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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의치상 레진에 Vinyloligosilsesquioxane의 첨가가 

레진과 도재의 결합력에 미치는 향

 

본 연구에서는 도재위에 POSS를 첨가한 의치상용 아크릴릭 레진과 일반 의

치상용 아크릴릭 레진을 각각 열중합한 후 각 군 시편의 전단결합강도를 측정

하고 도재와 POSS첨가된 의치상용 아크릴릭 레진, 도재와 일반 의치상용 레진 

그리고 의치용 레진 치아와 일반의치상용 레진의 결합 계면의 염색 침투 실험

을 통하여 의치상 레진에 첨가한 POSS가 레진과 도재의 결합력에 향을 주

는 지 알아 보고자하 다. 전단결합강도 측정을 위해 의치상 레진으로 

Paladent®20, POSS첨가한 Paladent®20을 사용하 고 도재는 Ducera® dentin 

powder를 사용하 다. 도재소성로에서 제작된 도재 시편을 clear 레진으로 포매

후 도재시편위에 대조군인 일반의치상용 레진과 실험군인 POSS가 첨가된 레

진을 열중합하 다. 각각 20개씩 시편 제작하여 만능역학실험기계인 Instron 상

에서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 다. 염색 침투 실험을 위해 레진으로 Paladent
®
 

20, POSS 첨가한 Paladent® 20, 도재는 Ducera® dentin powder , 의치용 레진 치

아로 Endura® 레진치를 사용하 으며 염색제로 메틸렌 블루(Methylene Blue) 

3%를 사용하 다. 도재와 POSS첨가된 의치상용 레진, 도재와 일반 의치상용 

레진, 의치용 레진 치아와 일반 의치상용 레진을 각각 열중합하여 각 군당 10 

개의 시편을 제작하고 메틸렌 블루 3%에 1주일간 담궈 염색 침투를 육안 관

찰과 image analysis를 시행하 다.

각 군의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고 파절면의 육안 관찰 및 염색 침투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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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S 첨가된 레진과 도재간의 전단 결합 강도는 62.45±20.33 N 이고 일

반  레진과 도재간의 전단 결합 강도는 3.83±1.91 N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다.

2. 파절면의 육안 관찰시 POSS 첨가된 레진의 경우 계면 전체의 2/3 - 3/4에

서 파절된 도재가 관찰된 반면 일반 의치상 레진의 파절면에서는 도재가 관찰

되지 않았다.

3. 일반의치상 레진과 도재사이에는 계면 전체에 염색침투가 일어났으며  레

진과 의치용 레진치아 사이에는 염색침투가 일어나지않았고 POSS 첨가된  도

재사이에는 계면 전체 면적의 34±12.3%에 해당하는 염색침투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도재 치아와 POSS 를 첨가한 의치상 레진간에 화학적 

결합을 얻을 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Vinyloligosilsesquioxane(POSS), 아크릴릭 레진, 의치상, 도재, 

              의치용 레진 치아, 전단 결합 강도, 염색 침투 실험, Methylen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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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상용 레진에 Vinylogosilsesquixane의 첨가가 

레진과 도재의 결합력에 미치는 향

(지도  한 동 후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노   원   기

Ⅰ. 서  론

이상적인 의치상 재료는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색조, 충분한 강도, 생물학

적 안정성 및 의치의 유지력과 환자의 편안함에 관계되는 체적 안정성이 좋아

야하며 제작이 용이하고 경제적이어야한다.1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의치상 재료로는 금속, 나일론, 에폭시 레진, 폴리카

보네이트, 아크릴릭 레진 등이 있지만 투명하여 다양한 색상과 반투명 색조를 

부여할 수 있고 제작이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methacrylate,PMMA)

중합체(polymer)와 공중합체(copolymer)가 상용되는 의치상이 95%을 점유하고 

있다.
2
 

아크릴릭 레진의 일종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methacrylate, 

PMMA)는 1930년대 치과에 처음 소개되었다.3 열중합 의치상용 레진의 조성은 

일반적으로 용액과 분말로 이루어지는데 단량체 용액에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를 주성분으로 하고 중합금지제(inhibitor)인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과 리

콜 디메타크릴레이트(glycol dimethacrylate)와 같은 가교제가 함유되어있다. 중

합체 분말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하고 개시제(initiator)로서 

벤조일 퍼옥사이드(benzoyl peroxide) 및 색소(pigment)가 소량 포함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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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릭 레진은 이전에 사용되었던 고무 재료나 폴리스틸렌(polystylene), 에

폭시 레진에 비해 심미적으로 우수하며 고도의 연마 활택이 가능하고 제작과 

수리가 간편하다.
5
 그러나 낮은 열전도율과 가열 소독이 불가능하며 비교적 낮

은 파절 저항성과 중합시 수축의 발생한다는 단점외에도 도재치아와 화학적으

로 결합을 하지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다. 

