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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트레이 접착재 건조 시간에 따른 트레이 레진과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 간의 인장 결합 강도

임상적으로 고무 인상재를 사용할 때 트레이 접착재를 사용하는 것이 추
천되고 있지만,적절한 결합 강도를 얻기 위한 건조 시간에 관한 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인상재-트레이 접착재
조합이 있지만,그 조합이 최고의 결합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아니라는 문
헌도 있다.이에 적절한 사용 방법을 규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폴리비닐실
록산 인상재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레이 접착재에 대하여 건조 시간
을 달리하여 인상재와 트레이 레진과의 인장 결합 강도를 비교하였다.
트레이 접착재는 인상재, Aquasil Ultra (monophase regular set,
DentsplyCaulk,Milford,Del,USA)와 ImprintIIGarant(regularbody,
3M ESPE, Seefeld,Germany)의 각각의 제조사에서 나오는 트레이 접착
재,Silfix(DentsplyCaulk,Milford,Del,USA)와 VPSTrayAdhesive(
3M ESPE,Seefeld,Germany)를 사용하였고,두 가지 제조사 조합을 서로
바꿔서도 실험을 해 보았다.건조 시간을 airdry,5분,10분,15분,20분,
25분으로 하였다.자가 중합 트레이 레진(Instant Tray Mix,Lang,
Wheeling,Il,USA)으로 20☓20☓30mm의 시편을 제작하여 각 군 당 10개
씩의 시편,총 240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접착면은 220-gritsandpaper로
표준화시켰고,여기에 트레이 접착재를 제조사에서 제공한 붓으로 얇게 한
겹 도포하고 각 건조 시간을 적용한 후 자동 혼합팁으로 인상재를 적용하



였다.인상재 경화 시간은 7분으로 하였고,만능시험기(Instron,model
3366,InstronCorp,Universityavenue,Nowood,MA,USA)에 위치시켜
인장 시험(crossheadspeed5mm/min)를 시행하였다.
95%의 신뢰 수준에서,각 트레이 접착재-인상재 조합 군 내의 건조 시간
간과 각 건조 시간에서의 인상재-트레이 접착재 간의 조합 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ANOVA를 시행하고 LSD법으로 사후 검정하였다.
Silfix-Aquasil는 10분,VPSTrayAdhesive-ImprintII는 15분의 건조 시
간까지 인장 결합 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그 이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VPSTrayAdhesive-ImprintII 조합이 Silfix-Aquasil조
합보다 건조 시간 15분 이상에서 인장 결합 강도가 높았다.Silfix-Aquasil
이 VPSTrayAdhesive-Aquasil보다,VPSTrayAdhesive-ImprintII가
Silfix-ImprintII보다 모든 건조 조건에서 높은 인장 결합 강도를 나타내었
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트레이 접착재,건조 시간,
인장 결합 강도,Silfix,Aquasil,VPSTrayadhesive,Imprin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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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 명명명 희희희

I.서 론

수많은 임상가들이 정확한 인상을 얻기 위해 고무 인상재(Williams,1984)
를 선호하고 있으며,그 중에서도 높은 재현 가능성,체적 안정성 때문에 폴
리비닐실록산 인상재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Frazier와 Mjor,1997;
Chee와 Donovan,1992).
고무 인상재에서 두께가 균일하면서 최소한의 양의 인상재를 사용하여 적
절한 변연적합을 얻기 위해 개인 트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Eames
등,1979;Williams등,1984;Sandrik와 Vacco,1983;Gordon등,1990).
Stocktray든 개인 트레이든 제조사에서는 트레이 접착재를 사용하도록 추
천하고 있다.트레이 접착재를 사용할 경우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인상체를
얻을 수 있다(Nicholson 등,1985;Tjan등,1987;Grant와 Tjan,1988;
Bomberg등,1988).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하여 트레이 접착제의 결합 강도는 다



