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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의치상 레진에 보강된 유리 섬유가 굴곡 강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한동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염경연 

 

실험목적: 

본 연구에서는 의치의 파절 저항성과 관련하여 유리 섬유의 보강이 

의치상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점 부하 실험을 통

해 보강재를 보강한 시편과 보강재를 보강하지 않은 시편의 굴곡 강도

를 비교하고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파절면의 파면 해석을 시행하여 파절 

양상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레진 의치상 시편을 다음의 4개군으로 제작하였다. 그룹Ⅰ: 보강재

를 보강하지 않은 대조군. 그룹Ⅱ: 금속망으로 보강한 실험군. 그룹Ⅲ: 

유리 섬유(SES® MESH)로 보강한 실험군. 그룹 Ⅳ:유리 섬유(QUARTZ 

SPLINT® MESH)로 보강한 실험군. 각 시편을 만능역학기계

(Instron5942,Instron, USA)로 3점 부하 실험을 시행하여 5mm/min 

crosshead speed의 부하를 가하였다. 3점 부하 실험 후 시편을 주사전

자현미경으로 촬영하고 파면해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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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점 부하 실험에서 측정된 최대 부하값으로 굴곡 강도를 계산할 결

과 QUARTZ SPLINT® MESH를 보강한 그룹 Ⅳ가 대조군과 SES® MESH를 보

강한 그룹 Ⅲ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굴곡 강도를 보였다. 주사전자현미

경 촬영 결과 유리 섬유를 보강한 그룹 Ⅲ과 Ⅳ는 섬유 표면에 레진 

입자의 부착이 보이나 금속망을 보강한 그룹 Ⅱ에서는 금속 표면에 레

진 입자의 부착이 보이지 않았다. 

 

결론: 

의치상 레진을 QUARTZ SPLINT® MESH로 보강할 경우 보강재를 첨가하

지 않은 군과 SES® MESH를 보강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굴곡강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의치의 제작 시 QUARTZ SPLINT® MESH 유리 섬유

의 보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되는 말: 의치상 레진, 굴곡 강도, 유리 섬유, 금속망, 3점 부하 

실험, 파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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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상 레진에 보강된 유리 섬유가 굴곡강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한동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염경연 

 

I. 서론 

 

아크릴릭 레진은 1940년대 이후, 가철성 의치 제작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다.1,2 열중합성 아크릴릭 레진의 장점으로 우수한 심미성, 

제작의 편의성과 만족할 만한 물리적, 기계적 성질 등을 들 수 있다.2 하

지만 강도, 체적 안정성, 중합시의 열 발생 등 단점을 가지며, 특히 만족

스럽지 못한 전단강도, 충격 강도, 피로 저항 때문에 의치 사용 중에 파절

이 빈번히 발생한다.3 의치의 균열 및 파절은 의치 제작시 주요한 고려사

항이 되며, 의치 수리의 주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과 재료들이 연구되고,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의치상의 파절

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의치상에 보강재를 

첨가하는 것으로 금속 강화재, 탄소 섬유(carbon fiber), 폴리에틸렌 섬유

(polyethylene fiber), 아라미드 섬유(aramid fiber), 그리고 유리 섬유

(glass fiber)가 있다.4 오래전부터 의치상에 금속선(metal wire)나 금속

판(metal plate), 금속망(metal mesh) 등의 금속 강화재를 사용해왔다. 금

속 강화재는 PMMA의 열전도성을 개선시키고 강도를 향상시킨다.5 강도의 

향상은 금속과 PMMA 사이의 기계적 결합에 의한 것으로 금속 표면에 대한 

PMMA의 기계적 유지력은 금속의 불규칙적인 구조로 레진의 침투 또는 맞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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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interlocking)에 의한 것이다.6 Fahmy 등(2009)은 임시 FPDs(fixed 

partial dentures)에서 금속망(metal mesh)이 보강된 수복물이 섬유(fiber)

로 보강했을 때보다 높은 파절 저항값을 보이며, 이는 금속망이 화학적 결

합이 주인 유리 섬유 보강재와 비교해 불규칙적인 구조로 레진과 맞물림을 

형성해 기계적 유지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7  하지만 금속 강화

재는 심미성이 떨어지고 의치상 레진과의 결합력이 떨어지며 응력이 집중

되고 섬유 보강재보다 굴곡피로저항이 낮은 단점이 있다.8,9 또한 합금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과민성(hypersensitivity)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0  

섬유 보강재는 생체적합성, 우수한 결합성, 수리의 편이성, 심미성 등을 

지니며 경제적이며 진료실에서 조작이 쉽고 편리하다는 점 등으로 금속 강

화재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다.11 Manley(1979)등은 탄소 섬유로 보강 시 

기존 의치보다 강도가 커진다고 하였다.12 탄소 섬유는 PMMA 레진의 피로

강도, 인장강도 그리고 탄성계수를 증진시켜 실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나 

임상에서는 섬유의 검은 색으로 인한 비심미성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다.5,13,14 Kevlar(아라미드) 섬유는 레진의 충격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나 특유의 노란 색조로 심미성이 떨어지고 구내 적용시 제한이 된

