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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트레이 트레이 트레이 트레이 접착제의 접착제의 접착제의 접착제의 도포두께에 도포두께에 도포두께에 도포두께에 따른따른따른따른

트레이와 트레이와 트레이와 트레이와 고무인상재의 고무인상재의 고무인상재의 고무인상재의 인장 인장 인장 인장 결합강도결합강도결합강도결합강도

 정확한 인상채득을 위해 고무인상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트레이접착제의 도

포두께가 트레이와 고무인상재의 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직까지 깊

이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트레이접착제의 두께에 따른 인장 결합강도

의 관계를 파악하고 보다 높은 인장 결합강도를 얻기 위한 트레이접착제의 도포

두께를 제시하기 위하여 세 가지 고무인상재의 접착제 두께 변화에 따른 인장 결

합강도를 실험하였다.

 인상재는 Permlastic
®
 Regular Set(Kerr Corp., Romulus, Michigan, 

U.S.A.), Impregum
TM

 Penta
TM

(3M ESPE, Seefeld, Germany), 그리고 

Aquasil Ultra Monophase Regular Set Smart Wetting
®
(Dentsply Caulk, 

Milford, Delaware, U.S.A.)의 세 종류를 선택하였고 각각의 제조사에서 제공되

는 트레이접착제인 Impression Adhesives, Polyether Adhesive, Silfix를 사용

하였다.

 자가 중합 트레이 레진(Instant Tray Mix, Lang, Wheeling, Illinois, U.S.A.)

으로 24X24X12mm의 시편을 제작하고 내경 16mm, 12.5mm의 PVC pipe를 인

상재의 housing으로 사용하였다. 인상재마다 group A에서 9개의 시편을 가지는 

5개의 군으로 총 45개, group B에서 20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합계 195개의 시

편을 제작하였다. Group A에서는 20분 간격을 두면서 트레이접착제를 균일하게 

1회에서 5회까지 도포하고 건조시킨 후 spectrophotometer(CM-3500d, 

Konica Minolta, Sakai, Osaka, Japan)에서 접착면의 명도(L
*
)를 측정한 후에 

인상재를 적용하고 충분한 중합 후에 만능시험기(Instron, model 3366, Instron 

Corp, Nowood, Massachusetts, U.S.A.)에서 인장 결합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Group B에서는 수회 도포량 두께의 트레이접착제를 한번에 도포하고 15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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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재를 적용하고 15분 중합 후에 인장 결합강도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24시간 

후에 인상재와 접촉되지 않은 도포면에서 명도를 측정하였다. 도포횟수와 도표면

의 명도 간의 추정 관계식을 group A에서 산출하여 이를 group B에 적용하여 

group B의 명도값에 해당하는 도포횟수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실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Group A의 세 종류의 인상재 모두에서 도포횟수의 증가에 따른 유의성있는 

표면 명도값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도포횟수를 도포두께의 기준 단위로 사용하

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Group A에서 Permlastic의 경우 접착제 1회도포시보다 2회도포시에 인장 결

합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였고 2회도포, 3회도포, 4회도포 간

에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으며 5회도포시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

였다. Impregum에서는 접착제 3회 도포시까지 인장 결합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3회 이후부터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Aquasil

에서는 4회 도포시까지 인장 결합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였으

며 4회와 5회 도포 사이에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3. Group B에서 Permlastic의 경우 도포두께가 증가할수록 인장 결합강도의 감

소 양상을 보였고 Impregum에서는 도포두께가 증가할수록 인장 결합강도의 

증가 양상을, Aquasil에서는 도포횟수추정치 약 2.5회까지 인장 결합강도가 증

가하다가 약 4.5회 이후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접착제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인장 결합강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트레

이 접착제를 얇게 한겹 도포하는 것이 우수하다는 통념의 수정이 필요하며, 일부 

제품 제조사의 지시사항도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되는 핵심되는 핵심되는 핵심되는 말말말말 : 트레이 접착제, 인장 결합강도, 고무인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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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정 문 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김 김 김 태 태 태 태 원원원원

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정확한 보철물의 제작을 위해 정확한 인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고무인상재

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Bombert et al. 1988; Williams 1984). 정확한 인상을 

위해 적절한 인상재의 선택 뿐 아니라 인상재를 지지하기 위한 견고한 트레이, 그

리고 트레이와 인상재와의 접착의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Payne et al. 

1992).

 트레이 표면을 거칠게 하거나 천공시키는 것만으로는 인상재를 유지하는데 적절

치 못하므로 트레이접착제 사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amman et 

al. 1985).

 트레이와 인상재와의 충분한 접착은 인상채득시 트레이를 구강에서 제거할 때 

인상재가 트레이에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인상재의 중합방향이 트레

이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Phillips 1982; Cho 1995; 

Abdullah 2003). 고무인상재와 트레이와의 접착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 감지하지 



- 2 -

못하는 부정확함(undetected inaccuracies)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부정

확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Nicholson et al. 

1985).

 인상채득시 요구되는 트레이 접착제의 최소한의 결합강도에 대해서는 치아의 언

더컷, 임상적 치관의 길이, 인상채득하는 치아의 개수, 인상재의 stiffness, 치간 

공극, 치아의 각도 등 구강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며(Dixon et al. 

1993),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가능한 한 높은 결합강도를 얻기 위한 여

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트레이 재료(Chai et al. 1991; Hogans III & Agar 

1992; Payne & Pereira 1992, 1995; Wang et al. 1995; Dixon et al. 1993; 

Bindra & Heath 1997), 트레이 표면처리(Davis et al. 1976; Mohamed 

Sulong 1991; Payne & Pereira 1992, 1995; Wang et al. 1995), 트레이접착

제 종류(Ellam & Smith 1966), 접착제 건조 시간(Davis et al. 1976; Hogans 

III & Agar 1992; Dixon et al. 1994; Cho 1995), 타액 오염(Chai et al. 

