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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탄성 모형재의 특성에 따른 레진 인레이의 변연적합도

   진료실에서 빠른 시간 안에 콤포짓 레진 인레이를 제작하기 위한 방

법의 하나로 탄성 모형재가 개발되었고, 탄성 모형재는 석고 모형재에 비

하여 빨리 경화되며 모형재로부터 수복물이 쉽게 분리되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탄성 모형재의 특성과 레진 인레이의 변연적합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탄성 모형재로 Quick 

Die(Bisco Inc., Schaumburg, Illinois, USA) 와 Die 

Flex(Danvillematerials, San Ramon, USA), 대조군으로 4형 석고인 

Crystal Rock(Maruishi plaster Co., Ltd., Osaka, Japan)의 미세부위재현

성, 크기안정성, 파절강도 및 탄성계수, Shore A 경도를 측정하 고, 단

순화시킨 2급 와동을 복제한 탄성 다이에서 만든 레진 인레이의 변연적

합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든 시편에서 Quick Die와 Die Flex는 20 ㎛의 미세선을 재현할 

수 있었지만, 4형 석고는 50 ㎛이상의 미세선 만을 재현할 수 있었다.

   2. 크기안정성은 Crystal Rock은 0.2 %의 팽창을 보 으나, Die Flex

와 Quick Die는 경화에 따라 각각 0.03%와 0.14%의 수축을 보 고, 

Quick Die와 Die Flex간에는 유의차가 없었으며(p>0.05), Crystal Rock과 

Quick Die, Crystal Rock과 Die Flex간에는 유의차가 있었다(p<0.05).

   3. Shore A 경도와 탄성계수, 파절강도는 Die Flex가 Quick Die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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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 있게 컸다(p<0.05).

   4. 변연적합도는 인접면 와동의 치은측 변연에서만 유의차가 인정되었

고, 세 군 중 Quick Die가 가장 큰 틈을 보 다(p<0.05). 나머지 계측점

에서는 각각의 군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었다(p>0.05). 

   이상의 결과로 2급 와동의 형태를 갖는 간접 레진 인레이의 제작에 

있어서 사용한 탄성 모형재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콤포짓 레진 인레이의 

변연적합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탄성 모형재, 레진 인레이, 변연적합도, 물리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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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 모형재의 특성에 따른 레진 인레이의 변연적합도

                 〈지도교수 : 김  광  만〉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종 석

                                  

                     I.  서 론

   직접 구강 내에서  콤포짓 레진을 중합시킬 때에는 자가중합형이나 

광중합형 모두 삭제한 치아의 와동 안에서 중합에 따르는 수축이 생긴다. 

이러한 중합수축은 상아질 접착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복물과 치질 내에 

잔류응력을 남겨둘 수 있고 그 결과 접착의 실패와 미세누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료 후 지각과민과 이차우식증이 생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중합수축을 제어하기 위하여 레진 인레이 술식이 제안되어 왔

고, 레진 인레이를 만들 때에도 콤포짓 레진의 중합수축이 일어나지만 이

는 다이에서 일어나며 그 결과 생기는 와동과 수복물 사이의 틈은 치아

에 합착할 때에 사용되는 합착용 콤포짓 레진으로 보상된다. 합착용 콤포

짓 레진에서도 중합수축이 생기지만 그 수축량은 직접법에 의해 충전되

는 콤포짓 레진의 수축량보다 아주 작아서 직접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충전물 변연의 접착실패를 줄일 

수 있고, 변연적합성이 좋아져서 미세누출도 줄일 수 있다(Llena 등, 199

3; Cassin과 Pearson 등, 1992).  레진 인레이를 만들 때에는 표층 뿐 아

니라 모든 면에서 광중합과 열중합, 그리고 중합 전의 가압을 통해 단량

체의 변환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Park, 1996) 교합력이 전치부에 비해 직



- 2 -

접적으로 크게 가해지는 구치부에서 수복물의 물리적 성질이 보다 향상

되고 마모저항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철성 다이 상에

서 제작하여 정 한 인접면 접촉부와 이상적인 인접면 풍융도를 가진 수

복물을 만들 수 있고, 이상적인 해부학적 교합면 형태를 재현해 줄 수도 

있다.

   Gladys 등(1995)은 레진 인레이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합착용 시멘트의 마모에 의해 변연부의 결손이 뚜렷해지

며, 따라서 합착용 시멘트가 가급적 적게 노출되어야 한다고 하 다. 