양하게 보고되었으나(Sulong와 Setchell,1991;Payne와 Pereira,1995;
Bindra와 Heath,1997;Dixon등,1993;Hogan와 Agar,1992;Cho등,1995;
Nicholson등,1985;Grant와 Whang,1988;Peregrina등,2005),트레이 접
착재의 최소한의 강도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인상을 채득하기 전에 필요한 트레이 접착재의 건조 시간도 역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Cho등,1995),제조사에서는 5분에서 20분 사이의 도포 후
건조 시간을 추천하고 있다.그러나 문헌에 따라서는 이에 대해 상반된 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Cho등(1995)은 인상을 채득하기 전 적어도 7분 전에 트
레이 접착재를 도포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Dixon등(1994)은 트레이 접착
재와 트레이와의 결합 강도가 트레이 접착재의 건조 시간 48시간에 가장 높
다고 보고하였다.Davis등(1976)은 15분에서 72시간 사이의 트레이 접착재
의 건조 시간이 결합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15분이내의 건조 시간은
결합 강도를 감소시키므로 임상적으로 권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Hogans와
Agar(1992)는 트레이 접착재의 건조 시간의 길이가 결합 강도에 미치는 영
향이 미미하다고 발표하였는데,인상 채득 전 5분의 건조 시간을 가져도 결
합 강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보통 한 제조사에서 나온 인상재와 트레이 접착재의 조합이 있는데,제조사
에서 나온 인상재와 트레이 접착재의 조합이 반드시 최고는 아니라는 연구
가 있었다.Bindra와 Heath(1997)는 부가형 실리콘 인상재와 트레이 접착재
의 조합을 각각 제조사를 바꿔서 인장 강도를 측정해 보았는데,자기 조합인
경우보다 바꿔서 적용한 경우에 더 높은 결합 강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저자는 두 가지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와 각각의 인상재와 같은 제조
사에서 나온 트레이 접착재를 사용하고,인상재-트레이 접착재의 조합을 각
각 바꿔서 트레이 접착재의 건조 시간에 따른 레진 트레이와 폴리비닐실록



산 인상재 간의 인장 결합 강도를 비교하여,적절한 트레이 접착재의 건조
시간을 밝히고자 하였다.



II.연구 재료 및 방법

1.연구 재료

Table1.Materialsusedinthisstudy

실험에 사용된 인상재와 트레이 접착재의 상품명과 회사명을 Table1에
제시하였다.
자가 중합 개인 트레이 재료(InstantTray Mix,Lang,Wheeling,Il,
USA)를 제조자 지시대로 혼합하여 폭,너비는 각각 20mm,두께는 30mm
인 직육면체의 시편을 미리 제작해 둔 실리콘 몰드를 이용하여 제작하였
다.제조사에서 제공한 계량 스푼 1개 당 시편 3개 씩 제작할 수 있었다.
트레이 레진 시편의 윗면 가운데에는 brasshook을 묻어서 측정기구에 걸

Type Product Manufacturer

Impression
material

AquasilUltra,
monophase
regularset

DentsplyCaulk,Milford,Del,
U.S.A

ImprintIIGarant,
Regularbody

3M ESPE,DentalProducts,
Seefeld,Germany

Trayadhesive
Silfix DentsplyCaulk,Milford,Del,

U.S.A
VPSTray
Adhesive

3M ESPE,DentalProducts,
Seefeld,Germany



릴 수 있게 하였다.

2.연구 방법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인상재와 트레이 접착재를 한
쌍의 조합(GroupA,GroupD)으로 하고,각각 회사를 바꾼 조합(GroupB,
GroupC)으로도 실험을 하기로 하였다(Table2).

Table 2. Test groups with impression material-tray adhesive
combination

건조 시간의 간격은 5분으로 하여 airdry,5,10,15,20,25분으로 하고,
각 군의 시편의 개수를 10개로 하여 총 240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Air
dry는 compressedairsyringe를 분사하여 트레이접착재의 겉면이 마른 후
바로 인상재를 적용한 것을 말한다.트레이 레진 시편의 접착면은 220-grit
sandpaper(resincoatedabrasive,Deer)로 주수 하에 마무리 연마하여 표
준화시켰다. 인상재 자체의 찢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경 19mm의
polyvinylchloride(PVC)pipe를 인상재의 housing으로 사용하였고,PVC

Group materialcombination
GroupA Silfix-Aquasil
GroupB VPSTrayadhesive-Aquasil
GroupC Silfix-ImprintII
GroupD VPSTrayadhesive-ImprintII



pipe에 인상재의 유지를 위해 No.8roundbur를 이용하여 전체면에 고루
20개의 구멍을 뚫어주고,pipe내면에 길이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유지구
형태를 부여하였다.PVCpipe의 접착면의 반대쪽에는 metalrod를 관통시
켜 hook을 연결할 수 있게 하고 만능시험기의 하부 vice에 고정하여 측정
하였다.(Figure1).