1991), 제거 속도(Chai et al. 1991; Bindra & Heath 1997), 인상재 종류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트레이접착제의 도포두께

에 따른 결합강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트레이접착제는 인상재 제조사를 포함한 여러 제조사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대부

분의 제조사가 트레이접착제를 트레이에 얇게 한겹 도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Kerr; 3M ESPE; Dentsply DeTrey). 그러나 곡면구조를 가지는 트레이 내면

에 트레이접착제가 뭉쳐 두껍게 도포된 부분이 없도록 균일하게 얇게 도포하기는 

쉽지 않으며 두껍게 도포된 부분이 트레이와 인상재의 결합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고무인상재인 Permlastic
®
 Regular 

Set(Kerr Corp., Romulus, Michigan, U.S.A.), Impregum
TM

 Penta
TM

(3M 

ESPE, Seefeld, Germany), Aquasil Ultra Monophase Regular Set Smart 

Wetting
®
(Dentsply Caulk, Milford, Delaware, U.S.A.) 각각에 대해 도포면의 

명도값으로 트레이접착제의 도포두께를 추정하여 트레이 접착제의 도포 두께와 

인장 결합강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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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연구대상 연구대상 연구대상 연구대상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재료재료재료재료

Table I. Material used in this study

 실험에 사용한 인상재와 트레이 접착제의 상품명과 제조사는 Table I과 같다.

 폭, 너비가 각각 24mm 두께가 12mm인 직육면체형 시편을 자가중합 개인 트

레이 레진(Instant Tray Mix, Lang, Wheeling, Illinois, U.S.A.)으로 제작하여 

실리콘 재료(rema
®
SIL, Dentaurum, Ispringen, Germany)로 이를 인기하여 몰

Material Type Product Manufacturer

Impression

material

Polysulfide
Permlastic

® 

Regular Set

Kerr Corp., Romulus, 

Michigan, U.S.A.

Polyether
Impregum

TM
 

Penta
TM

 
3M ESPE, Seefeld, Germany

Additional

silicone

Aquasil Ultra 

Monophase

Regular Set

Smart Wetting
® 

Dentsply Caulk, Milford, 

Delaware, U.S.A.

Tray

adhesive

 

Impression 

Adhesives

Kerr Corp., Romulus, 

Michigan, U.S.A.

Polyether 

Adhesive
3M ESPE, Seefeld, Germany

Silfix
Dentsply DeTrey GmbH, 

Konstanz,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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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제작하였다. 실리콘 몰드를 사용하여 자가중합 개인 트레이 레진으로 동일한 

규격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만능 시험기(Instron, model 3366, Instron Corp, 

Nowood, Massachusetts, U.S.A.)에의 연결을 위해 트레이 레진 시편의 윗면 중

앙에 brass hook를 묻어 중합시켰다. 잔여 단량체의 중합완료를 위해 24시간 상

온에서 보관한 후에 접착제를 도포할 면을 주수하에 220 grit sand paper를 사

용하여 균일하게 표면연마하고 상온에서 24시간 추가로 건조시켰다.

나나나나. . .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같은 제조회사의 고무인상재와 트레이 접착제를 한쌍의 조합으로 하여 실험하였

으며(Table II), group A와 group B의 경우로 각각 실험을 시행하였다(Table 

III).

Table II. Combination of impression material and tray adhesive

 인상재의 고정을 위해 polyvinylchloride(PVC) 파이프를 housing으로 사용하

였다. Permlastic과 Impregum의 경우 내경 16mm의 PVC 파이프를, Aquasil의 

경우 내경 12.5mm의 PVC 파이프를 사용하였다. PVC 파이프의 한쪽 편으로 금

속봉을 관통시켜 hook를 연결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른 쪽으로 No. 8 round 

bur를 사용하여 12개의 구멍을 뚫고 내면에 트레이 접착제를 도포하여 인상재의 

유지를 도모하였다(Fig. 1).

Impression Material Tray Adhesive

Permlastic
® 

Regular Set Rubber Adhesive

Impregum
TM 

Penta
TM

Polyether Adhesive

Aquasil Ultra Monophase 

Regular Set Smart Wetting
® Sil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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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Comparison of group A and B

1) Group A 시편 제작 및 실험

 트레이접착제의 도포횟수는 1회, 2회, 3회, 4회, 5회로 하고 각 군의 시편의 개수

를 9개로 하여 인상재당 45개, 총 135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한 명의 숙련된 실

험자가 각각의 트레이 접착제에 제공되는 브러시를 사용하여 트레이 시편에 균일하

게 얇게 트레이 접착제를 도포하였다. 각각의 도포 사이에 20분의 건조 시간을 부

여하였다. 도포 완료 후 3시간의 추가 건조 시간을 부여하고 spectrophotometer 

(CM-3500d, Konica Minolta, Sakai, Osaka, Japan)로 직경 8mm의 target 

mask(CM-A122)를 사용하여 시편 중앙부위의 명도(L
*
 value)를 측정하였다. 

색상 측정 전에 검은색과 흰색 target을 사용하여 색상을 보정하였으며, D65/10° 

설정 하에 측정하였다.

 Permlastic은 spatula를 사용한 hand mix로, Impregum과 Aquasil은 자동 혼

합팁으로 혼합한 후에 tip을 제거한 인상재용 syringe(COE Aluminum Syringe, 

GC America Inc, Alsip, Illinois, U.S.A.)에 옮겨담았으며, PVC 파이프 housing

을 트레이 레진 시편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인상재가 PVC housing과 레진 시편 

사이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시편을 손으로 고정하면서 syringe의 인상재를 적용하

Group A Group B

Number of specimens 

for each impression 

material

45 20

Adhesive application 

method

Coated multiple even 

thin-layers

Evenly single coated 

in various thickness

Adhesive drying time Over 5 hours 15 minutes

L
*
 measurement time

Before polymerization 

of impression material 

After polymerization 

of impression material 

L
*
 measurement point

Center part of 

specimen
Edge part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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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온에서 중합하였다.