Lutz 등(1991)은 접착성 레진시멘트에 의해 합착되는 수복물은 최소 200 

㎛이하의 변연부 틈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한 바 있고, O'Neal 등(1993)은 

간접법에 의해 제작된 콤포짓 수복물의 변연부 틈이 100 ㎛이상인 경우

에 합착용 레진의 마모와 변연누출이 크게 증가됨을 보고한 바 있으며, 

따라서 레진에 의해 접착하는 수복물에 있어서는 합착 전에 100 ㎛이하

의 변연부 틈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

   진료실에서 빠른 시간에 레진 인레이를 제작하기 위해 탄성 모형재

(flexible die)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Trushkowsky, 1997), 석고나 에폭

시레진과 비교해 보면 경화시간이 아주 짧아서 기공작업에 필요한 시간

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다이에서 수복물을 쉽게 분리해낼 수 있어 특별

한 기공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탄성 모형재로 축중합형 실리콘 인상재,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 

알지네이트 인상재, 폴리이써 인상재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연구가 있었으며, 이들 재료와 인상재 사이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에서

는 같은 계열인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체와 탄성 모형재간의 친화성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Gerrow와 Price,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개발된 두 종류의 탄성 모형재와 한 종류의 

4형 석고로 만든 2급 와동의 다이 위에서 레진인레이를 제작하고 변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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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들 다이용 재료의 몇몇 물리적 성질과 변연적

합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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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인상재와 모형재는 Table 1과 같다. 레진 인레이의 

제작에 사용된 콤포짓 레진과 레진 인레이를 위한 중합 시스템은 

TESCERA ATL(Bisco Co., USA)을 사용하 다.

Table 1.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Classification  Product name Code Manufacturer                                   Lot No.

Die Materials

 Crystal Rock

 Quick Die

 Die Flex

CR

QD

DF

Maruishi Gypsum Co.,LTD., Osaka, Japan   

Bisco Inc., Schaumburg, Illinois, USA        0200008725

Danvillematerials, San Ramon, USA             204620

Impression 

Materials
 Imprint II               3M ESPE dental product, USA                2GDY2Y2  

Composite resin  TESCERA Dentin       Bisco Inc., Schaumburg, Illinois, USA        0200001362 

Silicone Separator  Silicone Separator      ShinEtsu Co., Korea                     

              

   2.  연구방법

   가. 미세부위재현성 측정

   ISO 규격 6873(1998년)의 미세부위재현성 시험용 ruled test 

block(Fig. 1)을 사용하여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에 대한 대조군 및 

두 실험군의 미세부위재현성을 관찰하 다. 시험용 블록 위에 인상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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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를 올려놓고 몰드의 위 끝까지 dispenser를 이용하여 인상재를 주입

한 뒤 유리판으로 상단을 눌러 인상재가 경화될 때까지 실온에서 7분간 

고정했다. 인상재 몰드와 경화된 인상 복합체를 시험용 블록에서 분리한 

뒤 20 ㎛ , 50 ㎛ , 75 ㎛의 선이 모두 재현되었는지 육안으로 관찰하

다. 채득된 인상의 표면에 각 군의 실험재료를 각기 제조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혼합하여 적용하 다. 4형 석고는 물/분말 비를 0.24(㎖/g)로 하 고 

30초간 혼합한 뒤 진동기상에서 주입하 다. 부가중합형 실리콘인 Quick 

Die와 Die Flex는 인상재와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조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인상체 표면으로부터 30 ㎝ 거리에서 3초동안 실리콘 이형재를 분

무한 뒤 적용하 다. 각 군당 10개씩 총 30개의 시편을 만들었고, 석고계 

모형재는 주입 후 1시간, 탄성 모형재는 주입 후 3분이 지난 다음 인상체

와 분리했으며, 세 가지의 미세선이 수직선과 교차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성 있게 재현되었는지 육안으로 관찰하 다.

                        

25.0 ㎜

50 ㎛

20 ㎛

75 ㎛

               Fig. 1. Schematic diagram of ruled test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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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크기안정성 측정

   미세부위재현성 관찰에서 사용된 실리콘 인상재 표면에서 50 ㎛ 선의 

양 끝단 길이를 계측용 현미경(Measurescope MM-11, Nikon)으로 측정

하 다(L1). 이 측정값을 최초 길이로 생각하고 각 실험군의 재료가 경화

된 뒤 각 시편에서 얻어진 측정값을 경화 후의 길이로 하 다(L2). 크기

안정성은 아래 공식에 의해 계산했다. 