Figure1.TestspecimenpositionedInstronfortensilebondstrength.

트레이 접착재를 바를 때에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brush를 사용하여 최대
한 얇게 한 겹 바르도록 하였다.설정된 건조 시간 후 PVCpipehousing
을 트레이 레진 시편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여분의 인상재가 새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하면서 자동 혼합팁을 사용해서 인상재을 적용하고 실온에서 7



분 동안 경화되도록 한다.
만능시험기(Instron, model 3366, Instron Corp, University avenue,
Nowood,MA,USA)을 사용하여 인장력을 가하여 부착 실패가 일어나는
최대 힘을 측정하였다.레진 시편과 인상재 사이가 분리될 때의 최대 힘을
단면적(9.52☓3.14mm2)으로 나누어 인장 결합 강도를 구하였다.만능시험기
의 crossheadspeed는 5mm/min로 하였다.
측정 후 각 시편의 분리 양상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분석하였다.부착 실
패와 응집 실패,혼합형으로 기록하였다.부착 실패는 인상재와 트레이 접
착재 사이,트레이 재료와 트레이 접착재 사이에서 생긴 두 가지와 두 경
우가 혼합된 경우가 있었고 이 세 가지 경우 부착 실패의 범주에 포함시켰
다.응집 실패는 인상재의 찢김이 나타나는 경우로 분류하였으나,이 경우
는 접착 강도라고 보기 어려워 실험 결과에서는 제외시켰다.혼합형은 부
착 실패와 응집 실패가 같은 시편 상에 다 나타난 경우인데 이 경우도 실
패의 범주에 분류하였다.
통계 방법은 각 A,B,C,D 군 내에서 각 건조시간군 간에 차이가 있는
가 그리고 각 건조시간군에서 A,B,C,D각 군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
정하기 위해 각각 ANOVA를 시행하였고,다중 비교(multiplecomparison)
중에서 최소 유의차 검정법(LeastSignificantDiffernence,LSD법)으로 사
후 검정하였다(α=0.05).



III.연구 결과

두 가지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와 두 가지 트레이 접착재의 조합과 서로
바꾼 조합의 도포 후 건조 시간에 따른 트레이 레진과의 인장 결합 강도를
기록하여 평균치를 내었다(Figu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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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Comparisonofmeantensilebondstrengthofeachgroup.

먼저 각 군 내에서 각 건조시간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ANOVA를 시행하고 LSD법으로 사후 검정하였다.Silfix-Aquasil사용시에
는 건조시간 10분까지는 인장 결합 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



다가 10분 이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VPS Tray
adhesive-Aquasil사용시에는 건조시간 15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다가 15분 이후부터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Silfix-ImprintII사용
시에는 건조시간 15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다가 15분과 20분,
20분과 25분 사이에는 통계적인 유의차 없었으나,15분과 25분 사이에는 통
계적 유의차가 있었다.VPSTrayadhesive-ImprintII사용시에는 건조시
간 15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15분 이후부터는 통계적 유
의차가 없었다(Table4,5,6,7).
각 건조시간군에서 각 군 간의 비교(Table3)는 ANOVA를 시행하고 LSD
법으로 사후 검정하였다(Table8).