PMMA자체의 물성만으로는 보철물에서 요구되는 물리적인 성질을 만족시키

지 못한다. 의치상용 레진의 물리적인 성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PMMA를 대체하는 물질을 이용한 개선 방법, rubber graft 

copolymer 같은 첨가제로 화학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탄소섬유, 

유리섬유 같은 재료를 첨가하여 강화시키는 방법이 그것이다.
6

대체물질로는 폴리아마이드(polyamide), 에폭시 레진, 폴리스틸렌, 비닐아크릴

릭( vinylacrylic), 폴리카보네이트, 나이론등이 개발되었으나 임상적으로 이용하

기에 만족스럽지 못했다.

PMMA에 rubber나 저분자량의 부타디엔 스틸렌(butadiene styrene) 의 첨가는 

아크릴릭레진의 물성의 향상을 보 지만 너무 높아진 유연성과 비싼 재료비가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7.8.9.10.

탄소섬유, aramid fiber,유리섬유, polyethylene fiber또는 금속의 첨가는 강도의 

증가 및 체적 안정성의 향상을 일부 보고하 지만 첨가 물질과 PMMA기질간

의 화학적인 결합을 유도하는 방법, 기공과정의 어려움 및 심미성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현재도 연구중이다.11.12.13.14.15.16.17.18.19.

최근 아크릴릭 레진의 성질을 향상 시키고자 아크릴릭 중합체와 monomeric 

Vinylogosilsesquioxane(POSS)에 기초한 organic-inorganic hybrid 재료를 디자인하

고 합성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얻어진 hybrid 물질은 polymeric 재료

의 이점과 실리콘 유도체에서 기원된 inorganic 재료의 우수한 성질을 유지하

는 이점 모두를 얻을 수 있었다.20

Vinyloligosilsesquioxane(POSS)는 팽창성 단량체(expansible monomer)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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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중합시 수축을 억제한다. 분자구조에 8개의 비닐 반응기(vinyl functional 

groups)를 갖고있어 비닐기의 이중결합이 PMMA와 MMA기질 사이에서 네트워

크 구조를 형성하여 가교제(cross linking agent)처럼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POSS는 외부 응력(stress)를 흡수할 수 있는 Si-O 결합의 증가로 매우 탄력적인

며 여러 성질을 강화시켜준다. 부가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열

안정성과 마모저항성이 기대된다
.21
 POSS의 분자구조에 Si-O반응기가 많다는 

것은 무기물과도 화학적인 결합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POSS첨가된 의치상레진과 도재 치아간의 전단 결합 강도를 측정한 결과 도

재 치아에서 cohesive 파절이 발생했다. POSS의 silane 반응기와 도재의 OH 반

응기간에 siloxane 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22

가철성의치에 도재 치아를 사용할 때 도재치아와 일반의치상 레진간에 화학

적 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재 치아를 일반의치상 레진에 결합시키기위해 

유지핀과 canal 형태의 언더컷이 필요하다. 이 경우 화학적 결합의 부족과 계

면간의 불충분한 적합 문제로 도재 치아와 의치상 결합 부위에 미세누출과 그

에 따른 구강 위생 불량 문제 및 도재 치아의 탈락등이 초래될 수 있다.
23

도재 치아와 의치상 레진 결합 계면의 기계적 및 화학적 결합을 높여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967년 Paffenberger
24
는 silane coupling제(Vinyl silane 

또는 - methacryloxypropyltrimethoxysilane)를 전처리하 지만 silane처리된 부분

에서 내부응력(strain)이 발생되어 도재 치아의 파절이 관찰되었다. bonding 

agent (1% trimethylsilylpropylmethacrylate)를 도재 치아에 전처리하여 결합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 다. pin과 bonding agent를 같이 사용하 을 때 결합력이 증

가됨을 보고하 다. 1995년 Baldwin
26
은 도재 치아와 의치상 레진간의 결합을  

증진 시키기위해 고에너지 연마(high energy abrasion), 산부식, bonding agent를 

같이 사용하 다. 전단 결합 강도의 측정 결과 결합력의 향상이 관찰되었지만 

기공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의치상레진과 도재치

아 사이에 기계적 장치나 coupling제로 전처리를 하여 기계적 및 화학적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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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를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아크릴릭 레진에 Si-O 결합구조가 많은 POSS의 첨가가 아크