         경화팽창 또는 수축량(%) = 
L2-L1
L1  × 100

                      

                         L1 : 인상재 상의 50 ㎛ 선의 길이

                          L2 : 실험군과 대조군의 50 ㎛ 선의 길이

   다. 탄성 모형재의 파절강도 및 탄성계수 측정

   실리콘 몰드에 Quick Die와 Die Flex를 주입하여 각각 직경 3 ㎜ 인 

곤봉모양의 시편을 10개씩 만들어서 만능시험기 상에서 cross head 

speed 3 ㎜/min의 인장력을 가해 파절강도를 측정하고 응력-변형률 곡선

의 기울기로부터 탄성계수를 구했다. 

   라. Shore A 경도 측정

   Shore A durometer(306L, Pacific transducer Co., U.S.A.)로 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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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가진 10개의 시편의 경도를 시편 당 5회씩 측정하 다.

 

   마. 변연적합도 측정

   (1) 금속 마스터 다이의 제작

   구치부의 형태를 단순화시킨 금속 다이를 스테인리스강을 재료로 하

여 선반작업을 통해 제작하고 다이아몬드 포인트(TF-43과 TR-13EF, 

Mani Inc.)와 flat ended 카바이드 버로 와동분류 2급의 형태를 갖는 레

진 인레이 와동을 형성하 다. 와동의 내면을 실리콘 포인트로 연마하

으며, 내면의 선각은 둥 게 처리했다. 교합면측으로 개방된 형태의 와동

경사각을 갖도록 했고 와연각은 70o 가 되도록 마무리 했다. 금속 마스터 

다이의 와동 외측에 임의로 네 곳의 계측점을 정하여 홈을 만들었다(Fig.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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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Dimensions of standard Class II cavity(in ㎜).

             

                 (occlusal)              (mes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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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measuring points for    

                   marginal ga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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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 트레이의 제작

   금속 마스터 다이를 정 하게 인상하기 위해 Co-Cr계 합금으로 개인

트레이를 제작했다. 금속 마스터 다이와 개인트레이 사이에 2 ㎜의 균일

한 인상재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 다. 낮은 점주도의 고무인상재를 유지

하기 위하여 개인트레이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었고 금속 다이의 기저부

에 홈을 만들어서 개인트레이가 항상 같은 위치로 금속 마스터 다이를 

덮을 수 있도록 하 다. 

   (3) 다이의 제작

   인상재와 개인트레이를 이용하여 금속 다이의 인상을 채득하 다. 인

상재가 경화된 후 금속 다이로부터 인상체를 분리하고 인상면에 기포 및 

결손이 없는 것만을 택하여 모형재를 주입했다. 석고 모형재는 정해진 혼

수비에 따라 혼합하여 진동기 상에서 주입하 고, 탄성 모형재는 인상체

로부터 잘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 인상 표면에 실리콘 이형재를 분사한 

후 dispenser를 이용하여 인상체의 가장 깊은 곳부터 주입하 다. 경화시

간이 지난 뒤 다이를 인상체로부터 분리했고, 와동 및 변연부의 기포나 

결손부가 없는 것만을 골라서 각 군당 10개씩의 다이를 제작하 다.

   (4) 레진 인레이의 제작

   TESCERA ATL 시스템(Bisco, USA)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시사항

에 따라 각 군당 10개씩 총 30개의 레진 인레이를 제작하 다. 석고 다이

의 표면엔 TESCERA 전용 분리재를 바른 뒤 콤포짓 레진을 충전하 고, 

나머지 실험군에서는 바로 콤포짓 레진을 충전하 다.  사용된 콤포짓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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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TESCERA 시스템의 Dentin(D4색조) 콤포짓 레진이다. 연구자 한 

사람이 모든 시편을 제작하 고 콤포짓 레진을 준비된 와동에 각각 한번

에 채웠다. 준비된 다이와 레진 인레이 복합체를 광중합실에서 4분간 중

합시킨 후 열중합실에서 15분간 추가적으로 중합시켰다. 열중합실에서는 

oxygen scavenger를 넣은 물 속에서 최종중합이 일어나도록 하 다. 중

합이 완료된 후 각각의 다이상에서 기공용 스톤과 실리콘 포인트를 사용

하여 육안으로 보아 최대한 적합하도록 수복물의 변연을 마무리하 다. 