 만능시험기(Instron, model 3366, Instron Corp, Nowood, Massachusetts, 

U.S.A.)를 사용하여 cross head speed 300mm/min으로 하여 인장력을 가하여 

부착 실패가 일어나는 최대 힘을 측정하고 시편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인장 결합

강도를 구하였다(Fig. 1).

Fig. 1. Position of the test specimen for measurement of tensile bond 

strength

 측정 후에 각 시편의 분리 양상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분류하였다. 트레이와 트

레이 접착제의 계면에서의 부착실패, 트레이 접착제 층 내부의 응집실패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혼합된 양상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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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oup B 시편 제작 및 실험

 각 인상재별로 20개씩 총 60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트레이 시편에 트레이접

착제를 한번에 여러 회의 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하되, group A에서 사용한 시

편을 육안으로 비교하면서 1회에서 5회 도포분량 사이에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

였다.

 15분 건조시간을 부여 후에 group A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상재를 적용하였으

며, 상온에서 15분의 중합시간을 부여한 후 만능시험기로 인장 결합강도를 측정

하였다.

 24시간 추가건조 후에 인상재와 접착하지 않은 트레이 시편 모서리의 세 부분

에서 spectrophotometer로 명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각 시편의 분리 양상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분류하였다. 트레이와 트레이접착제

의 계면에서의 부착실패, 트레이 접착제 층 내부에서의 응집실패, 인상재 층 내부

에서의 응집실패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혼합된 양상으로 분류하였다.

3) 통계 처리

 통계프로그램인 SAS 9.1과 SAS enterprise miner 4.3을 이용하였다. Group 

A에서 각 군의 도포횟수에 따른 명도 차이가 있는지와 각 군의 도포횟수에 따른 

결합강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각각 ANOVA를 실시하였고, 다중 비

교(Multiple comparison) 방법 중에서 최소 유의차 검정법(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method)로 사후검정하였다(α=0.05). Group A의 각각의 그룹

에서 도포횟수와 명도 사이의 추정식을 일반 회귀 분석(Gener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group B의 명도 데이터에 추정식을 적용하여 

group B 시편의 도포횟수 추정값을 계산하였다. Group B의 각각의 그룹에서 도

포횟수추정값과 결합강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회귀 분석(Gener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고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이용

한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군집 개수

는 5개 이하로 하여 입체군집기준(Cubic clustering criterion)을 사용하여 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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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가가가가. . . . LLLL
****    value value value value (Group (Group (Group (Group A)A)A)A)

 트레이접착제 도포횟수에 따른 L
*
 value의 값을 기록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내었다. (Fig. 2)

36.86

43.14

51.05

30.32
31.86

49.31

45.96

42.28

52.87

55.99

49.74

53.15

57.59

61.66

46.88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1 2 3 4 5

Number of application lay ers

L
*

Permlas tic

Impregum

Aquas il

Fig. 2. Comparison of mean L
*
 value in group A

 ANOVA를 시행하고 LSD로 사후 검정시에, 세 종류의 인상재 모두에서 도포횟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L
*
 value의 감소가 나타났다(Table IV, 

V,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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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 Results of analysis through LSD method at the α=0.05 for L
*
  

by the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in Permlastic, group A

+; Significantly different,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V. Results of analysis through LSD method at the α=0.05 for L
*
  

by the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in Impregum, group A 

+; Significantly different,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VI. Results of analysis through LSD method at the α=0.05 for L
*
  

by the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in Aquasil, group A 

+; Significantly different,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실험과정에서 트레이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도포횟수와 L
*
 value 간에 관계식을 구하여 L

*
 value를 통해서 트레이 접

착제가 도포된 두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2 3 4 5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1 2 3 4 5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1 2 3 4 5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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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인장 인장 인장 인장 결합강도 결합강도 결합강도 결합강도 (Group (Group (Group (Group A)A)A)A)

 트레이접착제 도포횟수에 따른 인장 결합강도의 값을 기록하여 평균값과 표준편

차를 내었다(Fig. 3).

0.50
0.43

0.42

0.27

0.43
0.54

0.69
0.770.790.77

1.59

0.56

0.99

1.40

1.57

0.20

0.40

0.60

0.80

1.00

1.20

1.40

1.60

1.80

1 2 3 4 5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T
e
n
s
ile

 b
o
n
d
 s

tr
e
n
g
th

(M
P
a
)

Permlastic

Impregum

Aquasil

Fig. 3. Comparison of mean tensile bond strength in group A

 각각의 인상재에서 트레이접착제 도포횟수에 따른 인장 결합강도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기위해 ANOVA를 시행하고 LSD로 사후 검정하였다(Table VII, VIII, 

IX). Permlastic에서는 1회도포시보다 2회도포시에 인장 결합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였고 2회도포, 3회도포, 4회도포 간에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

었으며 5회도포시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였다. Impregum에서는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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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시까지 인장 결합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3회 이후부

터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Aquasil에서는 4회 도포시까지 인장 결합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4회와 5회 도포 사이에서는 통계적 유의

차가 없었다.

