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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의

크기 안정성 및 이축 굴곡강도 평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치과생체재료과학 전공

(지도교수: 안 진 수)

정 도 현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어온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과 비교하

여 새롭게 소개된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 재료의 크기 안정성과

이축 굴곡강도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레진 출력물의 후경화 시

간에 따른 크기 안정성과 이축 굴곡강도의 변화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Quicky, Nissin Dental,

Kyoto, Japan)과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Raydent tray, Ray, 성

남시, 대한민국)을 이용하여 직경 15 mm, 두께 2 mm의 원판형 시편을

제작하였다. 실험 그룹은 대조군으로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 시편 12

개, 실험군 P0는 후경화하지 않은 3D 프린팅 레진 시편 12개, 실험군

P10은 10분간 후경화한 3D 프린팅 레진 시편 12개, 실험군 P20은 20분

간 후경화한 3D 프린팅 레진 시편 12개로 설정하였다. 크기 안정성 연구

를 위해 Digimatic micrometer(MDC-25PX, Mitutoyo, Kanagawa,

Japan)을 이용하여 레진 시편의 직경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직경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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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제작 직후, 30분 후, 2시간 후, 4시간 후, 16시간 후 및 24시간 후

에 시행하였다. 추가로 후경화로 인한 직경변화량 비교를 위해 실험군

P10과 P20은 출력 직후와 후경화 직후의 직경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이축 굴곡강도 측정 시험은 ISO 6872에 규정된 piston-on-3-ball 방법으

로 시행하였고, 만능시험기(TW-D102, 태원테크, 부천시, 대한민국)을 이

용하여 cross-head speed 1 mm/min으로 진행하였다.

크기 안정성 연구를 위한 직경변화량 측정 결과 최종적인 직경변화량

은 실험군 P0와 실험군 P10, P2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

되었으나(p < 0.05), 실험군 P10과 실험군 P20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938). 또한 실험군 P10과 P20은 시간에 따른

직경변화량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p > 0.05). 후경화로

인한 직경변화량은 실험군 P10과 실험군 P20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 0.05). 이축 굴곡강도 측정 결과 모든 실험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 < 0.05). 실험군 P10과 실험군 P20에서 이

축 굴곡강도 최소값은 모두 대조군의 평균값인 107.71 MPa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실험군 P0의 이축 굴곡강도 최대값은 101.82 MPa로 대조군의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크기 안정성과 이축 굴곡강도의 관점에서 볼

때, 실험군 P10이 개인 트레이의 임상적 요건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 후경화, 크기 안정성, 직경

변화량, 이축 굴곡강도

학 번 : 2020-2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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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치과 임상에서 보철물을 제작할 때 정확한 인상을 채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성공적인 보철물 제작을 위해서 정확한 작업

모형이 필요하며, 이는 최종 인상의 정확도에 달려있다(1). 인상채득과정

에는 인상재와 트레이가 필요하며, 보철물의 종류 및 인상채득의 목적을

고려하여 트레이의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인상채득 시 사용되

는 인상재 및 트레이의 종류에 따라 작업모형 제작과정에서 변형이 일어

날 수 있으며(2,3), 정확한 인상채득을 위해서 트레이는 충분한 강도와

크기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4-6).

인상용 트레이는 크게 기성 트레이와 개인 트레이로 구별할 수 있다.

치과 임상에서 별도의 준비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기성 트레이와 달리

개인 트레이는 제작 단계에서 치과의사 혹은 치기공사의 추가적인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하고, 환자의 내원횟수와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단점

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 트레이는 기성 트레이에 비해 환자 구강조직

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한 정확한 변연 형성이 가능하고, 트레이의 부

피를 줄일 수 있어 환자의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존재한다(7).

개인 트레이를 이용한 인상채득은 탄성 인상재의 균일한 두께를 유지

할 수 있어 작업모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탄성 인상재의 중합과정

에서의 수축은 인상재의 두께에 비례하는데(8), 개인 트레이를 이용한 인

상채득 과정에서 탄성 인상재는 2∼4 mm의 두께를 유지할 때 적절한

체적 안정성을 가진다(2,9). Rehberg 등은 개인 트레이의 유연성

(flexibility)과 인상체의 정확도의 연관성을 전제로 재료, 두께에 따른 트

레이 형태변화를 관찰한 결과 개인 트레이의 이상적인 두께는 2 mm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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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였다(10).

