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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복합 레진을 이용한 간접수복에서 기저재가 변연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  
 

 

 간접 수복 레진 인레이는 범위가 큰 와동에서 사용될 수 있는 레진 수복

물로 선호되어 왔지만 직접 레진 수복물처럼 장기간 사용시는 변연 적합

성이 저하되며 여러 방법들이 레진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실험의 목적은 기저재에 따른 2급 MOD 와동의 복합 레진 인레

이(Tescera ATL system)의 변연적합도 변화를 in vitro로 보는 것이다. 

발거된 치아에 AELITEFLO, Dyract AP, Fuji II LC improved 등을 기저재

로 사용하였고 대조군에는 기저재 없이 복합 레진 인레이로만 수복하였다. 

구강저작재현장치(R&B, Korea)로 720000회의 운동횟수, 분당 120의 회

전속도, 5℃와 55℃의 물을 교대로 치아에 6000회 주사하면서 5.0kg의 

하중을 치아에 적용하였고 실험 전후 변연적합도를 전체와 부위별 변연으

로 나누어서 x200 배율의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하였다. 부위별 변연은 

교합부, 법랑질과 상아질의 치경부 변연부, 각 치경부 변연부의 수직 변

연부등 다섯부위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전체 변연적합도에서와 부위별 

변연적합도에서의 저작 전후의 분석은 각각 t-test와 Wilcoxon test로 하

였고, 재료별 차이와 부위별 차이는 one-way ANOVA로 측정 후 

Tukey’s 방법으로 다중비교하였고 95%의 신뢰성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모든 군에서 저작 후는 변연적합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상아질 치경부 

변연부에서는 기저재를 사용한 모든 실험군은 사용하지 않은 군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변연적합도를 보여주었으나 다른 부위에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핵심되는 말: 간접 수복 레진, 기저재, 변연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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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치의학 영역에서 심미적인 요구가 증가하면서 복합 레진은 수복재료로써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사용된 복합 레진은 치아와 

유사한 색상을 가지므로 심미적이고 치질에 접착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복물의 유지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한 부가적인 치질 삭제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임상가들이 전치부에서 중요한 

수복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합 레진은 광중합시 약 1-3%의 수축이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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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복에 사용되고 있는 아말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전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부위의 수복이 요구되고 

저작압에 견딜 수 있는 강한 강도가 필요한 구치부 수복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1. 레진으로 수복된 구치부는 자극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교합력 때문에 레진이나 치아의 법랑질이 파절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심미적 욕구가 증대되고 레진 자체의 물리적 성질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레진 제품들이 나오게 되었고, 구치부에서도 레진의 

사용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수복물인 아말감과는 달리 

수은이 없다는 점도 레진 사용량의 증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2.  

 직접 수복 복합 레진의 경우 광중합 시 수축으로 인해 정확한 인접면의 

형성이 아말감 등의 다른 재료보다 어렵고 레진과 치아 사이의 변연 

누출이 형성되기도 한다3. 특히 수복해야 하는 와동의 범위가 커질수록 

레진을 사용한 시술에서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가 임상적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광중합시 수축으로 인한 변연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진에 점진적인 

광중합이 형성되게 하거나4 기저재 또는 이장재를 사용하는 방법등이 

이용되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5.   

 많은 양의 중합 수축이 발생하는 수복 범위가 큰 2급 와동같은 

경우에는 레진 인레이와 치아 사이에 합착용 레진(luting composit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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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이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간접 수복 방식의 수복재인 

레진 인레이가 적응증으로 고려된다6,7. 간접 수복 재료인 레진 인레이는 

또 다른 인레이 재료인 세라믹보다 제작이 간단하고 비용이 덜 드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8.  

 하지만 장기간 구강 내 사용 시 치아와 레진 사이의 변연 누출은 

현재까지는 간접 수복 복합 레진 수복물에서도 피할 수 없는 단점 중 

하나이다9. 

 실제 저작시 구강 내에서의 부하와 온도 차이 등 여러 요인들은 레진과 

치아의 접착력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며 간접 수복물에서는 기저재와 

합착용 레진 그리고 합착용 레진과 인레이간의 접착력의 차이도 수복물과 

치아간의 접착력에 저하를 일으킨다10. 이러한 요인들로 생기는 변연 

누출을 보상하기 위해서 치아에 낮은 탄성계수를 가지는 레진계통의 

기저재를 사용하여 변연 누출 형성을 줄여서 변연 적합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다6. 