Table VII. Results of analysis through LSD method at the α=0.05 for 

tensile bond strength by the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in 

Permlastic, group A

+; Significantly different,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VIII. Results of analysis through LSD method at the α=0.05 for 

tensile bond strength by the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in 

Impregum, group A

+; Significantly different,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1 2 3 4 5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1 2 3 4 5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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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X. Results of analysis through LSD method at the α=0.05 for 

tensile bond strength by the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in 

Aquasil, group A

+; Significantly different,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다다다다. . . . 분리면 분리면 분리면 분리면 분석 분석 분석 분석 (Group (Group (Group (Group A)A)A)A)

 Group A의 인장 결합강도 실험 후의 분리된 양상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3개의 

분류항목으로 나누어 Table X에 정리하였다.

Table X. Classification of the debonded surface after tensile bond 

strength test in group A

T; Tray, A; Tray adhesive, I; Impression material

1 2 3 4 5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Impression material Permlastic Impregum Aquasil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Adhesive failure(T-A) 3 4 0 0  0 9 9 9 9  9 9 9 9 1  0

Adhesive failure(T-A)
and cohesive failure(A)

6 5 9 0  0 0 0 0 0  0 0 0 0 8  3

Cohesive failure(A) 0 0 0 9  9 0 0 0 0  0 0 0 0 0  6

Total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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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lastic의 경우 도포횟수가 1회와 2회인 경우에서 트레이와 접착제 계면에서의 

분리가 주를 이루면서 접착제 내부적으로도 일부분 분리되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Fig. 4, A, B), 4회 이상 도포시에는 접착제층 내부에서 완전분리되는 양상이 관찰

되었다(Fig. 4, C). Impregum의 경우 모든 도포횟수에서 트레이와 접착제 계면에서

의 완전분리가 관찰되었다(Fig. 4, D). Aquasil의 경우 3회 도포시까지 트레이와 접

착제 계면에서의 완전분리가 관찰되었으며(Fig. 4, E), 4회 도포시에 접착제층 내부

분리가 함께 일어나며(Fig. 4, F), 5회 도포시에는 접착제층 내부분리가 주를 이루는 

양상을 보였다(Fig. 4, G).

Fig. 4. Debonded surface in group A, A; Adhesive failure between tray and 

adhesive(Permlastic), B; Mixed type of adhesive failure between 

tray and adhesive and cohesive failure of adhesive(Permlastic), C; 

Cohesive failure of adhesive(Permlastic), D; Adhesive failure 

between tray and adhesive(Impregum), E; Adhesive failure between 

tray and adhesive(Aquasil), F; Mixed type of adhesive failure 

between tray and adhesive and cohesive failure of adhesive 

(Aquasil), G; Cohesive failure of adhesive(Aqu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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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LLLL
****    - - - - 도포횟수 도포횟수 도포횟수 도포횟수 추정 추정 추정 추정 관계식 관계식 관계식 관계식 산출 산출 산출 산출 (Group (Group (Group (Group A)A)A)A)

 Group B에의 적용을 위해 group A에서 도포횟수와 L
*
 value의 추정 관계식을 

각각의 인상재에서 일반 회귀 분석(General regression analysis)으로 산출하였

다(Fig. 5).

y  = -13.406Ln(x) + 51.4828

R2 = 0.976

y  = -3.4332x + 59.5805

R2 = 0.973

y  = -3.7408x + 65.0285

R
2
 = 0.970

25

30

35

40

45

50

55

60

65

1 2 3 4 5

Number of application lay ers

L
*

Permlas tic

Impregum

Aquas il

 

Fig. 5. Gener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number of adhesive application 

layers and L
*
 value in group A

마마마마. . . . 인장 인장 인장 인장 결합강도 결합강도 결합강도 결합강도 (Group (Group (Group (Group B)B)B)B)

 Group A 데이터에서 산출한 도포횟수와 L
*
 value의 추정식을 사용하여 group 

B 데이터에 L
*
 value에 해당하는 도포횟수추정값을 계산하여 group B에서의 도

포횟수추정값과 인장 결합강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 일반 회

귀 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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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mlastic
®
 Regular Set

 일반 회귀 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의 결과를 Fig. 6과 Table XI에 정리하

였다.

Permlas tic

y  = -0.0257x2 - 0.0034x + 0.6415

R
2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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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nsile bond strength of Permlastic
 
in group B 

Table XI. Clustering analysis of Permlastic in group B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Cluster 5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estimated value)

Minimum 1.11 2.18 2.87 3.73 4.22

Maximum 1.92 2.44 3.43 4.13 4.54

Average 1.46 2.32 3.14 3.88 4.34

Tensile bond 
strength(MPa)

Average 0.58 0.54 0.35 0.2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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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포횟수추정값이 증가할수록 음의 기울기가 증가하면서 인장 결합강도가 감소

하는 2차곡선의 양상을 보였다. 결합강도는 군집 1에서 평균 0.58MPa로 가장 높

았으며 군집 5에서 평균 0.15MPa로 가장 낮았다. 도포횟수추정값 약 2회에서 군

집1과 군집2의 경계가 이루어졌다.

2) Impregum
TM

 Penta
TM

 일반 회귀 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의 결과를 Fig. 7과 Table XII에 정리하

였다.

Impregum

y = 0.0867x + 0.3771

R
2
 =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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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nsile bond strength of Impregum
 
in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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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XII. Clustering analysis of Impregum in group B

 도포횟수추정값이 증가할수록 결합강도가 증가하는 일차직선의 양상을 보였다. 

결합강도는 군집 1에서 평균 0.49MPa로 가장 낮았으며 군집 5에서 평균 

0.87MPa로 가장 높았다.

3) Aquasil Ultra Monophase Regular Set Smart Wetting
®

 일반 회귀 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의 결과를 Fig. 8과 Table XIII에 정리하

였다.