개인 트레이의 재료로는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 열가소성 레진, 광

중합형 아크릴릭 레진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은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부가적인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경제성이 뛰어나 현재까지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가중합형 아

크릴릭 레진으로 제작한 개인트레이는 제작 후 지속적으로 수축이 발생

하여 크기 안정성이 떨어진다. Pagniano 등은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

개인 트레이는 재료가 안정되기 까지 최소 9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11), Goldfogel 등은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 개인 트레이는 제작 후

24시간 동안 지속적인 수축이 발생하므로, 트레이 제작 후 만 하루가 지

난 후에 인상채득 과정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12).

컴퓨터 이용 설계(computer-aided design, CAD)와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AM)을 활용한 3D 프린터는 최근 치과보철 영역에서 각

광받고 있다. 3D 프린터는 기존 절삭가공 방식과 비교하여 다양한 기공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13). 3D

프린터는 출력방법에 따라 Fused Deposition Modeling(FDM), Digital

Light Processing(DLP), Stereolithography apparatus(SLA) 및 Liquid

crystal planar solidification(LCPS) 등의 종류가 있다. 이 중 치과 영역

에서는 경제성과 정밀성이 비교적 뛰어난 자외선(UV) 중합형인 DLP와

SLA 방식 3D 프린터를 주로 사용해왔으며(14), LCPS 방식 3D 프린터

는 LCD의 해상도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DLP 방식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LCPS 방식 3D 프린터는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로 제

작된 가공물의 정밀성 연구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15).

3D 프린팅 레진 출력물은 추가적으로 후경화(post-curing)를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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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경화를 통해 3D 프린팅 레진 출력물은 완전한 중합을 하게 된다.

3D 프린팅 레진 출력물은 후경화 시간에 따라 중합률(degree of

conversion), 색 안정성, 굴곡강도 및 경도 등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성질들은 후경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6-19). 또한 3D 프린팅 레진 출력물은 후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축이

발생하여 형태변화를 야기한다. 3D 프린팅 레진 출력물은 후경화가 부족

할 경우 미중합 잔존 모노머로 인한 출력물의 변형 및 강도 감소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후경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물의 수축

량도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20-22).

최근 3D 프린터를 활용한 새로운 개인 트레이 재료의 장래성이 제시

되고 있다(23,24). 이에 맞춰 국내 제조사에서도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

팅 레진을 출시하여 상용화하고 있다. 새롭게 소개된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은 재료의 크기 안정성, 굴곡강도 등의 물성을 기존에 사용

해온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과 비교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고, 재료

자체의 물성에 관련된 정보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 방식의 자가

중합형 아크릴릭 레진 개인 트레이는 크기 안정성이 부족하고(11,12), 증

기방출, 독성, 잔존 모노머 및 조직에 유해한 반응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25,26), 새로운 개인 트레이 재료는 기존 재료에 비해 물성 ,생

체적합성 및 편의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기존에 사용하던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과

비교하여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 재료의 크기 안정성과 이축 굴

곡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레진 출력물의 후경화 시간에 따른 크

기 안정성과 이축 굴곡강도의 변화도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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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가중합형 아크릴

릭 레진과 최근에 새롭게 소개된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을 비교

평가하였다(Table 1).

Table 1. Autopolymerizing acrylic resin and 3D printing photopolymer 
resin used in this study.

Product Main components Manufacturer

Quicky
Poly methyl methacrylate (powder)

methyl methacrylate (liquid)
Nissin Dental, 
Kyoto, Japan

Raydent Tray Tris (2-Hydroxyethyl) Isocyanurate Triacrylate
Ray, 성남시, 

대한민국

2.2 시편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편은 크기 안정성 연구를 위한 직경변화 측정

및 이축 굴곡강도 측정 시험이 가능한 규격을 맞추기 위해 직경 15 mm,

두께 2 mm를 갖는 원판형태로 제작되었다.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Quicky, Nissin Dental, Kyoto, Japan)을 제

조사의 설명서에 따른 분액비(분말 2 g : 용액 1 ml)로 혼합한 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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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위에 내경 15 mm, 높이 2 mm의 Teflon mold에 담아 약 20℃의 상

온에서 약 14분간 중합하였다. 중합 후 Teflon mold에서 자가중합형 아

크릴릭 레진을 제거하여 직경 15 mm, 두께 2 mm를 갖는 원판형 시편

을 준비하였다.

