsum molding technique이고, 어떤 방법을 택하던 연마 후

강도는 증가하였다.

5. 중합 방법에 따라 미세 표면 재형성이나 색 안정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중합 방법에 따른 의치 체적 변화는 수평적으로 어떤 방법이던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 공통적으로 인공치가 중앙선으로 수축하는 경향

을 보인다.

7. 중합 방법에 따른 의치 체적 변화는 수직적으로 injection molding

technique의 변화가 가장 적었다.

8. 중합 후 처리 방식은 bench cooling 하는 것이 quenching하는 것보다

의치 변형이 적었다. cure time으로 인한 의치 변형은 큰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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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9. 두께가 두꺼운 의치에서 후방 구개부위 두께 증가가 현저하고 두께가

얇은 의치에서 구치-구치간 선형 체적 변화가 현저하다.

10. 레진의 종류에 따른 의치 체적 안정성 연구에서는 상악 의치의 경우

self curing plastic 계열의 레진이 중합 후 체적 안정성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고 하악 의치의 경우 레진의 종류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11. 의치상 내면은 sand abraded 처리하는 것이 젖음성에 유리하고 의치

지지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중합 방식이나 채택되는 레진의 종류는 임상적

으로 사용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한 재료의

기본적 물성 및 기공 과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숙지함은 성공적인 임

상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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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Relation between 

denture base retention and 

various curing technique of 

denture base resin

Kye Jun Jang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lete denture treatment for edentulous pati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oral function rehabilitation, esthetics and 
psychiatric stabilization of patient. However, dissatisfaction of 
patient is still remaining now. Previous studies about denture 
base resin are reviewed in this study. This will help clinician to 
do successful treatment.

Focus of this study is the effect of various curing technique of 
denture base resin on denture base retention.

Over all results are as follows.
1. Contributing factors of patient satisfaction about dentu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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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and complex. Quality of denture has close connection 
with denture satisfaction.

2.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resin, denture flange shrinks 
and palate part thickness increases after polymerization.

3. Considering molding technique, least dimensional change 
occurred when using all gypsum molding technique.

4. Considering molding technique, silicone gypsum molding 
technique showed best surface hardness. All technique showed 
increase in hardness after polishing.

5. Reproduction of detail and color stability does not depend on 
molding technique.

6. Resin teeth converge to midline in upper denture after 
polymerization and this tendency does not depend on molding 
technique.

7. Injection molding technique showed least dimensional change 
in vertical dimension of denture.

8. Considering dimensional change, bench cooling after 
polymerization was better than quenching.

9. Thicker denture base causes more posterior palatal part 
thickness increase. Thinner denture base causes more 
molar-molar linear dimensional change.

10. Self curing plastic resin was best in dimensional stability 
after polymerization for upper denture.

11. Sand abraded surface of inner surface of denture is 
advantageous in wettability and this helps to improve denture 
base retention.

   
keywords : self curing resin, heat curing resin, resin curing 
method, denture dimentional stability, denture retention
Student Number : 2010-2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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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치악 환자의 구강 기능 회복 및 심미성, 정신적 안정의 측면에
서 총의치 치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환자의 불만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성공
적인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치상을 이루는 레진에 대해 임상가들
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선학들의 연구를 종합하였다.

본 연구는 선학들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레진 중합 방법과 형태 
및 표면에 따른 의치 체적 안정성과 의치 지지력의 변화 양태를 살
펴보고 비교하였다.

연구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의치 만족도 기여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의치의 질과 만족

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2. 어떤 중합 방법을 선택하던 레진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의치 

flange는 수축하고 구개 부위는 두께가 다소 증가하고 모형에서 
뜨는 경향이 생긴다.

3. 중합 방법에 따라 의치 flange 부분과 구개부위의 변화를 고려할 
때 가장 변화가 적은 방법은 all gypsum molding technique이
었다,

4. 중합 방법에 따라 의치 표면 강도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는 방
법은 silicone gypsum molding technique이고, 어떤 방법을 
택하던 연마 후 강도는 증가하였다.

5. 중합 방법에 따라 미세 표면 재형성이나 색 안정성에서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중합 방법에 따른 의치 체적 변화는 수평적으로 어떤 방법이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공통적으로 인공치가 중앙선으로 수축
하는 경향을 보인다.