 Van Meerbeek 등11은 레진의 하방에 기저재를 형성하여 주는 것은 

중합 수축률이 높은 레진이 적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능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Krejci12등은 레진 계통의 기저재가 

구강 내에서 온도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레진의 잔류 응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완충제(buffer)로서 사용되어 부피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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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연구에서 상아질과 유사한 낮은 탄성계수를 갖는 재료는 중합 

수축과 기능적 스트레스를 높은 탄성계수를 갖는 재료보다 더 잘 

흡수하였다13,14 . 

 직접 수복 레진에서는 Krejci12가 glass ionomer, zinc phospate 그리고 

Ca(OH)2를 기저재로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기저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변연 적합성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Belli15등은 Flowable resin을 

기저재로 사용시 레진과 상아질 사이의 적합성의 향상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Claus16는 직접 환자들에게 기저재로 flowable resin을 사용하고 

직접 복합레진으로 수복 후 2년 간의 관찰 결과 기저재가 없을 때 

보다는 치아와 레진 사이의 더 나은 적합성을 보여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인레이로 수복한 치아의 하중 전후의 변연 적합성은 임상적인 상황에서 

인레이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간접 레진 

수복에서도 베이스의 변연 적합성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행해졌다17,18.  

 Dietschi6는 2급 와동에서 compomer, flowable resin과 복합 레진을 

기저재로 이용하여 레진 인레이를 치아에 수복하고 저작압을 가해주는 

실험을 하였다. 저작압을 가하기 전과 가한 후에는 변연적합도는 

compomer와 flowable resin이 복합 레진을 기저재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레진과 치아 사이의 더 좋은 변연 적합성을 보여준다고 하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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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mer와 flowable resin이 복합 레진보다 탄성계수가 적어 치아에 

주어지는 중합 수축시의 스트레스와 저작압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저재에 관한 많은 연구들12,15,16이 직접 또는 간접 수복 레진에서 

시행되었지만, 기저재를 치아의 변연부로 노출시킨 open sandwich 

방식과  한정적인 수의 기저재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상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6,17.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발거한 자연치에 형성된 2급 MOD 와동의 간접 

수복 복합 레진에 flowable resin composite인 AELITEFLO, 

compomer인 Dyract AP 그리고 resin-modified glass-ionomers인 Fuji 

II LC 등 3가지 재료를 기저재로 사용한 후 구강 저작재현장치로 실제 

구강과 유사한 저작력을 적용하여 각 기저재 재료에 따른 치아와 레진 

인레이의 저작 전후의 변연 적합성에 대한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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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이 실험은 3종의 재료가 기저재로 사용되고(Table 1) 모든 실험군에 

1종의 레진 인레이가 사용되었다. 

 

Table 1. Bas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Materials Item (shade) Manufacturer 

Low Modulus Microhybrid 

composite resin (Flowable resin)

AELITEFLO (A2)

(Lot 

0100004309) 

Bisco.Inc. 

Schaumburg, IL, 

USA 

Polyacid-modified composite 

resin (Compomer) 

Dyract AP (A2)

(Lot 

0003001083) 

Dentsply-Detrey. 

Konstanz. 

Germany 

Resin-modified Glass Ionomer 

cement 

Fuji II LC 

improved (B2) 

(Lot 0107051)

GC corporation.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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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인레이로는 실험의 통일성을 위해서 Bisco사의 Tecera ATL 

시스템(Bisco,Inc. Schaumburg, IL, USA)이 모든 실험군에 

사용되었다(Table 2). 최종 수복물을 치아와 접착시키는 합착용 

레진은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Duo-Link(Bisco, Schaumburg, IL, 

USA)를 사용하였다. 

 

Table 2. Indirect resin material system used in this study - Tecera 

ATL system (Bisco,Inc. Schaumburg, IL, USA) 

 

Materials Item 

Etching Uni-etch with BAC(32% Phosphoric Acid) 

(Lot 0300005060) 

Bonding Agent One-step 

(Lot 0200009355) 

Rewetting Agent Aqua-prep F 

(Lot 0300013710) 

Dentin Resin Tescera dentin (A2) 

(Lot 0200005578) 

Body(enamel) Resin Tescera body(A2) 

(Lot 0200007396) 

Composite Luting Cement  Duo-Link  

(Lot 030000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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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가. 치아 와동 형성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치아에 치아 우식증, 파절 및 충전물이 없는 

발거된 24개의 성인 하악 대구치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아의 다른 

이물질을 제거하고 생리식염수에 보관한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보관된 하악 대구치에 고속 회전 다이아몬드 바를 사용하여 양쪽 

치은 인접 변연이 각각 상아법랑질 경계부(CEJ) 상방 1mm의  

법랑질(enamel)과 1mm 하방의 상아질(dentin)에 존재하는 2급 

(MOD)와동을 형성하였다(Fig.1).  