릴릭 레진과 도재와의 결합력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위해 도재위에 POSS

를 첨가한 의치상용 아크릴릭 레진과 일반 의치상용 아크릴릭 레진을 각각 열

중합한 후 각 군 시편의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고 도재와 POSS가 첨가된 의

치상용 아크릴릭 레진, 도재와 일반 의치상용 레진 그리고 의치용 레진 치아

와 일반의치상용 레진의 결합 계면의 염색 침투 실험을 함으로써 의치상 레진

에 POSS의 첨가가 레진과 도재의 물리화학적 결합력 및 계면에서 미세누출에 

어떠한 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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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의치상용 레진은 열중합 레진으로 Paladent
®
20과 POSS첨

가된 Paladent®20을 사용하 다. 도재는 치과용 포세린의 일종인 Ducera® dentin 

powder를 사용하 다.

            Table 1. Material studied

 Manufacture  Mixing ratio    Primary composition

 Paladent®20

  Heraeus  Kulzer

  GmbH & Co.KG 

  Wehrheim.Ts

  Germany

  10g/4ml

   Polymethymethacrylate

   Methymethacrylate

   Dimethacrylate

 Paladent®20

 + POSS   10g/4ml

   Polymethymethacrylate

   Methymethacrylate

   Dimethacrylate

   Vinyloligosilsesquioxane(POSS)

 Ducera®

  dentin

  power

  Dental Gmbh&

  Co.KG

  Germany

  4g/1ml

   SiO2

   K2O⋅Al2O3⋅6SiO2
   Na2O⋅Al2O3⋅6SiO2
   Pigment,Opaque,Glass

  Endura®

  resin teeth

  Shofu inc.

  Japan

   Composite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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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시편의 제작

전단결합강도 측정을 위한 도재 시편을 먼저 Ducera
®
 dentin power 4g을 전

자저울로 측정후 증류수 1ml를 micropipet으로 계량하고  유리판 위에서 혼합 

후 금속으로 제작한 주형에 넣고 ultrasonic porcelain condencer에서 10분간 응축

한 다음 도재 소성로에서 소성하여 도재 시편을 제작하 다. 제작된 도재 시

편을 clear 으로 포매한 후 도재 시편위로 과잉된 레진을 사포로 제거한 다음 

flask에 1차 매몰하 다. 1차 매몰 후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가로 5mm, 세로 

4mm, 두께 1.5mm로 만든 후 도재 시편위에 위치시키고 고정한다. 고정 후 

Putty와 경석고 및 석고를 이용하여 2차, 3차 매몰을 시행하 다. 왁스 wash 후 

일반의치상용 레진(대조군)과 POSS 첨가된 레진(실험군)을 각각 packing하여 

열중합하 다. 대조군과 실험군 각각 시편을 20개씩 제작하 다. 결합 계면의 

염색 침투 실험을 위한 시편은 전단 결합 강도의 시편 제작 방법과 동일하게 

각각 10개씩 제작하고 여기에 Endura® 레진 치아와 일반의치상용 레진을 열중

합한 시편 10개를 추가하여 제작하 다. 도재 시편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고정시 두께를 최소로 하고 염색 후 육안으로 염색 침투를 관찰이 용이하도록 

의치상용 레진을 연마하 다

나. 전단 결합 강도(shear bond strength) 측정

전단결합강도 측정을 만능역학실험기계(Instron.6022, Instron Corp. Massachusetts, 

USA)를 이용하여 실행하 다. 지지대 위에 위치시키고 cross head를 일정한 속

도1mm/min로 하강시켜 시편이 완전히 파절될 때까지 힘을 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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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Experimental scheme of shear strength(P.;Porcelain,

          I.R.;Instron Rod,C.R.;Clear Resin,A.R.;Acrylic Resin)

다. 파절면의 육안 관찰 실험

전단 결합 강도 실험이 끝난 시편의 파절면이 상태가 각 군간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 지 비교하 다.