완성된 레진 인레이들을 다이에서 분리한 후 초음파세척기에서 5분간 세

척하 다. 레진 인레이의 합착면은 마무리 및 연마를 하지 않았다. 

   (5) 변연적합도 측정

   정하중시험기를 이용하여 2 ㎏의 균일한 하중을 다이의 장축방향으로 

가하여 각각의 레진인레이를 금속 마스터 다이의 와동에 위치시키고 각

각의 계측점(Fig. 3)에서의 변연적합도를 계측용 현미경(Measurescope 

MM -11, Nikon, Japan)하에서 측정하 다. 연구자는 시편이 어느 실험

군에 속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측하 다.

   바. 통계처리

   SAS 시스템을 이용하여 두 군간의 비교를 위해 T-test를 하 고, 

1-way ANOVA로 세 군간의 유의차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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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연구 결과

   1.   미세부위재현성

   CR은 10개의 시편 모두에서 50 ㎛와 75 ㎛의 미세선이 재현

되었으나 20 ㎛의 미세선은 재현되지 않았다. QD와 DF는 모든 

시편에서 20 ㎛의 미세선이 연속성을 가지고 재현되었다(Table 

2). 

   2.   크기안정성

   CR은 0.20(±0.08)%의 경화팽창을 나타냈고, QD와 DF는 각각 

0.14(±0.10)%, 0.03(±0.11)%의 경화 수축을 나타냈는데, QD와 DF

간에는 유의차가 없었고(p>0.05), CR과 QD, CR과 DF간에는 유

의차가 있었다(p<0.05)(Table 2). 

     Table 2. Surface detail reproduction and dimensional change

 : vertical line indicates no statistical difference (p>0.05)

    Detail reproduction         Dimensional Change

      20 ㎛      50 ㎛                  (%)

  QD

  DF

  CR

     10/10      10/10

     10/10      10/10

      0/10       0/10

     -0.14 (±0.10)

     -0.03 (±0.11)

      0.20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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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hore A 경도

   Shore A 경도측정값은 각각 QD가 85(±1.6), DF가 87(±5.4)로 

DF가 더 큰 값을 나타냈다(p<0.05)(Table 3).

   4.   탄성 계수

   탄성계수는 QD와 DF가 각각 5.82(±0.56) ㎫, 7.38(±1.21) ㎫로 

DF가 더 컸다(p<0.05)(Table 3).

   5.   파절 강도

   파절강도는 QD와 DF가 각각 3.68(±0.74) ㎫과 4.96(±0.94) ㎫

로 DF가 더 컸다(p<0.05)(Table 3). 

Table 3. Shore A hardness, elastic modulus, and ultimate      

          fracture strength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QD (p<0.05)

Shore A Hardness    Elastic Modulus    Ultimate Fracture Strength 

                                 (㎫)

  QD

  DF

  85 (±1.6)       5.82 (±0.56)      3.68 (±0.74)

  87 (±5.4)*      7.38 (±1.21)*     4.96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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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변연적합도

   계측점 A에서는 QD와 CR 사이에 유의차가 있었지만(p<0.05) 

QD와 DF간에는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었으며, DF와 CR 사이에

도 유의차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 계측점 B, C, D에서는 세 

군 모두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Table 4. Marginal gap (unit : ㎛)

: Vertical line indicates no statistical difference (p>0.05)

              

                  Measuring Points

     A             B             C             D

   QD

   DF

   CR

  106(±52)       67(±12)       40(±25)      76(±42)

   83(±19)       65(±13)       55(±26)      36(±33)

   58(±31)       54(±20)       53(±23)      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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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총괄 및 고찰

   구치부 교합면에 콤포짓 레진을 직접 충전하는 방법은 충전물의 과도

한 마모, 인접면 접촉부 형태의 불완전, 중합수축과 미세누출에 의한 술

후 지각과민성 등의 문제점들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간접법에 의한 레진 인레이 술식이 제안되어 왔다. Liberman 

등(1997)은 직접 와동에 충전하는 방법에 비해 레진 인레이로 수복하면 

더욱 우수한 변연봉쇄능력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레진 인레

이 술식에서는 충전물의 중합수축이 구강 외에서 이루어지며 중합 전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콤포짓 레진 내부의 기포가 감소되고 가열을 통해 

단량체의 변환율이 높아져서 물리적인 성질도 향상된다. 따라서 간접법에 

의한 콤포짓 레진 인레이 술식은 특히 구치부에서 직접법에 의한 콤포짓 

레진 충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편적인 치료방법이 되어

가고 있다(Donly 등, 1999 ; Thordrup 등, 2001).