Table3.Resultsofanalysisthrough LSD methodatthe α=0.05for
tensilebondstrengthbydryingtimeingroupA

(+:significantlydifferent,-:notsignificantlydifferent)

Airdry 5minutes10minutes15minutes20minutes25minutes
Airdry � + + + + +
5minutes + � + + + +
10minutes + + � - - -
15minutes + + - � - -
20minutes + + - - � -
25minutes + + - - - �



Table4.Resultsofanalysisthrough LSD methodatthe α=0.05for
tensilebondstrengthbydryingtimeingroupB

(+:significantlydifferent,-:notsignificantlydifferent)

Table5.Resultsofanalysisthrough LSD methodatthe α=0.05for
tensilebondstrengthbydryingtimeingroupC

(+:significantlydifferent,-:notsignificantlydifferent)

Table6.Resultsofanalysisthrough LSD methodatthe α=0.05for
tensilebondstrengthbydryingtimeingroupD

(+:significantlydifferent,-:notsignificantlydifferent)

Airdry 5minutes10minutes15minutes20minutes25minutes
Airdry � + + + + +
5minutes + � + + + +
10minutes + + � + + +
15minutes + + + � - -
20minutes + + + - � -
25minutes + + + - - �

Airdry 5minutes10minutes15minutes20minutes25minutes
Airdry � + + + + +
5minutes + � + + + +
10minutes + + � + + +
15minutes + + + � - -
20minutes + + + - � -
25minutes + + + - - �

Airdry 5minutes10minutes15minutes20minutes25minutes
Airdry � + + + + +
5minutes + � + + + +
10minutes + + � + + +
15minutes + + + � - -
20minutes + + + - � -
25minutes + + + - - �



Table7.Comparisonbetweengroups

Table8.Comparisonbetweengroupsbydryingtime

(e.g.A-D:comparisonbetweengroupA andgroupD,
+:significantlydifferent,-:notsignificantlydifferent)

Airdry 5minutes10minutes15minutes20minutes25minutes
A-D - - - + + +
A-B + + + + + +
C-D + + + + + +
A-C - + + - - -
B-D - + + + + +

Comparisonbetween
twogroups Explanations

GroupA-GroupD

ComparisonbetweenSilfix-AquasilandVPS
Trayadhesive-ImprintII;Comparisonbetween
twocombinationsrecommendedbyeach

manufacturer
GroupA-GroupB Comparisonbetweentwotrayadhesivesused

Aquasil
GroupC-GroupD Comparisonbetweentwotrayadhesivesused

ImprintII
GroupA-GroupC Comparisonbetweentwoimpressionmaterials

usedSilfix
GroupB-GroupD Comparisonbetweentwoimpressionmaterials

usedVPSTrayadhesive



IV.총괄 및 고찰

트레이 접착재의 트레이 레진과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 간의 임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적절한 결합 강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다만 여러 연구들에서
여러 가지 실험 방법을 통해 폴리실록산 인상재를 사용하였을 때 트레이 접
착재와 트레이 재료와의 인장 결합 강도의 범위를 0.13에서 2.1MPa로 보고
하였다.(Nicholson등,1985;Grant등,1988;Sulong등,1991;Cho등,
1995)이 실험에서는 두 가지 트레이 접착재 모두 평균치가 0.12-0.47MPa
로 위의 값들 범위에 들었다.
부착 실패 양상이 모든 시편에서 인상재와 트레이 접착재 사이와 트레이
재료와 트레이 접착재 사이 모두에서 나타나는 혼합형으로 나타났다.
트레이 접착재의 인상재와 트레이 재료에의 결합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도포 후 건조 시간에 대한 여러 문헌들이 있다.Cho등(1995)은 두
가지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와 각각 인상재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트레이
접착재를 사용하여 건조 시간을 airdry,7분,15분,60분,8시간,24시간으로
다양하게 하여 아크릴릭 레진 트레이와의 인장 결합 강도를 비교하였다.7
분과 비교하여 15분에 결합 강도가 증가하였으나 그 차이가 적고 임상적으
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한 재료는 60분에,다른 재료는 8시간
에 최고의 결합 강도를 나타내었다.두 재료 모두 24시간에 결합 강도가 감
소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적어도 7분의 트레이 접착재 건조 시간을 제의하
였다.Dixon등(1994)은 한 가지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와 그의 트레이 접
착재에서 세 가지 트레이 재료를 사용하여 10분,48시간,7일의 건조 시간을