Aquasil

y  = -0.0485x3 + 0.2695x2 - 0.1343x + 0.5462

R
2
 =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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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nsile bond strength of Aquasil
 
in group B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Cluster 5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estimated value)

Minimum 1.09 1.81 2.72 3.73 5.23

Maximum 1.75 2.22 3.68 4.39 5.58

Average 1.33 2.06 3.33 4.11 5.39

Tensile bond 
strength(MPa)

Average 0.49 0.55 0.64 0.74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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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XIII. Clustering analysis of Aquasil in group B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estimated value)

Minimum 1.17 2.50 4.88

Maximum 2.14 4.31 5.22

Average 1.55 3.64 5.07

Tensile bond 
strength(MPa)

Average 0.80 1.22 0.32

 도포횟수추정값이 증가함에 따라 결합강도가 증가하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삼차

곡선의 양상을 보였다. 군집이 3개일 경우에 입체군집기준(Cubic clustering 

criterion)이 4.16로 3 이상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군집 2의 결합강도가 평균 

1.22MPa로 가장 높았다. 군집 2의 도포횟수 추정치 범위는 약 2.5회부터 약 4.5

회까지였다.

바바바바. . . . 분리면 분리면 분리면 분리면 분석 분석 분석 분석 (Group (Group (Group (Group B)B)B)B)

 Group B의 인장 결합강도 실험 후의 분리된 양상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Table 

XIV에 정리하였다. 산출된 도포횟수 추정치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분류하였다.

 Permlastic의 경우 도포횟수 2회까지는 인상재 층의 내부분리가 동반되는 접착

제 층의 내부분리 양상을 보였고(Fig. 9, A), 도포횟수 3회부터 접착제 층의 내부

분리가 주로 나타났으며 도포횟수 4회 이상의 모든 시편에서 접착제가 들떠 일어

난 양상이 관찰되었다(Fig. 9, B). Impregum의 경우 도포횟수 2회까지는 트레이

와 접착제의 계면분리 양상을 보였고 도포횟수 3회의 일부와 도포횟수 4회 이상

의 모든 시편에서 인상재 층의 내부분리가 일부분 포함된 트레이와 접착제의 계

면분리 양상을 보였다(Fig. 9, C). Aquasil의 경우 도포횟수 1회에서는 트레이와 

접착제의 계면분리 양상을 보였고 도포횟수 2회부터 트레이와 접착제의 계면분리

와 접착제와 인상재의 계면분리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이 주로 관찰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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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 도포횟수 4회부터는 접착제가 들떠 일어나면서 트레이와 접착제의 

계면분리 양상과 접착제 층의 내면분리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이 일부분 나타

났다(Fig. 9, E, F).

Table XIV. Classification of the debonded surface after tensile bond 

strength test in group B

T; Tray, A; Tray adhesive, I; Impression material

Impression material Permlastic Impregum Aquasil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estimated value rounded off)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Adhesive failure(T-A) 0 0 0 0  0 3 4 1 0  0 4 1 0 2  0

Adhesive failure(T-A)
 and cohesive failure(A)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Adhesive failure(T-A)
 and adhesive failure(T-I)

0 0 0 0  0 0 0 0 0  0 0 2 2 2  2

Cohesive failure(A) 0 0 4 6  1 0 0 0 0  0 0 0 0 0  0

Cohesive failure(I)

 & adhesive failure(T-A)
0 0 0 0  0 0 0 2 6  4 0 0 1 0  0

Cohesive failure(I)

 & cohesive failure(A)
3 5 1 0  0 0 0 0 0  0 0 0 0 0  0

Total 3 5 5 6  1 3 4 3 6  4 4 3 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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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bonded surface in group B,  A; Mixed type of cohesive failure of 

impression material and cohesive failure of adhesive(Permlastic), 

B; Cohesive failure of adhesive(Permlastic, thickness=4), C; Mixed 

type of cohesive failure of impression material and adhesive failure 

between tray and adhesive(Impregum), D; Mixed type of adhesive 

failure between tray and adhesive and adhesive failure between 

tray and impression material(Aquasil), E and F; Mixed type of 

adhesive failure between tray and adhesive and cohesive failure of 

adhesive(Aquasil, thicknes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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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총괄 총괄 총괄 총괄 및 및 및 및 고찰고찰고찰고찰

 인상채득시 트레이와 인상재와의 접착 실패는 보철물의 오류를 야기하는 원인이

지만 임상가가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Carrotte 등(1993)은 기

공소에서 50개의 인상채득한 tray를 조사한 결과 14개의 인상체에서 인상재와 

트레이의 접착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고무인상재의 트레이의 접착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선행되었으나 트레이 접착제의 두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는 트레이접착제가 실험자의 의도대로 두께를 조절하여 한번에 도포하기가 어

려운 재료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트레이 접착제가 얇게 도포되는 재료인 

만큼 도포 두께에 따른 배경색의 masking 정도가 달라지는 것에 입각하여 색상 

비교를 통한 간접적인 두께 산출 방법으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색상을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할 경우에 정량적인 색상 분석을 위해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에서 정의한 CIELAB 방식의 색상 

데이터를 얻으며 L
*
, a

*
, b

*
 세 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L

*
은 명도를 나타내

는 0부터 100 사이의 값이며, a
*
, b

*
는 색상을 나타내는 수평 평면을 구성하는 

-100부터 +100까지의 값이다. 본 실험에서는 L
*
값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실험설

계상 3차원적인 색상값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또한 spectrophotometer 사용전에 

명도에 대한 calibration을 실시하여 명도값에서 보다 절대적인 값을 얻을 수 있

다는 이유에서였다.