   한편 간접법에 의하여 제작된 레진 인레이와 와동 사이의 틈은 합착

용 콤포짓 레진 시멘트로 채워지게 되는데, Torii 등(1999)은 변연부 틈의 

크기와 합착용 콤포짓 레진의 마모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시멘트

의 마모와 틈의 크기 사이에 정비례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합착용 

콤포짓 레진의 마모는 변연부의 변색과 미세누출의 원인이 되며 지각과

민과 치수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합착용 콤포짓 레진의 발전에

도 불구하고 수복물-치아 사이의 틈이 적을수록 장기적으로 우수한 임상

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O'Neal 등, 1993; Kawai 등, 1994). 

   기공과정을 단순화하여 진료실에서 쉽게 레진 수복물을 제작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석고에 비해 경화시간을 크게 단축시킨 탄성 모형재들이 

개발되었으며, 그로 인해 환자가 내원한 날 바로 수복물을 합착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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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Trushkowsky, 1997). 이러한 탄성 다이들은 석고 모형재와

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제작된 

수복물의 변연적합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상재와 탄성모형재는 모두 부가중합형 실리콘 

계열이므로 인상채득 후 인상재 표면에 실리콘 이형재를 분무한 뒤 모형

재를 주입하 다. 하지만, 이형재의 분무 양태에 따라 균일하지 못한 결

과가 발생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다이와 인상재가 분리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모형재와 인상재가 분리되지 않은 시편은 버리고 다시 

인상을 채득한 후 다이를 재제작했다. 이형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미세부

위재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Gerrow와 Price, 1998), 

본 연구에서는 고르게 이형재가 분무되면 20 ㎛의 미세선을 온전히 재현

할 수 있었다. 즉, 탄성 모형재인 DF와 QD는 4형 석고보다 우수한 미세

부위재현성을 나타냈다. 

   Peutfeldt와 Asumussen(1990), Reid 등(1993)은 레진 인레이를 삭제된 

지대치에 잘 적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착면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

으며, 그 이유로는 형성된 와동의 기하학적 형태와 콤포짓 레진의 중합수

축을 들 수 있다고 하 다. 한편 모형재의 경화에 따른 크기안정성은 콤

포짓 레진의 중합수축과 더불어 수복물의 적합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탄성 모형재와 석고의 경화에 

따른 크기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크기안정성은 4형 석고인 CR은 

0.2% 팽창했으며, DF와 QD는 각각0.03% 와 0.14%의 수축을 보 다. 2

급의 MO 와동만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 고, 계측점 A에서만 실험군들 

사이에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A 점은 인접면 와동의 치은측 변연으로, 

크기안정성이 -0.14(±0.10)%로 가장 큰 수축량을 보이는 Quick Die를 모

형재로 사용했을 때가 가장 큰 변연부 틈을 보 다(p<0.05). 이에 비해 

Crystal Rock의 실험군에서는 가장 작은 변연부 틈을 나타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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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이는 모형재가 수축되는 성향이 적을수록 콤포짓 레진 인레이

의 변연부 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석고 모형재는 경화시 팽창

하므로 원래 와동의 길이보다 길어진 다이가 만들어지며, 길어진 다이에

서 제작된 콤포짓 레진의 수축으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틈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레진인레이의 적합성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서 와동 내벽의 경사도를 들 수 있다. Reid 등(1993)은 완성된 레진 인레

이가 와동에 과도한 수정 없이 적합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와벽이 최소

한 10도의 경사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 다. 레진 인레이와 더불어 구치부

를 심미적으로 수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세라믹 인

레이에 대한 연구에서도 와벽의 경사도가 10도에서 20도 사이일 때에 가

장 우수한 변연적합도를 얻을 수 있으며, 30도 이상의 경사도를 가질 때

에는 상대적인 치질 삭제량이 많아지며 변연부 도재의 두께가 얇아져서 

파절될 수 있다고 하 다(Hayashi 등,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

화된 2급 와동의 금속 마스터 다이를 형성할 때 와벽이 약 20도의 경사

도를 갖도록 하 다. 또한 와동의 표면 거칠기가 적합성에 줄 수 있는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와동의 내면을 초미세 거칠기의 다이아몬드 포인

트와 실리콘 포인트를 이용하여 연마했다. 