Fig. 1. Teflon mold and autopolymerizing acrylic resin specimens.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3D 설계 모

델링 프로그램(Autodesk Fusion 360, Autodesk, California, USA)를 활

용하여 직경 15 mm, 두께 2 mm를 갖는 원판형 시편의 3D 설계 데이터

를 제작하였다(Fig. 2). 디자인이 완료된 3D 설계 데이터 파일은 LCPS

방식 3D 프린터에 적용하였다.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Raydent

tray, Ray, 성남시, 대한민국)을 LCPS 방식 3D 프린터인 RAM600

(RAM600, Ray, 성남시, 대한민국)에 사용하여 XY 해상도 47 ㎛, Z축



- 6 -

layer 두께 50 ㎛ 및 405 nm UV 사양의 출력 조건으로 원판형 시편을

출력하였다. 출력된 레진 시편은 395 nm UV 사양을 가진 후경화기

RPC500 (RPC500, Ray, 성남시, 대한민국)을 이용하여 후경화하였다.

Fig. 2. STL 3D modeling file for resi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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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 (a) 3D printing photopolymer resin, (b) LCPS 3D printer and 
post-curing device.

             

  Fig. 4. 3D printing photopolymer resi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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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그룹 설정

본 연구의 대조군 및 실험군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Control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 시편(N=12)

Group P0 후경화하지 않은 3D 프린팅 레진 시편(N=12)

Group P10 10분간 후경화한 3D 프린팅 레진 시편(N=12)

Group P20 20분간 후경화한 3D 프린팅 레진 시편(N=12)

대조군 및 실험군 시편의 제작 방법과 실험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흐

름도는 Fig. 5 및 Fig. 6과 같다.

Fig. 5. Flowchart of the overall experimental process of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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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owchart of the overall experimental process of 3D printing 
photopolymer resin specimens. According to post-curing time, 
specimens were classified into group P0 (3D printed resin 
specimens without post-curing), group P10 (3D printed resin 
specimens post-cured for 10 min), group P20 (3D printed resin 
specimens post-cured for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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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험 방법

2.4.1 크기 안정성 연구

대조군 및 실험군 레진 시편 간의 크기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

에 따른 시편의 직경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직경변화량 측정에는 0 - 25

mm 측정범위 및 0.001 mm의 해상도를 가진 Digimatic micrometer

(MDC-25PX, Mitutoyo, Kanagawa, Japan) (Fig. 7)를 사용하였다.

직경변화량은 micrometer로 일정한 측정압을 가하여 측정하였고, 특히

3D 프린팅 레진 시편은 출력 방향과 직각인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Teflon mold에서 레진 시편을 제거한 시점부터 측정을 시작

하여 30분 후, 2시간 후, 4시간 후, 16시간 후 및 24시간 후의 직경변화

량을 측정하였다.

실험군 P0는 3D 프린터로 레진 시편을 출력한 직후부터 측정을 시작

하여 30분 후, 2시간 후, 4시간 후, 16시간 후 및 24시간 후의 직경변화

량을 측정하였고, 실험군 P10과 P20은 각각 10분과 20분간 후경화 처리

한 후부터 측정을 시작하여 30분 후, 2시간 후, 4시간 후, 16시간 후 및

24시간 후의 직경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추가로 후경화로 인해 발생하는 직경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실험군

P10과 P20는 출력 직후와 후경화 직후에 각각 직경을 측정하여 비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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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Digimatic micrometer.

2.4.2 이축 굴곡강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 (ASTM)의 표

준이며, 치과용 세라믹의 국제 표준 규격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6872에 규정된 piston-on-3-ball 방법을 이용하여

이축 굴곡강도를 측정하였다.