7. 중합 방법에 따른 의치 체적 변화는 수직적으로 injection 
molding technique의 변화가 가장 적었다.

8. 중합 후 처리 방식은 bench cooling 하는 것이 quenching하는 
것보다 의치 변형이 적었다. cure time으로 인한 의치 변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 두께가 두꺼운 의치에서 후방 구개부위 두께 증가가 현저하고 두
께가 얇은 의치에서 구치-구치간 선형 체적 변화가 현저하다.

10. 레진의 종류에 따른 의치 체적 안정성 연구에서는 상악 의치의 
경우 self curing plastic 계열의 레진이 중합 후 체적 안정성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악 의치의 경우 레진의 종류별 차
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11. 의치상 내면은 sand abraded 처리하는 것이 젖음성에 유리하
고 의치 지지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요어 : 자가 중합형 레진, 열 중합형 레진, 레진 중합 방법, 의치 체적 
안정성, 의치 지지력
학  번 : 2010-22496



- 3 -

목     차

1. 서   론 ·····································································   1

2. 본   론 ·····································································   3
의치 만족도 기여 요소에 대한 연구 ··································  3
의치상 레진의 종류 ································································  5
다양한 레진의 중합 방식 ······················································  7
다양한 중합 방법에 따른 레진의 물성 연구 ·····················  9
다양한 중합 방법에 따른 의치 체적 안정성 연구 ···········  11
레진의 형태와 의치 체적 안정성의 연관성 ·······················  16
레진의 종류에 따른 의치 체적 안정성 연구 ·····················  17
레진의 표면과 의치지지력의 연관성 ··································  21
레진의 체적안정성과 의치 지지력의 연관성 ·····················  23

 

3. 결   론 ······································································   24

4. 참고문헌 ····································································   26

Abstract ········································································   28



표   목   차

[표 1] ····························································································  6
[표 2] ····························································································  14
[표 3] ····························································································  15
[표 4] ····························································································  17
[표 5] ····························································································  18
[표 6] ····························································································  19
[표 7] ····························································································  21
[표 8] ····························································································  22

그 림  목 차

[그림 1] ························································································  9
[그림 2] ························································································  11
[그림 3] ························································································  12
[그림 4] ························································································  13
[그림 5] ························································································  20



- 1 -

1. 서 론

무치악 환자의 구강 기능 회복 및 심미성, 정신적 안정의 측면에서

총의치 치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치과의사들이 치료 후 환자

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나 재료, 치료기술 혹은 기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총의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불만족은 여전히 남아있

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수년간 총의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보고가 있었고 Berg1에

따르면 의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의치의 질, 환자의 구강상

태, 환자-치과의사 관계, 의치에 대한 환자의 태도, 환자의 인성, 환자의

사회경제학적 요인, 인구 통계학적 요인, 이전의치의 경험, 환자의 구강

내 감각, 감지능력 등을 들고 있다.

van Wass2 등은 의치의 질, 환자의 구강상태, 환자-치과의사 관계,

의치에 대한 환자의 태도, 환자의 정신의학적 변수가 의치 만족도에 기

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 및 설문은 각 요인들이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의치 만족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을 선별하고자 하였으나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는 없다.

하지만 Neal R. Garrett3등의 연구에서 의치 지지력이 부족한 2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합 개선, 수직 고경의 개선, 의치 지지력 및 안정성

개선을 목표로 한 새 의치를 제작해준 결과 55% 이상의 환자들의 만족

도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의치의 질이 개선됨은 환자 만족 및 치료의 성공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의치의 질에는 심미성, 의치 지지력, 기능적 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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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등이 고려되고 의치 지지력은 의치 내면을 이루는 레진의 조직적합

도 및 환자의 구강 내 상태 등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레진의 조직

적합도가 의치 사용자들의 의치 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다.