라. 염색 침투 실험 

염색 실험은 제작된 시편을 3% Methylene Blue에 1주일간 담구어 두어 염색 

침투를 육안으로 관찰하 다. 정확한 육안 관찰을 위하여 염색액에서 꺼낸 시

편을 증류수에 담궈 씻고 완전히 건조 후 의치상 레진을 연마하여 시편을 절

편하는 작업 없이 염색 침투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Micro Hiscope System 

(HIROX/KH-1000, HIROX Co., LTD, JAPAN)과 소프트웨어인 Image-Pro Plus를 

이용하여 염색침투된 부위를 비교하고 면적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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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통계 프로그램인 SPSS V.10으로 각 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

으며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을 비교하

다. 유의수준은 5%에서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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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성적

1. 전단 결합 강도 (shear bond strength)

POSS 첨가된 레진과 도재간의 전단 결합 강도는 62.45±20.33N이고 일반 의

치상 레진과 도재간의 전단 결합 강도는 3.83±1.91N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다

Table 2. Results of shear strength test 

    Group N Mean S.D S.E

Control group 20 3.8381 1.9138 .4279

Experimental group(POSS) 20 62.4585 20.3394 4.5547

  S.D:Std. Deviation

  S.E:Std.Error Mean

Fig. 2. Result of Shea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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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절면의 육안 관찰

파절면의 육안 관찰시 POSS 첨가된 레진의 경우는 계면 전체의 2/3 - 3/4에

서 파절된 도재가 관찰된 반면 일반 의치상 레진의 파절면에서는 도재가 관찰

되지 않았다.

 
Fig.3. Fracture surface of denture base acrylic resin and porcelain(Fractured 

porcelain was not observed on the detached denture base acrylic resin)

 

Fig.4. Fracture surface of POSS-added denture base acrylic resin and porcelain 

(Fractured porcelain was observed at the fragment 2/3-3/4 on the 

detached surface of denture base acrylic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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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색 침투 실험

일반 의치상 레진과 도재의 계면에는 완전히 메틸렌 블루가 침투되어 분리

되었고 의치용 레진치아와 일반의치상용 레진간의 계면에는 메틸렌 블루의 

침투가 관찰되지않았다. 반면 POSS 첨가된 레진과 도재의 계면에는 평균 

34±12.3% 정도 메틸렌 블루가 침투되었다. 

 
  A.                       B.                        C. 

Fig.5. Result of dye immersion experiment A,Denture base acrylic resin and 

porcelain. B,Resin tooth and denture base acrylic resin. C.POSS-added 

denture base acrylic resin and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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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치과 의사중 일부는 가철성 의치의 인공치를 선택시 마모저항성, 색안정성

과 심미적인 이유로 도재 치아를 선호한다.
27

하지만 의치상 재료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있는 PMMA와 의치상용 

레진은 화학적으로 결합하지않아 금속 유지핀과 canal 또는 well 형태의 언더

컷 같은 기계적인 유지 장치가 필요하다.28 또한 기계적인 유지 장치의 사용

을 위해서는 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유지 장치의 연결

이 불가능하여 도재 치아를 사용할 수 없다. 공간의 부족은 bar attachment, 골 

결절, 부족한 악간 공간, 피개의치의 지대주등에 기인 한다.
29
 기계적 유지 장

치를 사용한 경우 도재 치아의 파절이 빈번히 발생되며 기공 과정중 비용이 

추가되며 비심미적이다. 또한 도재 치아와 의치상용 레진 결합부로 응력이 

집중되어 의치상의 파절이 발생되며 색소 침착 및 그에 따른 악취 및 구강 

위생의 문제가 발생된다.
30

도재 치아와 의치상 레진 결합 계면의 기계적 및 화학적 결합을 높여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967년 Paffenberger
24
는 silane coupling제로 전처리하

고 Semmelman
25
은 bonding agent로 도재 치아에 전처리하여 결합력 향상을 도

모하 다.하지만 기계적 유지장치인 pin과 같이 사용하 을 때 결합력이 증가

됨을 보고하 다. 도재치아에 sandblast로 처리하고 불산으로 산부식 후 전단

결합강도 측정시 결합력이 증가된 보고가 있었다
.30
 Baldwin

26
은 도재 치아와 

의치상 레진간의 결합을 증진 시키기위해 고에너지 연마(high energy abrasion), 

산부식, bonding agent 및 silane 처리후 결합력을 비교하 다. 실험 결과 silane 

전처리나 일반적인 air abrasion은 결합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않았으며 고에너

지 연마, 산부식 그리고 bonding agent를 같이 사용하거나 산부식과 bonding 

agent를 같이 사용할 때 전단 결합 강도의 향상이 관찰되었지만 기공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전의 연구들은 의치상 레진과 도재치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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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장치나 coupling제로 전처리를 하여 결합력을 증가시키려는 시도 다.