 

 

 Fig.1. Class II (MOD) cavity shape in this study 



 １０

 

Fig.2. Base material: build-up design(height = 1mm) 

 

나. 기저재와 레진 인레이의 형성 

다음과 같은 기저재 실험군들을 제작하고 기저재의 두께는 균일하게 

치아 와동 상방에 1mm 로 형성 하였다(Fig.2). 총 24 개의 치아가 

기저재의 종류에 따른 아래와 같이 3 가지 실험군과 1 개의 대조군에 

사용되었다(n=6). 

실험군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1) 대조군(control group): 기저재 처리를 하지 않은 군. 

(2) Flowable resin 군: Clearfil SE Bond(Kuraray,Okayama,Japan) 로 

제조사의 지시대로 접착 후 AELITEFLO 로 20 초간 광중합한 군. 

(3) Compomer : Clearfil SE Bond 로 제조사의 지시대로 접착 후 

Dyract AP 로 20 초 간 광중합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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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Glass ionomer base –Dentin conditioner(GC, Tokyo, Japan)로 

산부식후 Fuji II LC improved 를 20 초 간 광중합한 군. 

 

 기저재가 형성된 치아에 Aquasil soft putty(Dentsply-Detrey, Konstanz, 

Germany)와 Aquasil XLV(Dentsply-Detrey, Konstanz, Germany) 

인상재로 석고 모형을 제작 하였다. 

제작된 석고 모형위에 Tescera dentin resin과 Tescera enamel resin을 

사용하여 Tescera ATL curing unit로 제조사의 지시대로 레진 인레이를 

제작한 후 상온에서 물에 24시간 보관하였다. 

 

 

Fig.3. Tescera ATL curing unit(Bisco,Inc. Schaumburg, I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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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tallic fixer with a tooth(R&B, Daejeon, Korea) 

 

레진 인레이 제작 후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치아에 UNI-ETCH with 

BAC로 상아질과 법랑질을 15초 동안 산부식하고 세척과 건조한 후 

접착에 적절한 습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습윤재로 AQUA 

PREP F를 바르고 20초 후 Primer & Adhesive인 One-step을 도포 후  

20초 간 광중합 하였다. 인레이를 합착용 레진 시멘트인 Duo-link를 

사용하여 치아에 접착한 후 여분의 시멘트를 거즈로 제거하고 치아의 

교합면, 협면, 설면, 양쪽 인접면에서 각 40초간 총 3분 20초간 광중합한 

후 24시간 동안 상온에 보관하였다. 

 각 실험 치아를 레진 연마 바로 연마한 후 금속 고정기(R&B, Daejeon, 

Korea) (Fig 4) 에 자가 중합 아크릴릭 레진으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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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연적합도의 측정 

 금속 고정기에 고정된 치아의 저작 전 후 변연적합도를 측정하였다. 

 저작 전의 변연적합도는 x200의 배율의 현미경(Hirox, Tokyo, 

Japan)으로 치아와 레진의 변연부위를 측정하였다(Fig.5).  Image Pro 

Plus (Media Cybernetics, Inc., Silver Spring, MD, USA)을 사용하여 실험 

치아는 전체 변연과  다섯 부위의 변연(Fig 6)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8. 

측정 후 각 부위의 변연 부위에서 인레이 레진이나 합착용 레진의 파절, 

법랑질 파절, 틈과 crack 등의 결함을 제외한 continuous 

margin(Fig.7)의 길이를 측정하고 이를 각 부위의 전체 변연의 길이로 

나눈 후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19. 

 

전체 변연과 부위별 변연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전체 변연적합도(total marginal adaptation) (%) 

=  전체 continuous margin의 길이 x100 

               전체 total margin의 길이  

 

• 부위별 변연적합도(areal marginal adaptation) (%) 

      =  각 부위의 continuous margin의 길이 x100 

              각 부위의 total margin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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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5. Micro hi-scope system(Hirox, Tokyo, Japan) 

 

측정이 끝난 치아는 저작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 저작 운동을 재현하는 

Krejci20의 기계에 기반한 저작재현장치(R&D, Daejeon, Korea)(Fig.8)에 

장착하였다. 저작재현장치는 구강 내 저작 환경을 재현한 장치이며 운동 

횟수, 회전속도, 치아에 가해지는 하중, thermocycle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발거된 상악치로 만든 대합치의 구개교두(palatal cusp)와 장착된 

실험치의 중심와(central fossa)부위가 반복적으로 교합하게 하였다. 