현대 치의학에서 임플란트 보철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무치

악 환자의 보철적 수복 방법으로 의치는 아직도 널리 쓰이고 있고, 의치

보험화 등으로 인하여 이전과 비교해 의치 사용률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의 레진 중합 방법에 따른 레진 체

적 안정성과 레진의 형태 및 표면에 따른 의치지지력의 연관성에 대하여

비교해 봄은 임상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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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의치 만족도 기여 요소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임상적으로 성공적인 총의치 치료를 위해 기본적인 이론을

종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의치 만족도와 그 기여요소에 대한 보고들

을 종합해 보았다.

Berg1의 연구에서는 blind test를 통해 환자들을 새로운 의치를 제공

받는 군과 기존의 의치를 제공받는 군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과로는 새로운 의치를 장착하는 환자의 85에서 90%가 의치에 만족한

다고 하였고 과거의 의치에는 65에서 75%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상기

연구에서는 이 차이를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의치에 대한 적

응력이 보철적인 완성도보다 만족도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전의 연구들에서 밝혔던 의치 만족도 기여 요소인 의치의 질, 환자의 구

강상태, 환자-치과의사 관계, 의치에 대한 환자의 태도, 환자의 인성, 환

자의 사회경제학적 요인, 인구 통계학적 요인, 이전의치의 경험, 환자의

구강 내 감각, 감지능력 등은 실제적으로 의치 만족도에 그리 크게 기여

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상기 연구에서 10에서 20%의 환자 만족도를 큰 차이가 없다고 표현

한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즉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위에서 나열한 의치만족도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고려함은 임상가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될 것이다.

van Wass2의 연구에서는 130명의 새로운 의치를 제공받은 환자를 대

상으로 의치의 질, 환자의 구강상태, 환자-치과의사 관계, 의치에 대한

환자의 태도 및 이전 의치의 경험 유무, 환자의 정신의학적 변수를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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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정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치를 제공받기 전과 제공받은

3개월 후의 설문을 비교한 결과 약 80% 정도의 환자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만한 요인은 의치의 질, 새 의치에

대한 기대, 의치의 기능 정도로 발표한 바 있다. 그 외에 상관관계를 보

이는 요인으로는 진료의에 대한 환자의 생각, 무치악으로 지낸 시간, 이

전 의치의 경험 등이 있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회귀 분석을 한 결과

33%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진 결과로 보았고 위의 요인들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의치 만족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존 선학들이 발표한 의치 만족도 기여요인은

환자의 의치 만족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학

적으로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론적으로 연구할 가치

가 있다는 것이다. van Wass2의 연구에서 의치만족도 기여요인 중 중요

한 요인으로 꼽은 의치의 질은 심미성, 의치 지지력, 기능적 교합의 상태

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Neal R. Garrett3의 실험을 통하여 의치의 질의 중요성을 알아

볼 수 있다. 유지력이 떨어지는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환자 21명을 대상

으로 교합고경, 교합, 의치의 유지력 및 지지력을 향상시킨 새로운 의치

를 제공한 결과 55% 이상의 환자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족한

환자군의 대부분은 저작의 편안감, 저작 능률의 향상, 발음 개선에서 큰

만족을 보였다. 나아가 만족한 환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저작기관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 능률이 향상되었다고 함은 음식물의

분쇄정도보다 저작 시 편안감이 환자로 하여금 의치를 사용하는데 도움

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의치 유지력 및 지지력 향상은 의치 내면을 이루는 레진의 표면, 형

태,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레진의 종류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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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상 레진의 종류4

의치상 레진의 종류는 다양하다. 흔히 가장 많이쓰이는 아크릴릭 레

진, rubber 강화 레진, 비닐 아크릴릭 레진, 광중합형 레진, 아크릴릭-

fluid 레진, rapid heat cure 레진 등이 그것이다.

아크릴릭 레진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으나 작업 시간이 길고

구강액의 흡수로인한 변색, 낮은 충격강도, 높은 rigidity로 인한 단점이

있다.

rubber 강화 레진은 아크릴릭 레진에 butadiene-styrene계를 첨가하

여 만든 것으로 충격강도, transverse 강도가 증가하고 물 흡수도가 감소

한다.