 실험결과 세 종류의 인상재 모두에서 도포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성있게 명

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모든 도포 과정이 균일한 두께로 이루어졌

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각각의 인상재에서 도포횟수를 접착제 두께

에 비례하는 개념으로 간주하였으며 도포횟수를 도포 두께의 기준 단위로 사용하

였다. 물론 제조사별로 트레이 접착제의 점성과 제공되는 브러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횟수로 도포하더라도 접착제 간에 실제적인 두께에서 차이를 보이겠지만, 

실제의 접착제 두께보다 평면에 얇게 펴 바르는 도포횟수를 기준 단위로 실험결



- 22 -

과를 얻음으로써 더욱 명확한 임상 지침을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트레이 시편을 경제성 등의 이유로 널리 사용되는 자가중합 트레

이 레진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나 광중합형 트레이 레진도 시장에 많이 보급되어 

있다. Dixon et al(1994), Bindra & Heath(1997)의 실험에서 광중합형 트레이 

레진의 결합강도가 자가중합형 트레이 레진보다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Peregrina(2005)는 광중합형 레진과 자가중합형 레진 사용시 결합강도에 통계학

적 유의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광중합형 트레이레진 사용시에 단량체

(monomer) 흡입 방지, 용이한 트레이 제작, 중합 완성으로 인한 즉각적인 체적 

안정성의 장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트레이 레진 시편의 표면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220 grit sandpaper로 연마하였

다. Davis(1976)에 의하면 wax 상에 트레이레진을 중합시킨 경우에 비하여 

tinfoil이나 asbestos 상에서 트레이레진을 중합시키거나 중합 후 sandpaper로 

연마한 경우에서 높은 결합강도를 얻었으며 tinfoil과 asbestos와 sandpaper 실

험군 사이에서는 유의성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트레이와의 접착력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sandblasting(Wang et al. 1995), carbide bur roughening 

(Payne & Pereira 1992), carbide paper roughening(Mohamed Sulong 

1991)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본 실험에서는 sandpaper로 시편을 연마함으

로써 이러한 지침을 따르면서 시편 표면의 균일화를 도모하였다.

 PVC housing을 사용한 인장 강도 실험 설계는 Peregrina(2005)와 이명희

(2006)의 실험 방식을 따른 것으로 Permlastic과 Impregum에서 16mm 내경의 

PVC housing을 사용하였다. Aquasil의 경우 이명희(2006)의 연구에서 직경 

19mm의 PVC housing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예비 실험 결

과 접착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 결합강도가 크게 증가하여 16mm 내경의 

PVC housing에 최대한의 기계적 결합 구조를 부여하더라도 PVC housing과 인

상재 결합부분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Aquasil 실험시 보다 작은 12.5mm 내경의 

PVC housing을 사용하고 인상재 적용 후 중합하기 이전에 PVC 파이프를 꿰뚫

는 2개의 metal rod를 추가적으로 사용해 PVC housing과의 기계적인 결합을 최

대화하였다. PVC 파이프 내경을 줄임으로써 단위 면적이 감소하여 인장 결합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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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시에 오차가 확대되어 표준편차가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Fig. 3).

 인상체를 구강에서 제거할 때 접착면에 가해지는 힘의 유형에 대해 tensile과 

shear 두가지 방향이 제시되었으며(Wilson & Smith 1963), 기존 연구에서 두

가지 결합 강도의 관련성이 조사되었으나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Ellam & 

Smith 1966, Shigeto et al. 1979, Nicholson et al. 1985, Bindra & Heath 

1997). 본 연구에서는 undetectable error를 방지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으므로 

tensile bond strength를 측정하는 것으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Shear bond 

failure 발생시에 측벽에서 결합실패가 나타날 것이므로 임상가가 이를 감지할수 

있기 때문이다.

 접착제 도포후 건조 시간에 대해서 여러 저자들의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대부분

의 재료에서 15분 이상의 건조시간을 부여할 경우 24시간까지 통계적으로 결합

강도에 유의성이 없음이 보고되었고(Davis 1976, Hogan & Agar 1992, Cho et 

al. 1995), 트레이접착제 내부의 solvent가 증발하여 도포면이 건조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15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Group A 실험에서 접착제를 중첩하

여 도포할 때 이전에 도포한 접착제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으면 다음 도포시에 함

께 섞여서 도포 두께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도포 사이에 20분의 건조 시간을 부여

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고 spectrophotometer로 색상 측정

시에 기계면에 접착제가 붙어 접착층이 훼손되므로 5시간 이상의 충분한 건조시

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색상을 측정하였다.

 만능시험기로 트레이접착제의 인장 결합강도를 실험할 때에 적절한 crosshead 

speed에 대한 여러 문헌 보고가 있었다(Ellam & Smith 1966; Chai et al. 

1991; Bindra & Heath 1997). 구강에서 인상체를 제거하는 과정을 등속도의 

crosshead speed로 구현할 수는 없지만 보다 일관성있는 결과를 300mm/min에

서 얻을 수 있었다는 보고에 따라(Bindra & Heath 1997) 본 실험에서 

crosshead speed를 300mm/min으로 부여하였다.  

 트레이접착제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하여 group A의 실험방식을 설계하였지만 

임상과정과 비교시 여러 가지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결과의 차이가 예상되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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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한번에 일정한 두께를 도포하고 건조 시간을 15분으로 짧게 두어 인상재

를 적용함으로써 접착제의 용매가 모두 증발하지 못하고 잔류하거나 접착제와 인

상재가 기계적으로 혼합되는 층이 형성되어 결합 강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되었으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 group B를 설계하였다. Group B의 경우 도포

두께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두께로 시편을 제작하되 도포

면의 명도를 측정하여 group A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도포횟수 추정치를 구하

였다. 접착제 도포 후 15분 이내로는 접착제의 건조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

문에 인장 결합강도 실험 전에 명도의 측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group B에서는 

인장 결합강도 실험 후 24시간 이상 추가건조시킨 후에 명도를 측정하였다, 명도 

측정시에 인상재와의 결합에 관여하지 않은 잔여부분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서로 떨어진 3점의 값을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일반적으로 glue 형태의 접착제 사용시에 용매의 잔류로 인한 결합강도의 저하

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접착제 두께가 추천되고 있다(Landrock, Adhesive 

Technology Handbook 1985). 실험에 사용한 3종의 트레이접착제 사용설명서

모두에서(Kerr; 3M ESPE; Dentsply DeTrey) 얇게 한겹 도포(a thin layer 

application)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트레이 접착제와 관련된 모든 실

험에서 트레이접착제를 얇게 한겹 도포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결과 이러한 통념과 다르게 도포 두께가 증가할수록 결합 강도가 증가하는 구간

이 여럿 나타났다.