가지고 인장 강도를 측정하였는데,48시간에 결합 강도가 가장 높고,10분에
결합 강도가 가장 낮다고 보고하였다.Davis등(1976)은 폴리설파이드,실리
콘,폴리이터와 각각에 상응하는 트레이 접착재를 사용하여,5분,15분,30
분,60분,24시간,72시간의 트레이 접착재의 건조 시간을 두고 인장 강도를
측정한 결과,15분과 72시간 사이의 건조 시간 동안에는 인장 강도의 차이
가 없었으며,15분 이내에서는 인장 강도가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Hogans와 Agar(1992)는 트레이 접착재의 건조 시간의 길이가 결합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표하였다.세 가지 고무 인상재와 각각 추천하
는 트레이 접착재를 사용하고,건조시간을 5분,15분,1시간,24시간으로 하
여 인장 강도를 측정하였는데,5분과 24시간 사이에는 결합 강도에 큰 차이
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고,인상 채득 전 5분의 건조 시간을 가져도 결합 강
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실험한 조건에 건조 시간의 간격이 너무 크고,결과가 다양
하여 저자는 건조 시간의 간격을 5분씩으로 일정하게 하고,인장 강도에 큰
차이가 없는 건조 시간을 알아보았다.
실험한 모든 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장 결합 강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각 실험군 내에서 건조 시간에 따른 인장 결합 강도 사이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 ANOVA를 시행하고,다중 비교
중 LSD법으로 검정하였다.Silfix-Aquasil는 0분에서 5분,5분에서 10분까
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장 결합 강도가 증가하였고,10분 이후부터는
인장 결합 강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그러므로 Silfix-Aquasil사용 시,적어
도 10분의 도포 후 건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VPS Tray
adhesive-ImprintII는 0분에서 5분,5분에서 10분,10분에서 15분까지는 인
장 결합 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15분 이후부터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VPSTrayadhesive-ImprintII사용 시에는 적어도 15분
의 도포 후 건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트레이 접착재-인상재 조합을
제조사를 서로 바꿔서 적용한 경우,VPSTrayadhesive-Aquasil사용시에
는 15분까지의 건조 시간에서는 인장 결합 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나 15분 이후부터는 통계적 유의차 없으므로 최소 15분의 건조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Silfix-ImprintII사용시에는 15분까지의 건조 시간에서
는 인장 결합 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다가 15분에서 20분,20
분에서는 25분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차 없었으나 15분과 25분 사이에는 통
계적인 유의차가 있었으므로 최소 15분의 건조 시간을 가져야 하고 25분의
건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Bindra와 Heath(1997)는 두 가지 부가형 실리콘 인상재와 트레이 접착재의
조합을 각각 제조사를 바꿔서 적용하여 인장 결합 강도를 측정하였는데,한
제조사에서 나온 조합인 경우보다 제조사를 바꿔서 적용한 경우에 더 높은
결합 강도를 나타내었으므로,제조사의 인상재-트레이 접착재 조합이 반드
시 최고는 아니라고 하였다.이에 저자는 두 가지 브랜드의 인상재와 각각의
조합인 트레이 접착재를 준비하고,자기 조합과 제조사를 바꾼 조합으로 건
조 시간에 따른 인장 강도를 측정하여 각 군의 인장 결합 강도의 차이를 시
간에 따라 ANOVA를 시행하고 다중 비교 중 LSD법으로 검정하였다.
각 제조사가 추천하는 조합을 사용한 groupA와 groupD를 서로 비교한
실험에서는 건조시간 15분부터 VPS Trayadhesive-ImprintII의 조합이
Silfix-Aquasil보다 인장 결합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상재를
Aquasil을 사용하고 두 가지 트레이 접착재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groupA와 groupB를 비교한 결과 Silfix-Aquasil이 Silfix-ImprintII보다
모든 건조 시간에서 높은 인장 결합 강도를 보였다.인상재를 ImprintII를