비닐 아크릴릭 레진은 주로 compression molding 또는 injection

molding 방법으로 작업하는데, 수직고경 증가의 가능성과 물흡수도가 감

소외고 충격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광중합형 레진은 urethane dimethacrylate가 주 성분이 된다. 광 개시

제가 필요하고 relining이나 의치수리 또는 상악의치의 post dam 재형성

시에도 사용된다. 사용이 쉽고 빠른 장접이 있다.

아크릴릭-fluid 레진은 자가중합형이 열중합형보다 약하다. 일반 자가

중합 레진보다 분말 입자 크기가 작아 흐름성이 좋고 Agar 또는 변형한

석고 mold를 사용하여 의치를 제작한다. 단점으로는 잔존 단량체로 인한

구강점막자극, 제 3아민으로 인한 변색, Agar mold에 주입시 인공치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rapid heat cure 레진은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끓

는 물에서 20분간 끓여서 의치상을 완성하게 되는데 기포 없이 빠른 중

합을 위해 화학 중합형 개시제를 첨가하여 열중합과 화학중합을 모두 사

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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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conven

tional

Rubber-

reinforc

ed

Vinyl
L i g h t

activated

P o u r

type

R a p i d

h e a t

cure

Transverse

deflection(

mm)

at 3500g

at 5000g

2.5이하

5.5이하

2.0

4.1

2.4

5.0

1.8

3.8

1.9

3.6

2.2

파절

1.7

3.5

물 흡 수 도

(mg/cm2)
0.8이하 0.60 0.55 0.50 0.50 0.50 0.64

용해도

(mg/cm2)
0.04이하 0.02 0.02 0.02 0.01 0.01 0.02

색변화
약간 이

하
없음 약간 약간 약간

약간-중

간
약간

표 1 의치상용 레진의 특징 비교. 출처: 한국재료학교수협의회: 치과재료학 5판. 군자출

판사, 2008

의치상용 레진의 특징을 비교한 것은 다음에 첨부한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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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레진의 중합 방식

1936년에 소개된 아크릴릭 레진 의치상은 그 중합 하는 방식이 다양

하다. 이런 방식들은 매몰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첫 번째가 compression-molding technique으로 all-gypsum mold를

사용하거나 silicone-gypsum mold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fluid

or pour-resin technique으로 hydrocolloid나 gypsum mold를 사용하는

것이다.

All gypsum molding technique은 heat curing, cold curing, injection

molding, compression molding, hydraulic compression molding법을 포

함한다. Woelfel, Paffenbarger, Sweeney5와 Peyton, Anthony6 등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이 방식은 지금까지 쓰여 오면서 가장 검증된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 임상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준다.

Silicone-gypsum molding technique은 Marcroft 등7이 silicone과

gypsum을 동시에 사용하여 mold를 제작하여 의치 제작 후 교합기의

incisal pin opening이 all gypsum technique보다 적다는 것을 밝혀내면

서 소개되었다. Molnar 등8은 all gypsum technique으로 제작한 의치보

다 silicone-gypsum technique으로 제작한 의치가 기포가 적게 발생한다

고 발표한 바 있다. Reisbick9은 실험을 통해 silicone mold technique은

all gypsum technique과 parallel shrinkage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

다.

Fluid or pour-resin technique은 hydrocolloid를 매몰재로 사용하여

자가중합형 레진을 주형에 부어서 의치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Sheppard10의 연구를 참고하면 레진이 중합하는 동안 압력이 가해지고

compression molding technique에 비해 레진의 수축정도가 더 크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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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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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중합 방법에 따른 레진의 물성 연구

위에서 소개한 레진의 중합 방법에 따라 레진의 중합 후 물성이 다르

게 나타나는 것을 과거 선학들의 연구에서 알 수 있다.

먼저 Becker11의 실험에서는 molding technique에 따라 나타나는 물

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각의 molding technique에 따라 레진의

두께 변화, 상대적인 Rockwell 표면 강도, 미세 표면 재형성, 색 안정성

을 비교해 보았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지는 동으로 만든 die에 레진을

제작하였다.