720000회 운동, 분당 120RPM의 회전속도로 100시간 동안 5.0kg의 

하중을 치아에 반복적으로 주었다. 그리고 구강 내의 thermocycle을 

재현하기 위해 60초씩 교대로 5℃와 55℃의 물이 실험치아에 계속적으로 

6000회 분사되었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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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The measuring spots for marginal adaptation. 

O, Occlusal margin. 

PE, Proximal enamel margin of classII cavity, the cervical margin 

of which is in enamel.  

PD, Proximal enamel/dentin margin of classII cavity, the cervical 

margin of which is in dentin.  

CE, Cervical margin in enamel.  

CD, Cervical margin in de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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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Gap and resin fracture on margin between the tooth and the resin. 

 

 

Fig.8. Chewing simulator (R&B, Daejeon, Korea) 

 

 저작 재현 운동이 끝난 후 곧바로 저작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연적합도를 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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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Experimental procedure 

라. 통계 분석 

 전체 변연적합도에서 동일 기저재 재료와 동일 치아 부위에서의 

저작운동 전 후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기저재의 재료별 

차이는 one-way ANOVA로 분석 후 다중 비교 방법으로 Tukey’s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위별 변연적합도에서는 동일 기저재 재료의 저작 운동 전후는 

Wilcoxon test로 분석하였고 동일 부위에서 서로 다른 재료간의 차이와 

동일 재료에서 부위별 차이는 one-way ANOVA로 분석 후 다중 비교 

방법으로는 Tukey’s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통계는 95% 유의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실험 치아의 제작

저작 전 변연적합도의 측정(전체/부위별)

저작재현장치를 사용한 저작 운동 

저작 후 변연적합도의 측정(전체/부위별)

통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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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전체 변연적합도 

 저작 운동 전 모든 실험 군에서 평균 값 90% 이상의 높은 

변연적합도를 가지고 동일 실험군 사이에서 저작 운동 후에 저작 운동 

전보다 유의성있게 변연적합도가 감소하였다(p <0.05). 저작운동 전의 각 

실험군 사이와 저작운동 후의 각 실험군 사이에서는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p > 0.05) (Fig 10). 

 

Fig.10. Marginal adaptations before and after loading in the entire 

margins 

Symbol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ce at p=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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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별 변연적합도. 

저작 운동 전 모든 실험 군은 모든 부위에서 평균 값 90% 이상의 높은 

변연적합도를 보였다.(Fig.11). 

저작 운동 후 상아질 치경부 변연에서는 기저재를 사용한 실험군 모두 

대조군보다 높은 변연적합도를 보여주었다 (p<0.05). 그러나 기저재를 

사용한 실험군 사이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p>0.05) (Fig.12). 

  

 

Fig.11.Marginal adaptations before loading in th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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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Marginal adaptations after loading in the regions. Symbol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ce between materials at p=0.05 level 

 
 

 동일 실험군 내의 각 부위에서는, Fuji II LC군의 법랑질 치경부 

변연부위(CE)를 제외하고는(Fig.16), 저작운동 후 변연적합도가 저작운동 

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p<0.05)(Fig.13 부터 Fig.16). 

 동일 실험군 내 각 부위 사이의 변연적합도의 비교시 대조군에선는 

저작운동 후 상아질 치경부 변연부위(CD)가 상아질 수직 

변연부위(PD)보다 유의성있게 변연적합도가 낮았지만(Fig.13) 그 외에는 

저작 운동 전과 후 같은 실험군 내에서 모두 부위별로는 유의성 있는 

변연적합도의 차이는 없었다(p>0.05)(Fig.13 부터 Fi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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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 Marginal adaptations of Control before and after loading in the 

regions.  Symbol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ce at p=0.05 level. 

 

 

 

Fig.14. Marginal adaptations of AELITEFLO before and after loading in 

the regions. Symbol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ce at p=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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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Marginal adaptations of Dyract AP before and after loading in 

the regions. Symbol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ce at p=0.05 level. 