이축 굴곡강도 측정 시험은 레진 시편들의 직경변화량 측정이 최종적

으로 완료 된 후에 시행되었다. 시편은 3 mm의 직경을 갖는 3-ball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각각의 ball은 서로 120°의 각도를 갖도록 위치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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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ball 시편 지지물은 각 ball의 중심을 이은 원형의 반지름이 5 mm

가 되도록 위치시켜 제작하였다(Fig. 8). 하중봉은 끝부분 직경이 1.4

mm가 되도록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하중 시험은 제작한 3-ball 시편 지지물에 시편을 위치시켜 만능시험

기(TW-D102, 태원테크, 부천시, 대한민국) (Fig. 9)를 이용하여 cross

head speed 1 mm/min으로 진행하였다.

Fig. 8. Specimen holder for biaxial flexural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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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Universal testing machine.

이축 굴곡강도 δ(MPa)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구하였다.

δ = -0.2387P(X-Y)/d²

δ(MPa); 최대 중심 인장 강도

P(N); 파절을 일으키는 하중

X = (1+υ)ln(r2/r3)²+[(1-υ)/2](r2/r3)²

Y = (1+υ)[1+ln(r1/r3)²]+(1-υ)(r1/r3)²

υ; 포아송 비; 0.25

r1(mm); 지지원의 반지름

r2(mm); 하중봉의 반지름

r3(mm); 시편의 반지름

d(mm); 시편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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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illustration of piston-on-3-ball biaxial flexural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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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 분석

크기 안정성 연구에서 레진 시편의 시간에 따른 직경변화량이 대조군

및 실험군 P0, P10 및 P20 간에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처리를 시행하였다. 레진의 종류 및 후경화 방식이 다른 네 군간의

상관관계와 시간에 따른 직경변화량의 유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시행하였다. 또한 실험군 P10과

P20의 후경화 동안 일어나는 직경변화와 후경화 후 시점부터 24시간 경

과 후에 발생한 직경변화의 두 군간 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tudent's t-test를 시행하였다.

이축 굴곡강도 측정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조군 및 실험군 P0,

P10, P20의 군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일원 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p-value < 0.05”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사후분

석으로는 Tukey HSD post hoc test를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6.0 software program (IBM,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시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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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크기 안정성 연구

레진 시편의 크기 안정성은 시편의 시간에 따른 직경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 P0, P10, P20의 시간에 따른 직경변화의

측정값은 Table 2와 같다.

최종적으로 발생한 직경변화량의 평균값은 대조군> 실험군 P0> 실험

군 P10> 실험군 P20 순으로 컸으며, 실험군 P0와 실험군 P10, P2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 < 0.05). 그러나 실험군 P10과

실험군 P2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938).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직경변화량은 측정시작 후 16시간이 되는 시점

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이에 반해 실험군 P0

의 시간에 따른 직경변화량은 측정시작 부터 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실험군 P10과 P20

는 시간에 따른 직경변화량에 유의 차이가 없었다(p > 0.05).

레진 시편의 직경변화량 측정값의 평균±표준편차와 일원 배치 분산분

석(one-way ANOVA) 및 Tukey HSD post hoc test의 결과는 Table 3

과 Fig. 11로 나타내었다.

실험군 P10과 P20의 후경화로 인해 발생한 직경변화량은 Table 4와

같고, Student's t test결과 후경화 시간을 달리한 두 군간에 후경화 처

리에 의해 발생한 직경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5), Fig. 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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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Diameter change according to measurement time (mm)

30 min 2 h 4 h 16 h 24 h

Control 0.019 0.030 0.039 0.053 0.053

0.020 0.029 0.039 0.047 0.048

0.018 0.030 0.040 0.056 0.059

0.021 0.032 0.044 0.051 0.051

0.013 0.024 0.028 0.035 0.037

0.016 0.023 0.028 0.031 0.032

0.010 0.026 0.034 0.041 0.041

0.018 0.030 0.036 0.041 0.043

0.018 0.032 0.040 0.045 0.046

0.014 0.025 0.030 0.036 0.036

0.014 0.029 0.034 0.037 0.038

0.019 0.031 0.038 0.044 0.047

P0 0.021 0.026 0.027 0.027 0.027

0.023 0.030 0.030 0.030 0.030

0.016 0.019 0.020 0.021 0.021

0.012 0.018 0.018 0.018 0.018

0.010 0.014 0.015 0.015 0.015

0.013 0.016 0.016 0.016 0.016

0.018 0.026 0.026 0.026 0.026

0.019 0.026 0.027 0.027 0.027

0.023 0.029 0.029 0.029 0.029

0.022 0.030 0.030 0.030 0.030

0.017 0.028 0.028 0.028 0.028

0.020 0.026 0.026 0.026 0.026

Table 2. Raw data of specimens' diameter change according to 
measure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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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0.004 0.012 0.014 0.014 0.014