 Group A에서 Permlastic의 경우 도포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할 때와 4회

에서 5회로 증가할 때, Impregum의 경우 도포횟수가 1회에서 3회까지 증가할 

때, Aquasil의 경우 도포횟수 1회에서 4회까지 증가할 때 결합강도의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유의성있게 결합강도가 떨어진 구간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3), 

이는 일반적인 접착 상식과 상이한 결과이며 견고한 두 개의 물질을 접착시키는 

일반적인 접착방식과 다르게 접착제를 먼저 도포하고 인상재를 접착제 상에 중합

시키는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접착제의 두께가 증가하면 더 높은 

결합강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언급되었거나 그 기전이 보고된 바는 없으며 가능

성있는 가설로 인상재의 중합수축을 가능성있는 원인요소로 추측하였다. 인상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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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지만 체적 안정성이 우수한 Polyether, Additional silicone 재료에서도 

0.2% 전후의 중합수축이 보고되고 있고(Lampe et al. 2004), 이는 일차적으로 

인상체의 변형을 야기하지만 인상재가 트레이접착제와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수축할 경우 트레이접착제와 트레이 사이의 접착면에도 응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트레이접착제 층이 응력의 완충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트레이접착제 층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 완충 효과를 얻지 못하고 응력이 트레

이접착제와 트레이 사이에 집중되어 계면의 부분적인 debonding이나 응력잔존을 

야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낮은 인장 결합강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분리면 분

석결과와 연관시켜볼 때, 접착제 도포두께가 얇을 때 트레이와 접착제 계면에서의 

분리가 주로 이루어지고 도포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접착제층 내부에서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접착제 두께가 얇을 때에는 트레이와 접착제 계면에 응

력이 집중되어 분리되며 접착제 두께가 두꺼워지면 응력이 접착제 층에 분산 및 

완충되어 트레이와 접착제 사이의 계면에 응력이 집중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

다음 취약부위인 접착제 층 내부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Group B에서 도포횟수추정치와 인장 결합강도의 관계는 인상재별로 서로 상이

한 결과를 보였다. Permlastic의 경우 도포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 결합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Fig. 6). 그러므로 임상에서 접착제 도포시에 두껍게 뭉

쳐지는 부위가 없이 최소한의 두께로 얇게 펴 발라야 최대한의 결합 강도를 얻을 

수 있으며 접착제의 solvent가 많이 증발하여 흐름성이 떨어져 얇게 도포가 불가

능해진 경우 적절한 solvent를 추가하던지 폐기하고 새 제품을 사용할 것이 권장

된다. Impregum의 경우 도포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강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Fig. 7), 임상적으로 최소한의 도포보다는 2~3회 도포횟수 이상의 분량을 

충분히 도포함으로써 인장 결합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quasil의 

경우 약 2.5회의 도포횟수 추정치까지 지속적으로 결합강도가 증가하며 약 4.5회 

이상 도포횟수 추정치 이후에서 결합강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Fig. 

8). 임상적으로 최소량의 도포보다 약 3회 분량을 충분히 도포함으로써 인장 결

합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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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B에서 인상재별로 접착제 도포두께에 따른 인장 결합강도의 양상이 다르

게 나타나는 것은 용매의 증발 속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Permlastic 추정도포횟수 4회 이상의 모든 시편과 Aquasil 추정도포횟수 4회 이

상의 일부 시편에서 분리면 관찰시에 접착제가 들떠 일어난 양상이 확연하게 관

찰됨으로써(Fig. 9, B, E, F) 잔존 용매로 인해 접착력이 저하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접착제의 두께에 따른 인장 결합강도의 변화 양

상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Group A의 세 종류의 인상재 모두와 

group B의 Impregum의 경우 접착제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결합 강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3, Fig. 7). Group B의 Aquasil의 경우 특정 두께까지는 접

착제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결합 강도가 증가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결합 강도가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8). Group B의 Permlastic의 경우 접착제의 두께

가 증가할수록 결합 강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6). 제조자의 지시사항

에 따라 트레이 접착제를 얇게 한겹 도포하는 방식은 Impregum, Aquasil 등의 

일부 인상재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2~3회 분량을 도포해주는 것이 더 높

은 인장 결합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glue 형태의 용매를 포함한 접착제

에서 두께가 얇을수록 결합강도가 강하다는 일반적인 통념은 트레이접착제에 해

당하지 않으며, 트레이접착제의 두께에 따른 결합강도는 실험재료와 조건에 따라 

이상의 세 가지 이상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Dixon et al(1994), Bindra & Heath(1997)의 기존 연구에서 자가중합형 트

레이레진보다 광중합형 트레이레진에서 높은 결합강도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적인 적용을 구현한 group B 시편 분리면 양상과 연관시켜볼때, Impregum

과 Aquasil의 경우 대부분의 시편에서 트레이와 접착제 사이의 계면에서의 분리

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광중합형 트레이레진을 사

용한다면 보다 높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Permlastic 사용시에는 자가중합형 트레이레진에서도 트레이레진과 접착제 사이