   Moulding 등(1994)의 연구에 의하면 다이의 탄성계수가 낮을수록 콤

포짓을 충전할 때에 가해지는 응축력이 다이의 형태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하 다. 다이 형태의 왜곡은 수복물 형태의 왜곡을 일으켜서 최종

적으로 적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F가 QD에 비하여 

높은 탄성계수를 나타냈다(p<0.05). 계측점 A에서의 변연적합도 측정결

과 DF가 QD보다 좁은 틈을 보 는데(p<0.05), 이로부터 탄성계수가 높

을수록 양호한 변연 적합도를 얻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시편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탄성 모형재로 제작된 다이에 콤포짓 레진을 충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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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석고 다이에 비해 충전시 안정감이 다소 떨어졌으며, 특히 콤포짓 레

진의 점성에 의해 이러한 경향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다. 탄성계수와 

변연적합도와의 관계에 대한 Price와 Gerrow(2000)의 연구에서도 비교적 

stiff한 Impregum F로 제작된 다이가 우수한 변연적합성을 보 다. 

   Shore A durometer를 이용한 경도측정 결과는 DF가 QD에 비해 높

은 측정값을 보 다(p<0.05). 탄성 다이는 기존의 다이와 달리 높은 탄성

값을 가지므로 Knoop나 Vickers경도와 같은 정적 하중을 가한 후 만들

어진 압흔의 단면적으로 경도값을 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료의 표면에 

일정한 하중을 가한 후 반발하는 정도로부터 경도를 측정하는 Shore A 

경도측정법을 이용했다. 경도 측정의 단위 및 방법의 차이로 석고 모형재

와 탄성 모형재의 경도를 비교할 수는 없었다. 모형재의 표면경도가 높을

수록 수복물을 제작할 때에 다이의 표면이 덜 손상된다. 레진 인레이의 

변연부를 마무리하고 연마할 때에 탄성 다이는 쉽게 변연부가 손상되었

으며, 따라서 변연부를 조정할 때에 석고 모형재에 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레진인레이를 제작할 때에 사용되는 모형재의 색조와 관련된 몇몇 연

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Hinoura 등(1993)은 밝은 색조의 다이가 사용될 

때 콤포짓 레진의 물리적 성질이 향상됨을 밝힌 바 있으며, 따라서 다이

의 색조 또한 레진인레이의 중합성질에 향을 줄 수 있다고 하 다. 즉, 

다이의 빛투과도가 높으면 다이를 통과한 빛이 레진 인레이의 심부로 도

달하여 단량체 변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

용된 TESCERA Dentin 콤포짓 레진은 주로 열중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이재료의 빛투과도에 의한 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

각한다. 또한 콤포짓 레진을 다이에 충전하여 변연부를 다듬을 때에 모형

재의 색조와 콤포짓 레진의 색조가 비슷한 경우에는 콤포짓 레진의 와동 

변연부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좀 더 까다로왔다. CR과 QD는 콤포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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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과의 색 대조도가 커서 다이에서 충전물의 변연을 맞추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DF는 레진의 색조와 비슷하여 비록 70
o
 와연각을 가

진 다이 상에서도 다른 모형재에 비하여 레진을 충전할 때에 변연부의 

마무리가 어려웠다. 이러한 경향은 변연부 형태가 bevel을 가진 경우에는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Price와 Gerrow 등(2000)의 레진 인레이의 변연적합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부가중합형 실리콘계의 인상재와 동일한 계열인 부가중합형 실리

콘을 사용하여 모형을 제작하 을 때 레진 인레이의 변연적합도는 그 평

균이 100 ㎛(Extrude wash로 인상채득후 Extrude medium으로 모형제작 

시 123 ㎛, Extrude wash로 인상채득 후 Extrude Extra로 모형제작시 

255 ㎛)를 넘었다. 그들은 인상재 자체를 모형재로서 평가하 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부가중합형 실리콘 계열 모형재인 QD와 DF는 경화시간

을 2분으로 단축시켜서 모형재의 용도로 개발된 재료이다. 4형 석고 모형

에서 제작된 레진 인레이와 비교해 보면 계측점 A를 제외하고는 변연적

합도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그 이유로는 Price

와 Gerrow 등(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중등도 이상의 점도를 가진 인상