그림 1 표준 시편을 위한 brass die로 A와 A’는 레진의 중합 후 두께 변화 관찰을

위해, B는 Rockwell 표면강도 측정을 위해, C는 미세 표면 재형성을 보기 위해 특

수 제작됨. 출처: Curtis M Becker, Dale E Smith, Jack I Nicholls: The

comparison of denture-base processing techniques. Part 1. Material

characteristics. J Prosthet Dent: 37:330-338, 1997

이 실험에서 molding technique은 세 가지를 비교하였는데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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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psum molding, gypsum-silicone molding, injection molding이 그 것

이다. 위 die는 3가지 방법을 10번씩 시행하기 위해 30번 레진이 채워져

중합되었고 모두 30개의 레진 시편을 분석하였다. A’는 의치의 flange

부분을, A 부분은 의치의 구개측 부분을 재현하기 위한 모양이다.

두께 변화의 결과는 A’ 부분에서는 3가지 molding technique으로 제

작한 시편 모두 수축하였고 그 정도는 silicone-gypsum technique이

2.5%로 가장 크고 All gypsum technique이 0.9%로 가장 적었다. A 부

분에서는 3가지 molding technique으로 제작한 시편 모두 두께가 증가되

었고 injection molding technique이 1.5%로 가장 크고 all gypsum

technique이 0.5%로 가장 적었다.

표면 강도 실험은 세 가지 방법에서 모두 연마 후 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마 전, 후에 강도가 가장 강한 시편은

silicone-gypsum technique으로 제작된 시편이 압도적이었다. 특이한 점

은 injection molding technique으로 제작한 시편은 연마 전 강도는 all

gypsum technique으로 제작한 시편보다 작았으나 연마 후 강도가 더 우

수함을 볼 수 있었다.

미세 표면 재형성 결과에서는 위 시편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개

의 구들이 얼마나 중합 후 잘 나타나있는지 그 개수를 측정하여 비교해

보았는데 7개의 구중에 all gypsum technique은 6.8, silicone gypsum

technique은 6.3, injection molding technique은 6.2를 나타냈다.

색 안정성에서는 세 가지 방법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Becker의 실험을 통해 의치상 레진을 중합 시 flange 부분에서 수축

함을, 구개측 부분에서 팽창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서 살

펴볼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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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중합 방법에 따른 의치 체적 안정성 연구

위에서 언급되었던 Becker12는 두 번째 실험을 하였는데 다양한 중합

방법에 따른 레진의 체적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위 실험과 달리 이번에는 27개의 실제 상악 의치를 제작하여 시편으

로 사용하였다. 의치가 장착되는 석고 모형은 같은 것을 사용하였고 해

부학적으로 정상적인 것을 사용하였다. 그 모형은 다음에 첨부한 그림과

같다.

그림 2 실험에 이용된 상악 무치악 모형. 7개의 점들은 의치의 체적변화 측정에 사

용하기 위함이다. 출처: Curtis M Becker, Dale E Smith, Jack I Nicholls: The

comparison of denture-base processing techniques. Part 2. Dimensional changes

due to processing. J Prosthet Dent: 37:450-459, 1997

모형에 1.0에서 1.5mm의 깊이를 가지는 평행한 7개의 구멍을 써베이

어를 이용하여 형성하였다. 1,2,3으로 표기된 구멍은 ridge에, 4,6으로 표

기된 구멍은 flange 부위에, 5,7로 표기된 구멍은 구개의 중앙에 위치한

다. 수직적인 위치를 측정하는 데는 모형의 바닥에서 각 구멍까지의 높

이를 먼저 측정해놓은 값과 비교 측정하였다. 측정은 3회로 이루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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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의치 제작 전, 의치 제작 후 연마 전, 의치 제작 후 연마 후에 각각

측정되었다.

의치 제작을 위한 레진 중합 방법은 injection technique, all gypsum

technique, silicone gypsum technique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수직적 변화는 고정적 위치는 점 7을 기준으로 점 1,2,3의 위치변화가

측정되었다. 그 결과 all gypsum technique의 수직적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0.162mm 증가하였다. injection technique의 경우 0.007mm 증

가로 수직적 변화가 가장 적었고 silicone-gypsum technique은 0,016mm

가 오히려 감소했다.

수평적 변화를 나타낸 그림은 다음 첨부한 그림과 같다.

그림 3 좌측의 그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중합된 의치의 치아면의 수평적 위치 변화이다.