0.006 0.009 0.009 0.009 0.009

0.005 0.005 0.005 0.005 0.005

0.002 0.002 0.002 0.002 0.002

0.004 0.006 0.006 0.006 0.006

0.001 0.002 0.003 0.004 0.004

0.004 0.006 0.006 0.006 0.006

0.007 0.009 0.010 0.010 0.01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2 0.003 0.003 0.003 0.003

0.004 0.004 0.004 0.004 0.004

P2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3 0.005 0.005 0.005 0.005

0.002 0.006 0.007 0.007 0.007

0.003 0.005 0.005 0.005 0.005

0.004 0.006 0.006 0.006 0.006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4 0.006 0.007 0.007 0.007

0.006 0.006 0.006 0.006 0.006

0.003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2 0.003 0.003 0.0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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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Diameter change (mm)

30 min 2 h 4 h 16 h 24 h

Control 0.017±0.003
a

0.028±0.003
b

0.036±0.005
c

0.043±0.008
d

0.044±0.008
d

P0 0.018±0.004
a

0.024±0.006
e

0.024±0.006
e

0.024±0.005
e

0.024±0.005
e

P10 0.003±0.002 f 0.005±0.004 f 0.005±0.004 f 0.005±0.004 f 0.005±0.004 f

P20 0.003±0.002 f 0.004±0.002 f 0.004±0.002 f 0.004±0.002 f 0.004±0.002 f

Fig. 11. One-way ANOVA results of diameter change according to 
measurement time. Data ar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values: (Control) Autopolymerizing acrylic resin. (P0) 3D printed 
tray resin without post-curing process. (P10) 3D printed tray 
resin post-cured for 10 min. (P20) 3D printed tray resin 
post-cured for 20 min. Asterisk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and ****p < 0.0001).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values of diameter change 
according to measurement time.

 Note: Different lowercase superscript letters demonstr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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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 change (mm)
P10 P20
0.026 0.028 

0.037 0.042 

0.025 0.021 

0.021 0.048 

0.028 0.041 

0.033 0.055 

0.047 0.039 

0.024 0.038 

0.029 0.033 

0.038 0.042 

0.037 0.029 

0.022 0.043 

Table 4. Raw data of diameter change caused by post-curing for
Group P10 and Group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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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tudent's t-test results of diameter change caused by 
post-curing for experimental group P10, P20 (left side) and 
diameter change measured after post-curing to 24 h (right 
side). Data ar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values. (P10) 3D 
printed tray resin  post-cured for 10 min. (P20) 3D printed tray 
resin post-cured for 20 min. An asterisk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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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xial  flexural strength (MPa)

Control P0 P10 P20

118.21 101.82 162.85 122.44

109.68 94.18 135.65 188.66

145.77 98.54 141.44 162.48

152.22 79.67 149.59 201.82

107.37 65.39 150.10 201.31

106.84 70.95 154.24 178.88

81.51 67.73 141.65 155.36

3.2 이축 굴곡강도 측정

레진 시편의 이축 굴곡강도 측정값은 Table 5와 같다. 이축 굴곡강도

의 평균값은 실험군 P20> 실험군 P10> 대조군> 실험군 P0 순으로 컸

으며, 모든 실험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 <

0.05). 실험군 P20의 평균값은 170.44 MPa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치

부용 광중합형 컴포짓트 레진과 유사한 수준의 강도를 보였다. 실험군

P0의 평균값은 79.48 MPa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축 굴곡강도를

시험한 결과 실험군 P10과 P20의 최소값은 모두 대조군의 평균값인

107.71 MPa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실험군 P0의 최대값은 101.82 MPa로

대조군의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레진 시편의 이축 굴곡강도의 최대값, 최소값 및 평균±표준편차와 일

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Tukey HSD post hoc test의

결과는 Table 6과 Fig. 13로 나타내었다.