본 연구에서는 Si-O 반응기가 많은 POSS가 첨가된 의치상레진과 도재간에 

화학적 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했다. 남
20
등에 의하면 POSS는 혼합 

구성에서 anchoring part 역할을 하며 특이한 cage 구조가 외부 응력을 흡수하

는 역할을 한다고 하 으며 POSS는 stryl, acrylics, polymide, LC polymer 같은 

다양한 단량체와 hybrid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31 
또한 POSS의 Si-O 반응기 

때문에 도재의 OH기와 화학적 반응이 기대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 연

구에서는 도재에 대한 POSS가 첨가된 아크릴릭 레진과 일반의치상용 레진의 

전단 결합 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하 다. 전단 결합 강도 검사 후 

파절면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관찰하 다.

또한 일반의치상용 레진과 도재, POSS첨가된 레진과 도재 그리고 일반의치

상용 레진과 의치용 레진 치아의 결합 계면의 물리화학적 결합 정도 및 계면

에서 미세누출을 비교하기위해 염색 침투 실험을 시행하 다. 염색 후 시편

의 절편 방향에 따른 실험 오차를 줄이기위해 의치상레진을 연마하여 절편 

없이 육안 관찰이 가능하게 하 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전단 결합 강도의 측정에서 POSS첨가된 레진과 도

재간의 전단 결합 강도는 62.45±20.33N이고 일반의치상용 레진과 도재와의 

전단결합강도는 3.83±1.91N으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 는데 이는 팽창성 단

량체인 POSS의 Si-O기와 도재의 OH기 간에 siloxane 반응이 결합력을 향상시

킨 결과라고 추정된다.

파절면의 육안 관찰 결과 POSS첨가된 의치상레진의 경우는 계면 전체의 

2/3 - 3/4에서 파절된 도재가 관찰된 반면 일반의치상용 레진의 파절면에서는 

도재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POSS첨가된 레진과 도재간 계면에서는 도재의 

cohesive failure가 발생했고 일반의치상용 레진과 도재의 경우는 adhesive 

failure가 발생했다. 이 경우 만능역학실험기계인 Instron의 rod를 포매된 도재

에 두지않고 의치상 레진에 위치시켜 rod의 충격에 의한 도재의 파절을 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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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지하 다. 결국 POSS첨가된 의치상용 레진과 도재의 계면간의 결합강도

가 도재의 내부 결합강도 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염색침투실험의 결과 일반의치상용 레진과 도재간에는 메틸렌 블루가 완전

히 침투되어 계면 100%가 염색되었고 도재와 일반의치상용 레진 시편이 분

리되었다. 이것은 유기질인 의치상레진과 무기질인 도재간에는 화학적 결합

은 없고 물리적 결합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의치상레진과 의치용 레진

치아간에는 메틸렌 블루의 침투가 없었다. Yutaka32의하면 의치상레진의 

polymer가 의치용 레진치아의 그물구조의 polymer사이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하

여 interwoven polymer를 형성한다고 한다. 일반의치상 레진과 의치용 레진치

아간에 물리화학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염색침투가 없다고 추정된다. POSS

첨가된 의치상레진과 도재간에는 전체 계면의 34±12.3%의 메틸렌 블루의 침

투가 관찰되며 결합계면의 가장자리로부터 일정하게 염색침투가 일어났다. 

Spratley33와 Barry34는 열중합형 의치상레진을 이용한 의치의 제작중 인공치와 

의치상레진의 결합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왁스의 불완전한 제거, 인

공치에 분리제가 접촉 그리고 packing stage때 아크릴릭레진의 monomer의 부

족등을 제시하 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실험오차를 줄이기위해 왁스의 제

거시 깨끗한 물을 끓여 사용하 고 열중합 과정중 레진분리제를 사용하지않

았다.도재위에 의치상레진을 얇게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monomer가 부족하여 

결합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의치상레진시편의 가장자리에서 

이러한 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열중합 후 주형을 

벗어나 얇게 남아있는 의치상레진을 제거하고 염색침투실험을 시행하 다. 

또한 의치상레진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열중합 후 deflasking과정 중 의치상레

진시편을 분리시키는 힘이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의치상레진의 두께는 1.5mm

로 유지하 다.