우측의 그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중합된 의치의 조직면의 수평적 위치 변화이다. 출처:

Curtis M Becker, Dale E Smith, Jack I Nicholls: The comparison of denture-base

processing techniques. Part 2. Dimensional changes due to processing. J Prosthet

Dent: 37:450-459, 1997

수평적 변화는 세 가지 방법으로 중합한 의치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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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두 종합하여 그 변화를 보면 의치 중합 후 인공치는 중앙선측으

로 수축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조직면에서 의치의 flange는 중앙선과 잔

존치조제로 수축하는 양상을 보인다.

삼차원적으로 수직의 체적 변화를 나타낸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세 가지 방법으로 중합된 의치의 삼차원적으로 수직 체적변화를 도식한 그림. 출

처: Curtis M Becker, Dale E Smith, Jack I Nicholls: The comparison of denture-base

processing techniques. Part 2. Dimensional changes due to processing. J Prosthet

Dent: 37:450-459, 1997

이 연구의 신뢰성이 높은 점은 이전 의치의 체적변화를 측정함에 있

어 모형 상에 기준점을 두고 측정한 논문이 많은데 본 논문은 의치상 내

면의 점7을 중심으로 측정을 하여 의치 탈착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인

데 있다.

다른 실험을 통해 삼차원적 의치 체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Chen 등13의 실험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합 방식에 무관하게

레진의 특성상 의치 제작 시 변형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무

치악의 상악 금속 cast를 이용하여 3가지 두께 – 각각 1.5, 3, 5mm –

의 의치를 제작하여 그 변화를 보았다. 총 48개의 상악의치가 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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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 두께별로 16개씩 제작되었고 의치 제작 시 중합 방법으로 short

time/ regular time과 bench cool/ quench in water의 조합을 사용하였

다.

구치와 구치의 선형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값으로는 제2 대구치의

distal marginal ridge의 표식간의 거리를 택하였다. 구개부의 두께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정중선의 한 점을 기준으로 두께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에 첨부한 두 표와 같다.

표 2 레진 중합 방법 및 형태에 따른 의치의 후방 구개부위 체적 변화. 출처:

Chen JC, Lacefield WR, Castleberry DJ.: Effect of denture thickness and

curing cycle on the dimentional stability of acrylic resin denture bases. Dent

Mater: 4:20-24,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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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레진 중합 방법 및 형태에 따른 의치의 구치-구치 선형 체적 변화. 출처:

Chen JC, Lacefield WR, Castleberry DJ.: Effect of denture thickness and curing

cycle on the dimentional stability of acrylic resin denture bases. Dent Mater:

4:20-24, 1988

같은 형태의 의치를 중합방법이 다른 것을 봐야 하는데 위 그래프에

서 같은 두께 별로 비교하면 쉽게 볼 수 있다. quenching으로 중합을 마

무리한 의치가 bench cooling한 의치보다 후방 구개부위에서 체적 변화

가 더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합하는 과정에서 short cure

나 regular cure는 의치 체적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Chen의 연구와 Becker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의치

중합시 구개부위가 다소 두꺼워지고 구치간 거리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의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치의 체적변화 경향에 대

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런 의치 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다음 문단에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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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의 형태와 의치 체적 안정성의 연관성

앞서 언급되었던 Chen13 등의 실험에서 의치의 두께를 3가지로 구분

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위 그래프를 참고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후방 구개

부위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은 5mm의 두께로 제작한 의치에서 가장 두

드려졌고 3mm와 1.5mm의 의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치-구치 간 선형 체적 변화를 보면 1.5mm의 두께로 제작한 의치에

서 가장 두드려지게 변화하였고 이는 후방 구개부위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정리하자면 얇은 의치가 후방 구개부위의 체적안정성에 유

리하고 두꺼운 의치가 구치-구치 간 선형 변화에 유리하다.

여기서 생각해야할 것은 구치-구치 간 선형변화량은 구강 내에서 교

합조정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후방 구개부위의 폐쇄가 의치 제

작과정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임상가는 해당 의치를 수정할 여지가 없다.