Table 5. Raw data of biaxial flexural strength for resin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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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 95.24 140.16 169.50

98.29 75.20 139.44 159.51

74.94 55.17 153.62 205.71

134.52 88.81 121.86 150.86

90.14 61.11 162.17 148.74

Group Biaxial flexural strength (MPa)

Maximum Minimum Mean ± S.D.

Control 152.22 73.06 107.71 ± 26.32 a

P0 101.82 55.17 79.48 ± 15.87 b

P10 162.85 121.86 146.06 ± 11.71 c

P20 205.71 122.44 170.44 ± 25.50 d

Table 6. Maximum, minimum, mean and standard deviation values of 
biaxial flexural strength for resin specimens.

 Note: Different lowercase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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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ne-way ANOVA results of biaxial flexural strength for resin 
specimens. Data ar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values. 
(Control) Autopolymerizing acrylic resin. (P0) 3D printed tray 
resin without post-curing process. (P10) 3D printed tray resin 
post-cured for 10 min. (P20) 3D printed tray resin post-cured 
for 20 min. Different lowercase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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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소개된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의 크기

안정성과 이축 굴곡강도를 평가하여 기존에 사용되어온 자가중합형 아크

릴릭 레진과 비교하였다. 또한 후경화 시간이 3D 프린팅 레진의 크기 안

정성과 이축 굴곡강도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았다.

인상채득 과정에 사용되는 트레이는 크기 안정성과 충분한 강도를 가

질 때 정확한 보철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4-6)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의 크기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해 시편

의 직경변화량을 측정하였다. Table 3과 Fig. 11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

군 P20의 직경변화량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실험군 P20의 직경변화량은

실험군 P10보다 작게 나타났으나,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

존 연구에 의하면 3D 프린팅 레진 출력물은 후경화를 통해 추가적인 중

합을 하게 되며, 후경화가 충분하지 않을 시 미중합 레진으로 인한 형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후경화하지 않은

실험군 P0에서 큰 직경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Joda 등에 따르면

3D 프린터로 출력한 레진 출력물은 시간에 따라 형태변화가 발생한다

(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시편의 시간에 따른 직경변화가 발생할 것

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실험군 P0는 측정시간에 따라 30

분 후 직경변화량과 2시간 후 직경변화량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2시간 이후 시점부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실험군 P10과 P20은

측정시간과 직경변화량 간에 통계적 유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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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에서 FDM 방식의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레진 출력물을 4주

동안 관찰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LCPS 방식의 3D 프린터를 사용한

레진 출력물을 24시간 동안만 관찰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실험군 P10과 실험군 P20은 우수한 크기 안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3D 프린팅 레진 출력물은 후경화시 UV 광원의

광도(light intensity)와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형태변화가 커지는 경

향을 보인다(20-22). 본 연구에서는 후경화 시간이 다른 실험군 P10과

P20의 후경화로 인한 수축을 평가하기 위해 후경화 전·후로 직경을 각

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예상했던 대로 후경화로 인한

직경변화는 실험군 P20에서 실험군 P10보다 크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용 세라믹 표준 규격(ISO 6872)의 규정을 따라

piston-on-3-ball 방법의 이축 굴곡강도 시험을 시행하여 트레이 레진

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치과용 레진 재료의 경우 ISO 4049, ISO 10477

그리고 ISO 20795에서 모두 3점 굽힘 강도 시험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기존 연구들은 치과용 레진 재료에서도 이축 굴곡강도 시험 방법이

충분한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29, 30). 3D 프린팅 레진 출력

물은 후경화에 따라 중합률(degree of conversion), 색 안정성, 굴곡강도

및 경도 등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성질들은 후경화 시간이 길

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16-19, 31). Fig. 13에서 알 수 있듯이

후경화 시간이 가장 긴 실험군 P20의 이축 굴곡강도 값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이는 구치부용 광중합형 레진의 강도와 유사한 정도이다. 모든

실험 그룹의 이축 굴곡강도 값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군 P10과 P20의 이축 굴곡강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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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대조군의 평균값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실험군 P0의 이축 굴곡강

도 최대값은 대조군의 평균값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실험군 P10과

P20은 모두 개인 트레이 재료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실험군 P0는

개인 트레이 재료로서 충분한 강도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으로 제작한 개인 트레이는 24시간 동안 수