열중합후 전단결합강도 측정과 염색침투실험시 thermal cycling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임상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온도 변화 및 시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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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른 thermal cycling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POSS첨가된 의치상용 레진과 도재간에 화학적 결합

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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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OSS첨가한 Paladent
®
 20과 일반의치상용 레진 Paladent

®
 20에 

각각 Ducera
®
 dentin power를 이용한 도재 시편을 열중합하여 전단결합강도 측

정 및 파절면의 육안 관찰을 시행하고 POSS 첨가한 Paladent
®
 20과 도재, 일반

의치상용 레진 Paladent® 20과 도재 그리고 일반의치상용 레진과 Endura® 레진

치를 각각 열중합한 후 각 계면을 메틸렌블루 3%로 염색 침투 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OSS 첨가된 레진과 도재간의 전단 결합 강도는 62.45±20.33 N이고 일반 

의치상레진과 도재간의 전단 결합 강도는 3.83±1.91 N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다.

2. 파절면의 육안 관찰시 POSS 첨가된 레진의 경우 계면 전체의 2/3 - 3/4에

서 파절 도재가 관찰된 반면 일반 의치상 레진의 파절면에서는 도재가 관

찰되지 않았다.

3. 일반의치상 레진과 도재사이에는 계면 전체에 염색침투가 일어났으며 일

반의치상 레진과 의치용 레진치아 사이에는 염색침투가 일어나지 않았고 

POSS 첨가된 레진과 도재사이에는 계면 전체 면적의 34±12.3%에 해당하

는 염색침투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POSS첨가가 의치상 레진과 도재 치아간에 화학적 결합

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나 명확히 증명되려면 좀 더 자세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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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Vinyloligosilsesquioxane addition to denture base 

acrylic resin on the bond strength between denture base acrylic 

resin and porcelain

WEON GI ROH, D.D.S.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HOO HAN, D.D.S.,M.S.D,Ph.D)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hear strength of each experimental 

specimen after the heat-polymerization of the POSS-added acrylic denture base resin and 

the  denture base acrylic resin on the porcelain and to investigate the dye penestration of 

experimental specimens. Each of the experimental specimens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porcelain and poss-added denture base acrylic resin, porcelain and denture base acrylic 

resin, and denture resin teeth and  denture base acrylic resin. By the shear strength and dye 

immersion experiment of bonding surfaces of each of the specimens, we had to prove how 

the POSS-added to denture base acrylic resin affects the bonding strength between acrylic 

resin and porcelain. 

For the purpose of shear strength measurement, Paladent20 and poss-added Paladent20 

were used for the acrylic denture base resin, Ducera20 dentin powder was used for the 

porcelain specimen. One of the porcelain specimens of manufactured porcelain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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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with resin was heat-polymerized with acrylic denture base resin. Another 

embedded specimen was also heat-polymerized with poss-added resin. In the same way, 

two pieces of specimens were established and we measured the shear strength on the 

instron that is a universal testing machine. 

To achieve the result of the dye immersion experiment, we used Paladent20 and 

poss-added for acrylic resin, porcelain for Ducera dentin powder, and Enduraresin teeth 

for denture teeth. The dye used was 3% of Methylene Blue Solution. Ten experimental 

specimens were manufactured in each of the groups by the heat-polymerization of 

porcelain and poss-added denture base acrylic resin. After soaking the specimens in 3% 

Methelyne Blue Solution for a week, representative macrographs and image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laborato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hear strength 

measurement, (2) Representative macrographs of detached surfaces, and (3) Dye 

immersion experiment. 

(1) Shear Strength Measurement

The shear strength between poss-added resin and porcelain was 62.4520.33N, and it 

is observably different from 3.831.91N, which is shear strength between acrylic denture 

base resin and porcelain. 

(2) Representative Macrographs of Detached Surfaces

In the case of poss-added resin, porcelain was observed at the fragment 2/3-3/4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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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ing surface. On the contrary, porcelain was not established on the detached surface 

of  denture base acrylic resin. 

(3) Dye Immersion Experiment

Dye  occurred in the bonding surface between denture base acrylic resin and 

porcelain, but it was not observed between denture base acrylic resin and denture resin 

teeth. The dye penestration applied was about 3412.3% of the bonding surface between 

poss-added resin and porcelain. Consequently, it appears that the chemical cohesion 

will be achieved between porcelain teeth and poss-added acrylic denture base resin.

Key words : Vinyloligosilsesquioxane(POSS), Acrylic Resin, Acrylic Denture Base, 

Porcelain, Denture Resin Teeth, Shear Strength, Dye Immers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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