의 부착실패가 일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광중합형 트레이레진을 사용하더라도 접

착력의 향상을 얻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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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접착제의 도포두께가 결합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의 트레이 접

착제 연구시에 트레이접착제의 도포두께를 균일하게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

고 도포두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으로 제안되며 추가적으로 접착제의 두께에 

따른 shear bond strength의 연구와 광중합형 트레이 레진을 사용하는 경우의 

두께에 따른 결합 강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된다. 또한 접착제 도포두께 

변화에 따른 인장 결합강도의 변화 기전을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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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Permlastic, Impregum, Aquasil 인상재를 사용할 때 트레이접착제의 두께와 

인장 결합강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트레이접

착제를 균일하게 1회부터 5회까지 1겹씩 도포한 시편과 한번에 여러 횟수의 두께

를 도포한 시편의 인장 결합강도를 측정하고 색상값을 참조하여 한번에 도포한 

시편의 도포횟수 추정치를 유추하여 도포횟수와 인장 결합강도와의 관계를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3종의 인상재 모두에서 트레이접착제의 도포횟수가 증가할수록 트레이 표면의 

명도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2. 트레이접착제를 20분의 간격으로 여러번 균일하게 도포하였을때 Permlastic

의 경우 1회에 비해 2회 도포시, 4회에 비해 5회 도포시 인장 결합강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성있게 증가하였다. Impregum의 경우 3회, Aquasil의 경우 4회 도포시

까지 인장 결합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증가하였으며 그 이상의 두께증가

에서는 유의성있는 결합강도의 변화가 없었다.

3. 트레이접착제를 한번에 도포후 15분후에 인상재를 적용하는 경우에 Permlastic

에서는 도포두께가 증가할수록 인장 결합강도가 감소하였고, Impregum에서 도포

두께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인장 결합강도의 증가를 보였으며 Aquasil에서 도

포횟수 추정치 약 2.5회까지 인장 결합강도의 증가 후 도포횟수 추정치 약 4.5회 

이후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접착제를 얇게 도포하여야 우수한 결합 강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모든 재료에 옳지는 않으며, 일부 제조사의 접착제 도포 지시사항도 인장 결합강

도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의 재검사 및 후속 연구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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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omeric impression materials have been widely used to get accurate 

impression. However, there were not enough studies on the influence of 

thickness of the tray adhesive to bond strength between tray and 

elastomeric impression material.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the thickness of the tray adhesive and the tensile bond strength 

and suggest the thickness at which the bond strength is higher levels, 

tensile bond strength related with the thickness of adhesive of three 

different elastomeric impression materials was tested.

Three impression materials, Permlastic
®
 Regular Set(Kerr Corp., 

Romulus, Michigan, U.S.A.), Impregum
TM

 Penta
TM

(3M ESPE, Seefeld, 

Germany), and Aquasil Ultra Monophase Regular Set Smart 

Wetting
®
(Dentsply Caulk, Milford, Delaware, U.S.A.), were used in this 

test, and tray adhesives which were made by the same manufacturer of 

impression material were used, which were Impression Adhesives, 

Polyether Adhesive, and Silfix, respectively.

The tray specimens with the size of 24X24X12mm were prepa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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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olymerizing tray material(Instant Tray Mix, Lang, Wheeling, Illinois, 

U.S.A.), and PVC pipe with internal diameter of 16mm, 12.5mm was used 

to house the impression material. Group A consisted of 5 subgroups 

which had 9 specimens each, total 45 specimens, and group B consisted 

of 20 specimens. Therefore, the total number of specimens was 195. In 

group A, tray adhesive was applied in a multiple thin layers from one to 

five according to the subgroups, and it was dried for 20 minutes between 

each application. Additional drying time was given after completion of 

application of the adhesive. Lightness(L
*
) of the adhesion surface was 

measured by spectrophotometer(CM-3500d, Konica Minolta, Sakai, Osaka, 

Japan). Impression material was applied, and enough time was allowed for 

polymerization, and tensile bond strength was measured with universal 

materials testing machines(Instron, Model 3366, Instron Corp, Nowood, 

Massachusetts, U.S.A.). In group B, adhesive was applied once,    in a 

thickness as same as the thickness of several applications, and each 

impression material was applied after 15 minutes of drying, and tensile 

bond strength was measured after 15 minutes of impression material 

polymerization. After 24 hours, lightness was measured at the surrounding 

area of the debonded surface. A formula between the numbers of 

application layers of adhesive and the lightness of adhesion surface was 

deduced in group A, and the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of adhesive in 

group B was estimated by applying the lightness(L
*
) in the formula.

On the test,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1. Lightness(L
*
) showed significant decreas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application layers of adhesive.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the 

numbers of application layers of adhesive could be used as a standard 

of thickness of adhesiv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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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group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of tensile bond strength 

appeared while the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was increased from 1 

to 2 and from 4 to 5,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between 

application layers of 2, 3, and 4 in Permlastic. In Impregum, tensile 

bond strengt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the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increased from 1 to 3,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after 3. In Aquasil, tensile bond strengt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the number of application layers increased until 4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between 4 and 5.

3. In group B, tensile bond strength was decreased when the thickness of 

adhesive was increased in Permlastic. Impregum showed increased 

tensile bond strength when the thickness of adhesive was increased. 

In Aquasil, tensile bond strength was increased when the number of 

adhesive application layers was increased until approximately 2.5 and 

it was sharply decreased after approximately 4.5.

By the study, the common idea that it is better to apply a thin single 

coat of tray adhesive needs correction in more detailed ways, and 

instructions of some tray adhesive should be reexamined, since there 

were several cases in which tensile bond strength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thickness of adhesive.

Key words: tray adhesive, tensile bond strength, elastomeric impressio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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