재보다 QD와 DF가 높은 흐름성을 가지며 미세부위재현성이 우수하고 

좀 더 stiff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복물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임상적인 지표는 수복물 변연

부에서의 틈을 측정하는 것이다(Hayashi 등, 2000). 실제 임상에 있어서 

레진 인레이를 합착할 때에 수복물의 실패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부위

는 와동 인접면의 치은측 변연이라고 할 수 있다. 치은측 변연은 합착에 

앞서 수복물의 적합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부위이며, 합착 후 고

도의 연마가 어렵고 구강위생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본 연구에

서는 수복물 교합면 상에 마스터 다이의 장축을 따라 2㎏의 정하중을 가

했으므로 계측점 A 가 변연적합도의 측정에서 가장 의미를 갖는 계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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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계측점 A에서만 유의성 있는 차이가 관찰되었다.

   향후 더욱 복잡한 형태의 와동(MOD)과 완전 레진 전장관을 위한 다

이에서 탄성 모형재가 콤포짓 레진 수복물의 변연적합성에 어떤 형태의 

향을 주는 지에 대하여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석고와 유사한 크기안정성을 가지면서 좀 더 높은 파절강도와 경도를 갖

는 탄성 모형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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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결론

   간접법에 의한 콤포짓 레진 수복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최근에 개발된 부가중합형 실리콘 모형재의 물리적 특성과 제작된 

레진인레이의 변연적합도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든 시편에서 Quick Die와 Die Flex는 20 ㎛의 미세선을 재현할 수 

있었지만, Crystal Rock은 50 ㎛ 이상의 미세선 만을 재현할 수 있었다.

2. CR은 0.20(±0.08)%의 경화팽창을 나타냈고, QD와 DF는 각각 

0.14(±0.10)%, 0.03(±0.11)%의 경화 수축을 나타냈는데, QD와 DF간에는 

유의차가 없었고(p>0.05), CR과 QD, CR과 DF간에는 유의차가 있었다

(p<0.05)(Table 2). 

3. Shore A 경도와 탄성계수, 파절강도는 Quick Die보다 Die Flex가 유

의성 있게 컸다(p<0.05).

4. 변연적합도는 계측점 A에서만 유의차가 인정되었고, 세 군 중 Quick 

Die가 가장 큰 틈을 보 다(p<0.05).  계측점 B, C, D 에서는 각각의 군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었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보아 2급와동의 간접레진인레이 제작에 있어서 사용한 

탄성모형재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콤포짓 레진 인레이의 변연적합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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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ginal adaptability of Class II resin inlay according to 

physical properties of flexible die materials

                       Jong-Suk Lee         

                      Dep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istant Professor Kwang-Mahn Kim, D.D.S., M.S.D.,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several 

physical properties of flexible die materials on marginal fit of resin 

inlays. Ability to reproduce surface detail, dimensional change during 

setting reaction, Shore A hardness, elastic modulus and fracture 

strength were measured. Metal master die of standardized ClassII 

cavity with rounded internal line angle and occlusally diverged axial 

wall was made by stainless steel. Two kinds of flexible die 

materials(Quick Die, Die Flex) for experiment, and one type IV dental 

stone(Crystal Rock) as control were poured into the impressions made 

by poly vinylsiloxane to make 'flexible dies' and stone dies for resin 

inlays. Totally 30 resin inlays were made using TESCERA ATL 

system. And marginal gap was measured at 4 points on metal master 

die by mesuring microscope. T-test and Tukey's Student tes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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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by SAS system to identify statistical significance. Both 

flexible die materials can reproduct 20 ㎛ line on test block. Setting 

expansion of type IV stone was 0.20(±0.08)%, but Quick die and Die 

Flex showed setting contraction of 0.14(±0.10)% and 0.03(±0.11) 

respectively. Shore A hardness, fractur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were all higher in Die Flex than Quick die(p<0.05). Marginal gap of 

resin inlay was significantly greater only at A (gingival) point 

between Quick Die and Crystal Rock. Marginal gaps at other 

measuring poin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Thus we could 

conclude that several physical properties of flexible die materials can 

influence marginal adaptability of indirect resin inlay.

Key words : Flexible die material, Resin inlay, 

             Marginal adaptability, Phys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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