사용하고 두 가지 트레이 접착재를 사용하여 비교하기 위해 groupC와
group D를 비교한 결과 VPS Tray adhesive-ImprintII가 VPS Tray
adhesive-Aquasil보다 높은 인장 결합 강도를 보였다.따라서 이 실험에서
는 인상재에 따라 그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트레이 접착재를 사용하는 것이
높은 인장 결합 강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트레이 접착재를 Silfix를 사
용하여 두 가지 인상재를 쓴 경우를 비교한 groupA와 groupC의 비교에
서,5분과 10분에서만 인장 결합 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시간
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Silfix를 사용할 때에는 인상재 사용이 변수로
크게 작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VPSTrayadhesive를 사용하고 두 가지 인
상재를 쓴 경우는 groupB와 groupD를 비교해 보았는데,VPS Tray
adhesive-ImprintII가 VPSTrayadhesive-Aquasil보다 건조시간 5분부터
높은 인장 결합 강도를 나타내었으므로 VPS Trayadhesive사용시에는
Aquasil보다 ImprintII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실험에서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지만,트레이 접착재의 결합 강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트레이 재료이다.Dixon등(1994)이 세 가지
트레이 재료를 사용하여 트레이 접착재의 인장 결합 강도를 비교한 연구에
서 광중합형 트레이 레진이 자가 중합형 트레이 레진보다 결합 강도가 높다
고 하였다.또 Bindra와 Heath(1997)이 두 가지 부가형 실리콘과 폴리이터
가 세 가지 트레이 재료,즉 brass,자가 중합형 트레이 레진,광중합형 트
레이 레진에 결합하는 인장 결합 강도 및 전단 강도를 측정하였는데,광중
합형 트레이 레진이 자가 중합형 트레이 레진보다 결합 강도가 높았다.반
면 Hogans와 Agar(1992)이 열가소성 레진과 아크릴릭 레진 두 가지 트레이
재료를 사용하고,그 표면 처리에 따른 폴리설파이드와의 인장 결합 강도를
비교하였다.이 두 가지 트레이 재료는 Permlastic을 사용하였을 때 비슷한



결합 강도를 나타내었고,waxspacer위에 바로 만든 열가소성 레진이 wax
spacer위에 tinfoil을 깔고 제작한 열가소성 레진이나 아크릴릭 레진에 비
해 결합 강도가 상당히 낮았다.Sulong와 Setchell(1991)은 한 가지 부가형
실리콘과 트레이 접착재를 사용하고,아크릴릭 레진,chromium-plated
metal,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여 인장 강도와 전단 강도를 측정하였는
데,80-gritsiliconecarbidepaper로 표면을 거칠게 한 아크릴릭 레진 트레
이가 구멍을 내거나 aluminum foil을 깔고 제작한 아크릴릭 레진 트레이보
다 결합 강도가 더 높았고,chromium-platedmetal,플라스틱 트레이에는
트레이 접착재가 잘 붙지 않았다고 하였다.또 Peregrina등(2005)이 두 가
지 트레이 재료와 세 가지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를 사용하여 다섯 가지 트
레이 접착재의 인장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연구에서 자가 중합형 트
레이 레진과 광중합형 트레이 레진의 트레이 재료 비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앞으로 트레이 접착재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규명하기 위하여 트레이 재
료와 트레이 재료의 표면 처리,인상재-트레이 접착재 조합을 다양하게 하
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결 론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를 사용할 때 트레이 접착재의 적절한 결합 강도를
가지게 되는 도포 후 건조 시간을 규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폴리비닐실록
산 인상재와 각각의 제조사에서 나온 두 가지 트레이 접착재를 사용해서
트레이 접착재의 도포 후 5분 간격으로 25분까지 건조 시간을 달리 하여
트레이 레진과 인상재 간의 인장 결합 강도를 비교하였다.
Silfix-Aquasil는 10분,VPSTrayadhesive-ImprintII는 15분의 건조 시
간까지 인장 결합 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나,그 시간 이후부
터의 인장 결합 강도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VPS Tray
adhesive-ImprintII가 Silfix-Aquasil에 비해 15분 이후의 건조 시간에서
인장 결합 강도가 높았다.제조사에서 추천한 트레이 접착재-인상재 조합
을 사용하는 것이 제조사를 서로 바꿔서 적용한 조합보다 모든 시간대에서
높은 인장 강도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트레이 접착재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규명하기 위하여 트레이 재
료와 트레이 재료의 표면 처리,인상재-트레이 접착재 조합을 다양하게 하
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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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TTeeennnsssiiillleeebbbooonnndddssstttrrreeennngggttthhhooofffpppooolllyyyvvviiinnnyyylllsssiiillloooxxxaaannneeeiiimmmppprrreeessssssiiiooonnn
aaannndddtttrrraaayyyrrreeesssiiinnndddeeepppeeennndddiiinnngggooonnndddrrryyyiiinnngggtttiiimmmeeeoooffftttrrraaayyyaaadddhhheeesssiiivvveee