이는 의치 제작 시 후방구개부위의 두께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얇게 제

작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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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의 종류에 따른 의치 체적 안정성 연구

Anthony와 Peyton14은 pantographic measuring device를 이용하여 각

종 레진 종류별 의치 체적 변화를 발표한 바 있다. 레진은 self cured

plastic, epoxy plastic, vulcanite, heat cured plastic, special injection

plastic의 다섯 종류가 비교 되었고 한 종류당 최소 4개의 의치의 체적

변화를 여러 군데를 기점으로 측정하였다. 각 의치 제작 후 주모형과 의

치의 discrepancy를 측정한 것이고 상악의치에서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

다.

표 4 상악 의치의 제2 대구치 부위에서의 수평단면의 의치 fitting. 출처:

Anthony DH, Peyton FA: Dimensional accuracy of various denture-base

materials. J Prosthet Dent: 12:67-81,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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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악 의치의 정중단면에서의 의치 fitting. 출처: Anthony DH, Peyton FA:

Dimensional accuracy of various denture-base materials. J Prosthet Dent:

12:67-81,1962

위 그림에서 discrepancy가 작을수록 의치의 체적변화가 적고 fitting

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self cured plastic 계열의 레진의 의

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epoxy plastic 계열이 의치 적합도가 우수했다. 상악 의치 변화는 공통적

으로 의치의 anterior, lateral flange 부분이 수축하고 구개부위가 다소

뜨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앞선 Becker12의 실험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악 의치에서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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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하악 의치의 정중단면과 수평단면에서의 의치 fitting. 출처: Anthony DH, Peyton

FA: Dimensional accuracy of various denture-base materials. J Prosthet Dent:

12:67-81,1962

하악 의치의 적합도는 상악의치에서 나타나는 레진 종류별 의치 적합

도의 차이가 설측면을 제외하고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설측

border는 내측으로 수축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하악 모형에서 의치의

설측면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상악 의치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비교적 짧은 전방 치조제 단면 거리로 인해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레진의 종류별 적합도 오차를 나타낸 그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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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표적인 레진 종류별 수평 단면에서 의치 적합도 비교. 출처: Anthony DH,

Peyton FA: Dimensional accuracy of various denture-base materials. J Prosthet Dent:

12:67-81,1962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된 상악 의치의 체적 변화 양상은 세 종류의 레

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 변화 정도를 볼 때 자가 중합형 레진의 체

적 변화가 가장 적으므로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Skinner15, Sweeeny16와 같은 선학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레진이

경화되기 전에 flask를 cooling시킴으로 인해 stress의 결과로 의치 적합

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mold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 및 수축으로

인한 요인도 의치 체적변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위 연구에서 자가중합형 레진의 체적변화가 가장 적은 것은 mold의

열로 인한 변형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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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의 표면과 의치지지력의 연관성

Monsenego17 등의 연구에서는 의치 내면의 처리에 따른 의치지지력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의치의 주모형과의 적합도도 중요하지만 임상적

으로 구강 내 환경을 생각해보면 내면의 젖음성과 변연폐쇄가 의치 지지

력에 영향을 미침은 자명해 보인다.

실험에서 레진의 종류는 자가중합형과 열중합형 두 가지를 사용하였

고 1mm의 일정한 두께로 제작된 의치상 내면의 처리를 다르게 하였다.

내면 처리는 3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sand

abraded, polished surface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총 6종류의 조합으로

실험 결과가 얻어진다. 각각의 경우별 레진의 젖음성을 액체-고체

contacting angle을 측정하였고 advancing contact angle이 크고

receding contact angle이 작을수록 젖음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열중합 레진에서의 액체-고체 contacting angle. 출처: Monsenego, Baszkin A, M

de Lourdes Costa, Lejoyeux J: Complete denture retention. Part 2: Wettability studies

on various acrylic resin denture base materials. J Prosthet Dent: 62:308-312,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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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가중합 레진에서의 액체-고체 contacting angle. 출처: Monsenego, Baszkin A,

M de Lourdes Costa, Lejoyeux J: Complete denture retention. Part 2: Wettability

studies on various acrylic resin denture base materials. J Prosthet Dent: 62:308-312,

1989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sand abraded heat polymerized 레진의 경우