 

Fig.16. Marginal adaptations of Fuji II LC before and after loading in the 

regions. Symbol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ce at p=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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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스트레스를 가한 후 치아와 레진 사이에 변연적합도는 임상적으로 레진의 

구강내에서의 survival rate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어 

지금까지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3,5,6,8,12,14,19.22. 

레진과 치아 사이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연구 방법으로는 레진과 치아의 

표면을 SEM으로 측정하거나19, 치아를 절단하여 내부의 적합도를 

SEM으로 측정하거나14 본 실험에서와 같이 치아 외부에서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하는 방법14 등이 사용되어져 왔지만 현재까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변연적합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으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외부에서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하여 변연적합도를 구하는 방법14은 

수복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수복 전 후의 치아와 레진 사이의 

변연적합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구강 내 환경을 재현하여 저작압을 가해주는데 있어서는  저작력과 저작 

속도 이외에도 온도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온도 변환 치아와 

레진의 팽창과 수축을 일으켜서 내부에 잔류응력이 발생되어 치아와 레진 

사이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저작력과 저작속도 뿐 

아니라 온도 변화까지 제어할 수 있는 저작재현장치가 사용되었다20. 본 

실험에서의 측정치는 3년 정도의 일반적인 치아 내 환경을 재현한 

것이며 레진의 survival rate를 나타내기에는 유효한 기간이나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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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작용을 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장시간 연속적으로 일정한 

힘만을 준다는 면에서 실제 구강 내 환경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임상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재료의 상대적인 

변연적합도의 비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복합 레진은 광중합 후 수축이 생기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치아와 

레진과의 적합성을 떨어지게 하여 치아의 기능 시 레진 또는 치아의 

파절이나 틈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는 현재까지 근본적인 

복합레진 자체의 특성이다22. 변연적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이러한 레진의 중합 수축률과 레진 자체의 강도, 레진과 치아의 탄성력의 

차이, 레진과 치아와의 접착 상태, 저작압의 크기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기저재로 낮은 탄성계수를 같는 

재료는 중합수축과 기능시 스트레스를 더욱 잘 흡수하기 때문에  

이장재나 기저재로 사용시 직접 수복시 또는 레진 인레이같은 간접 

수복시에도 치아와 레진의 적합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13,14 

이 실험에서 모든 실험군이 저작 재현 전 높은 수치의 continuous 

margin을 가지며 이 것은 합착용 레진의 수축이 제한적이고 이러한 

수축시에는 치아벽의 미세한 변형으로 인해 변연 누출이 어느정도 

보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22.  Krejci19,20나 Van Meerbeek11의 

실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초기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레진 인레이와 

치아와의 접착시 여러 방향에서 광중합을 시행하여 레진의 수축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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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시킨 것도 이러한 높은 초기 변연적합도를 가지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12. 

전체 변연적합도는 저작 운동 후 대조군보다 기저재를 사용한 실험군이 

높은 변연적합도를 보여 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오지는 않았다(Fig.10). 하지만 부위별로 보았을 때에는 저작 운동 후 

상아질 치경부(CD) 변연적합도에서 대조군과 기저재를 사용한 

실험군들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며, 기저재를 사용한 실험군들 

사이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Fig.12). 이것은 상아질 변연부는 

수직적인 길이가 길고 법랑질과의 탄성계수가 차이가 레진과 치아 사이에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저작 

운동 후 변연적합도가 많이 감소하는 대조군에서 이 부위에서 낮은 

변연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Fig.13). 

저작 후 기저재의 탄성계수(Table 3)의 상대적인 크기와 본 실험의 

결과는 직적접인 연관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는 레진과 치아와의 

접착력이나 강도등이 탄성계수 외에도 변연적합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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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astic modulus of dentin and base materials 

 Dentin AELITEFLO

Dyract 

AP 

Fuji II LC  

Modulus of Elasticity(GPa) 18.61 3.62 8.5-9.53 4.1-7.64 

 

1.Krejci I, Lutz F, Krejci D. The influence of different base materials on 

marginal adaptation and wear of conventional Class II composite resin 

restorations. Quintessence International 1988;19:191-198 

2. Technical manual, Bisco, USA 

3. Dentsply hopmage 

4. M.-A.Cattani-Lorente, V.Dupuis, J.Payan, F.Moya, J.-M. Meyer. Efferct of 

water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resin-modified glass ionomer cements. 