Myong-HeeYi,D.D.S.

DepartmentofDentalScience,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Moon-KyuChung,D.D.S,M.S.D,PhD)

Clinically,useofcustom trayandtrayadhesiveisrecommendedfor
elastomeric impression material.However,there is no condition of
dryingtimeoftrayadhesivepresentedclearlytoachieveanappropriate
bonding strength to tray material and impression material.Tray
adhesive-impressionmaterialcombinationwhichwasmanufacturedfrom
the same company is usually used,butin a currentstudy,the
adhesive-impressionmaterialcombinationwasexchangedbetweentwo
commercialbrands and theadhesive-impression materialcombination
suppliedbythemanufacturermaynotnecessarilybethebest.Tofind
out an appropriate drying time to achieve bonding strength,two
commercial tray adhesives on two polyvinylsiloxane impression
materialswereselectedandtensilebondstrengthofthesetwotypes



werecomparedwithdifferentdryingtimeintervals.
AdhesivesusedinthisstudywereSilfix(DentsplyCaulk,Milford,Del,
USA) which was manufactured from the same company as the
impression material,AquasilUltra (monophase regularset,Dentsply
Caulk,Milford,Del,USA)andVPSTrayAdhesive(3M ESPE,Seefeld,
Germany)which wasmanufactured from thesamecompany asthe
impression material,Imprint II Garant (regular body,3M ESPE,
Seefeld,Germany)andtwocombinationswereexchanged.Thedrying
timeintervalsweredesigned to airdry,5minutes,10minutes,15
minutes,20minutes,and25minutes.
The specimens,with the size of20☓20☓30mm were prepared by
auto-polymerizing traymaterial(InstantTrayMix,Lang,Wheeling,Il,
USA)andatotalof240specimenswerepreparedwith10specimensin
eachgroup.Thetestingsurfacewasstandardizedto220-gritsandpaper
and athin layerofadhesivewasapplied onceby using thebrush
provided by themanufacturalcompany.Differentdrying timeswere
appliedtothespecimen andtheimpression materialwasappliedby
automixingtipnext.Thesettingtimewassetto7minutesandafter
setting period,the specimen was placed in the UniversalTesting
machine(Instron,model3366,InstronCorp,Universityavenue,Nowood,
MA,USA)toperform thetensiletest(crossheadspeed5mm/min).
Thestatistically efficientdrying timewasfounded outby repeated
measurementofeach group,and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showeda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through ANOVA.Allthe



testwerebasedto95% standardlevel.
This paper provides that at least 10 minutes is needed for
Silfix-Aquasil,and 15 minutes forVPS Tray Adhesive-ImprintII,
adhesivedryingtimetoattainanappropriatetensilebondingstrength.
Theresultsshow thatVPS TrayAdhesive-ImprintIIhadasuperior
tensilebonding strengthcomparedtoSilfix-Aquasilover15minutes.
Silfix-Aquasil had a superior bond strength to VPS Tray
Adhesive-Aquasil,andVPS TrayAdhesive-ImprintIIhadasuperior
tensilebondstrengthtoSilfix-ImprintIIatalldryingtimes.

KKKeeeyyywwwooorrrdddsss:polyvinylsiloxaneimpressionmaterial,trayadhesive,
dryingtime,tensilebondstrength,Silfix,Aquasil,VPSTrayAdhesive,

Imprin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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