축이 발생하여 변형하므로, 제작 후 24시간 이후에 임상에 사용되는 것

이 권고된다. 이에 새롭게 소개된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이 개인

트레이 재료로서 임상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알아보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악궁의 해부를 고려한 개인 트레

이의 형태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원판 형태를 가진

시편의 직선 방향의 선형변화를 관찰하여 크기 안정성에 대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지만, 향후 개인 트레이의 형태를 가진 시편을 이용한 연구를

한다면 전 방향의 형태변화 관측을 통해 형태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가

능할 것이다. 추가로 3D 프린팅 레진 출력물의 후경화에 의한 중합률

(degree of conversion) 차이를 관찰한다면 더욱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 트레이용 3D 프린팅 레진의 후경화에 따른 세포

독성 시험을 추가하여 재료의 생체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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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직경변화량 측정결과 실험군 P10과 실험군 P20은 우수한 크기 안정

성을 보였으며,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2. 후경화로 인한 직경변화량은 실험군 P20에서 실험군 P10보다 컸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3. 이축 굴곡강도 시험에서 실험군 P20이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실

험군 P10과 P20의 이축 굴곡강도 최소값은 모두 대조군의 평균값을

초과하여 개인 트레이로서 충분한 강도를 갖는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크기 안정성과 이축 굴곡강도의 관점에서 볼

때, 실험군 P10이 개인 트레이의 임상적 요건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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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mensional stability and

biaxial flexural strength

assessment of 3D printing

custom tray resin

Do-Hyun Jung, 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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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Jin-Soo Ahn, DDS, Ph.D)

In this study, the dimensional stability and biaxial flexural strength

of a newly introduced 3D printing custom tray resin were assessed

by comparison with those of a conventional autopolymerizing acrylic

resin. Additionally, changes in the dimensional stability and biaxial

flexural strength of resin prints with post-curing time were

evaluated.

Disk-shaped specimens with a diameter of 15 mm and thickness of

2 mm using an autopolymerizing acrylic resin (Quicky, Nissin Dental,

Kyoto, Japan) and a 3D printing tray resin (Raydent tray,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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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nam-si, Korea) were prepared. The control group comprised

twelve specimens of the autopolymerizing acrylic resin. Experimental

groups P0, P10, and P20 comprised twelve specimens of the

non-post-cured 3D printed tray resin, twelve specimens of the 3D

printed tray resin post-cured for 10 min, and twelve specimens of the

3D printed tray resin post-cured for 20 min, respectively. The

diameter change of the resin specimens was measured using a

Digimatic micrometer (MDC-25PX, Mitutoyo, Kanagawa, Japan) to

examine dimensional stability. The diameter measurements were

performed immediately, 30 min, 2 h, 4 h, 16 h, and 24 h after the

specimens were fabricated. Furthermore, the diameters of experimental

groups P10 and P20 were immediately measured after printing and

after post-curing to assess the diameter change due to post-curing.

The biaxial flexural strength test was performed using the piston-

on-3-ball technique specified in ISO 6872 with a universal testing

machine (TW-D102, Taewon Tech, Bucheon-si, Korea) at a cross-

head speed of 1 mm/min.

By measuring the diameter change for the dimensional stability

stud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inal diameter change

was observed between experimental group P0 and experimental

groups P10 and P20 (p < 0.05);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experimental groups P10 and P20 (p

= 0.938). Moreo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diameter with

time was observed between experimental groups P10 and P20 (p >

0.05).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iameter change due to post-curing

was observed between experimental groups P10 and P20 (p < 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iaxial flexural strength were

observed between all experimental groups (p < 0.05). In experimental

groups P10 and P20, the minimum values of biaxial flexur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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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higher than 107.71 MPa, which is the average biaxial flexural

strength of the control group, and the maximum value of biaxial

flexural strength of experimental group P0 was 101.82 MPa, which is

lower than the average biaxial flexural strength of the control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experimental group P10 best satisfies the

clinical requirements of custom tray in terms of dimensional stability

and biaxial flexural strength.

Keywords: 3D printing custom tray resin, post-curing, dimensional

stability, diameter change, biaxial flexur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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