Dental materials 1999;15:71-78 

 

Dietschi6는 레진 인레이에서 compomer, flowable resin 기저재와 

컴포지트 레진을 기저제로 사용시 compomer와 flowable resin에서 저작 

후 컴포지트 레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변연적합도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이는 기저재가 치경부 외측까지 연장된 open sandwich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저재의 탄성력이 기저재가 레진 인레이 내측으로 

있어서 치아 외측으로 기저재가 노출되지 않는 closed margin을 사용한 

본 실험보다 변연적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실험에서 레진 인레이 사용시, AELITEFLO, Dyract AP, Fuji II LC 

improved등의 기저재를 적용한 경우, 기저재를 적용하지 않은 군보다 

치경부 상아질 변연부에서 높은 변연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변연적합도가 나빠지기 쉬운 큰 와동이나 법랑질 변연을 벗어나는 변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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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레진 인레이 수복이 필요한 경우, 3.6에서 9.5GPa 영역의 낮은 

탄성계수의 기저재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저작재현장치는 저작작용과 온도변화를 

재현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구강 내에서 일어나는 운동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보다 잘 재현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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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번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기저재를 사용한 레진 인레이에서 구강내 

저작 운동을 재현한 후 치아의 부위별로 레진 인레이와 치아사이의 

변연적합도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발치된 사람의 치아에 

MOD 와동을 형성한 후 서로 다른 기저재를 적용한 레진인레이를 

제작하였다. 이들을 구강 저작재현장치로 구강내 환경을 재현하여 

저작운동을 시킨 후 저작 운동 전후의 변연적합도를 광학현미경과 Image 

Pro 프로그램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Tecera resin inlay로 치아 수복시 저작운동 전에는 기저재에 따른 

유의한 변연적합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변연과 부위별 변연의 

모든  실험군에서 90%이상의 높은 변연적합도 수치를 보였다. Fuji II LC 

실험군의 법랑질 치경부 변연부위(CE)를 제외하고는 저작운동 후에는 

저작 전에 비해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성있게 낮은 변연적합도 수치를 

보였다(p<0.05). 

2. 동일 실험군에서 치아 부위별로 보았을 시 기저재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저작운동 후 상아질 치경부 변연부위(CD)가 상아질 수직 

변연부위(PD)보다 변연적합도가 유의성있게 낮았다(p<0.05). 그 외에는 

동일 기저재 재료내에서 부위별로 유의한 변연적합도의 차이는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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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 운동 전과 후에 각 부위별로 실험군 사이의 변연적합도를 

비교하였을 시 저작운동 후의 상아질부위의 치경부 변연(CD)에서의 

실험군들을 제외하고는 실험군 간의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었고(p>0.05) 

저작운동 후 상아질부위의 치경부 변연에서 기저재를 사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모두 유의차 있게 높은 변연적합도를 보여 

주었고(p<0.05) 서로간의 유의성있는 변연적합도의 차이는 

없었다(p>0.05). 

 

위의 결과로 볼 때, 변연이 상아질 치경부 부위까지 연장된 큰 

와동에서는 인레이 수복시 3.6에서 9.5GPa 범위의 낮은 탄성계수를 

가지는 기저재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레진 인레이 수복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고려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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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ginal adaptation of indirect composite resin systems in three 

different base materials  

 

In-bok Choi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ho Park) 

 

Composite inlays are indicated for large cavities and different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adaptation of Class II 

resto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in vitro the 

marginal adaptation of class II (MOD) composite inlays in vitro (Tescera 

ATL system, Bisco) made with or without bases, having different 

physical properties. 

 Extracted human lower molar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base was 

made from Aelite Flo, Dyract AP or Fuji II LC improved respectively and 

the control group had no base. Before and after mechanical 

loading(720000 cycles, with a force 5.0 kg and  6000 thermocycles of 

5° and 55°C) with a chewing simulator, the marginal adaptation was 

assessed by a x200 microscope. The marginal adaptation was quantified 

along the entire margin and along the selected sections of the margin 

(Occlusal, Proximal enamel, Proximal dentin, Cervical enamel and 

Cervical dentin.) The experimental data of before and after loading 

were analyzed with t-test for the entire margin and Wilcoxon tes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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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ected sections and the experimental data between materials and 

between regions were analyzed with a one-way ANOVA followed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at the 95% confidence level. 

Before and after loading,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base groups in every region but only in the 

dentin margin did all base groups after loading show a higher marginal 

adaptation than the non-base group. 

 

 

 

 

 

 

 

 

 

 

 

 

 

 

 

 

 

                                                                                 

Keywords: indirect resin, base, marginal adap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