가장 젖음성이 좋고, 의치 지지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의치 내면은 오히려 연마하지 않는 것이 의치 지지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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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의 체적안정성과 의치 지지력의 연관성

앞서 레진의 특성상 가공과정에서 체적변화 및 물성변화를 면밀히 살

펴보았다. 의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진의 체적변화는 불가피해 보

인다. 이런 체적변화는 의치의 변연폐쇄를 방해하고 의도한 교합의 미세

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매우 자명하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최소한의 레진 체적 변화를 목표로 함은 의치 지

지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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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앞서 우리는 다양한 레진 중합 방법과 형태에 따른 의치 지지력에 영

향을 미치는 기여요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선학들의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어진다.

1. 의치 만족도 기여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의치의 질과 만족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2. 어떤 중합 방법을 선택하던 레진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의치 flange는

수축하고 구개 부위는 두께가 다소 증가하고 모형에서 뜨는 경향이

생긴다.

3. 중합 방법에 따라 의치 flange 부분과 구개부위의 변화를 고려할 때

가장 변화가 적은 방법은 all gypsum molding technique이었다,

4. 중합 방법에 따라 의치 표면 강도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는 방법은

silicone gypsum molding technique이고, 어떤 방법을 택하던 연마 후

강도는 증가하였다.

5. 중합 방법에 따라 미세 표면 재형성이나 색 안정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중합 방법에 따른 의치 체적 변화는 수평적으로 어떤 방법이던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 공통적으로 인공치가 중앙선으로 수축하는 경향

을 보인다.

7. 중합 방법에 따른 의치 체적 변화는 수직적으로 injection molding

technique의 변화가 가장 적었다.

8. 중합 후 처리 방식은 bench cooling 하는 것이 quenching하는 것보다

의치 변형이 적었다. cure time으로 인한 의치 변형은 큰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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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9. 두께가 두꺼운 의치에서 후방 구개부위 두께 증가가 현저하고 두께가

얇은 의치에서 구치-구치간 선형 체적 변화가 현저하다.

10. 레진의 종류에 따른 의치 체적 안정성 연구에서는 상악 의치의 경우

self curing plastic 계열의 레진이 중합 후 체적 안정성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고 하악 의치의 경우 레진의 종류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11. 의치상 내면은 sand abraded 처리하는 것이 젖음성에 유리하고 의치

지지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중합 방식이나 채택되는 레진의 종류는 임상적

으로 사용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한 재료의

기본적 물성 및 기공 과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숙지함은 성공적인 임

상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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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Relation between 

denture base retention and 

various curing technique of 

denture base resin

Kye Jun Jang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lete denture treatment for edentulous pati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oral function rehabilitation, esthetics and 
psychiatric stabilization of patient. However, dissatisfaction of 
patient is still remaining now. Previous studies about denture 
base resin are reviewed in this study. This will help clinician to 
do successful treatment.

Focus of this study is the effect of various curing technique of 
denture base resin on denture base retention.

Over all results are as follows.
1. Contributing factors of patient satisfaction about dentu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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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and complex. Quality of denture has close connection 
with denture satisfaction.

2.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resin, denture flange shrinks 
and palate part thickness increases after polymerization.

3. Considering molding technique, least dimensional change 
occurred when using all gypsum molding technique.

4. Considering molding technique, silicone gypsum molding 
technique showed best surface hardness. All technique showed 
increase in hardness after polishing.

5. Reproduction of detail and color stability does not depend on 
molding technique.

6. Resin teeth converge to midline in upper denture after 
polymerization and this tendency does not depend on molding 
technique.

7. Injection molding technique showed least dimensional change 
in vertical dimension of denture.

8. Considering dimensional change, bench cooling after 
polymerization was better than quenching.

9. Thicker denture base causes more posterior palatal part 
thickness increase. Thinner denture base causes more 
molar-molar linear dimensional change.

10. Self curing plastic resin was best in dimensional stability 
after polymerization for upper denture.

11. Sand abraded surface of inner surface of denture is 
advantageous in wettability and this helps to improve denture 
base retention.

   
keywords : self curing resin, heat curing resin, resin curing 
method, denture dimentional stability, denture retention
Student Number : 2010-2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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