다.14 폴리에틸렌 섬유는 충격 강도, 탄성 계수, 굴곡 강도를 증가시키며 

의치상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2  유리 섬유는 다른 보강재보다 심미성이 

우수하고 실란(silane) 처리로 의치상 중합체에 화학적 결합을 하며, 인장 

강도 등도 우수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4  

의치의 파절은 휨 피로(flexural fatigue)와 충격(impact)이라는 두가지 

형태의 힘이원인이다.15  굴곡강도(transverse (flexural) strength)는 파

절에 대한 저항과 강성(stiffness)를 측정하는 것이며 충격 강도(impact 

strength)는 급격한 부하에 대한 물질의 저항과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충격 강도는 파절 부위의 뒤틀림을 내포하지는 않는다.16 보강재로 의치상

의 보강 시 강도의 증가는 있으나, 각 측정값에 대한 영향은 보강재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수종의 의치상 보강재를 실험한 여러 연구에

서 유리 섬유의 보강 시, 충격 강도의 증가는 나타나나 굴곡 강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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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Uzun 등(1999)은 폴리에틸렌 섬유와 유

리 섬유의 보강이 충격 강도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이나 굴곡 강도에 대한 

효과는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고,2 Chen 등(2001)은 유리 섬유, 폴리에스테

르 섬유(polyester fiber), 아라미드 섬유가 충격 강도는 현저히 증가시키

나 굴곡 강도와 표면 경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다.13  반면 Kanie 

등(2000)은 유리 섬유의 보강 시 굴곡강도와 충격강도 모두 유의적으로 높

아졌다고 하였다.17 의치의 파절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보다는 오랫동안 

사용시 저작력에 의해 뒤틀림이 반복되어 발생되는 파절의 빈도가 높으므

로  의치의 굴곡강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치의 파절이 어떠한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부하가 가

해진 의치의 형태와 미세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18 주사전자현미

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파면의 특징을 조사하여 파괴

원인, 기구, 과정 등을 연구하는 방법인 파면해석(fractography)으로 파절 

단면을 분석할 수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유리 섬유의 보강이 의치상의 굴곡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유리 섬유와 금속망 간의 차이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파

절면의 파면해석을 시행하여 균열과 파절의 양상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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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가.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편은  열중합형 의치상 레진을 사용하였으며, 보강

재로 2종의 유리 섬유와 금속망(metal mesh)를 사용하였다.(Fig.1) 

(1)  Vertex RS (Dentimex, Zeist, Netherland): 열중합형 의치상 레진 

(2)  Metal mesh (Baekje Dental, Seoul. Korea): Cu-Zn (commercial 

metal mesh) 

(3)  SES® MESH(INNO DENTAL Co., Yeoncheongun, Korea): E-glass fiber 

(4)  QUARTZ SPLINT®MESH(RTD, St.Egreve, France): quartz fiber (SiO2 

함량이 95% 이상인 glass fiber) 

 

   

A.  Metal mesh        B. SES® MESH           C. QUARTZ SPLINT®MESH 

Fig.1 Reinfor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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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편 제작 

 

시편은 Table 1.과 같이 4개군으로 각각 10개씩 40개의 시편을 제작하였

다.  

 

Table 1. Specimen groups 

 

Group Type of reinforcement n 

Ⅰ None (Control) 10 

Ⅱ Metal Mesh (Cu-Zn) 10 

Ⅲ Glass Fiber (SES® MESH, INNO DENTAL Co., 

Yeoncheongun, Korea) 

10 

Ⅳ Quartz Fiber (QUARTZ SPLINT®MESH, RTD, 

St.Egreve, France) 

10 

 

 시편은 가로 65 X 세로 10 X 두께 2.5mm (ISO specification No.1567)의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정확하고 균일한 크기의 시편 제작을 위하여 wax 모

형을 위한 스테인레스 스틸 금속 몰드를 제작하였다.(Fig.2-3) 

 

Fig.2 Schematic illustration of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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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Mold for wax model 

 

 

Fig.4 Baseplate wax model of resin specimen 

 

 왁스 모형을 매몰(Fig.4-5)하고, 왁스를 제거 후 의치상용 레진을 혼합

(P/L ratio 2:1)하여 병상기에서 보강제를 중간에 65mm X 10mm 크기로 위

치시키고 레진을 주입 후 제조사의 지시대로 시편을 온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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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Flasking of wax model 

 

온성된 시편은 연마하여 마무리하였다. 각 시편은 구내 환경을 재현하기 

위하여 실험전 37℃ 증류수에서 48시간동안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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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3점 굴곡 부하 실험 

 

굴곡 강도를 만능역학기계(Instron5942,Instron, USA)로 측정하였다. 시

편 지지점 간의 거리를 50mm로 하고 5mm/min crosshead speed의 속도로 시

편 정중부에 부하를 가하였다.20(Fig.6-7) 50mm는 총의치에서 상악 대구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2 각 시편에서 균열이 시작하는 시점과 파절이 일

어날 시점까지의 최대 부하를 측정하였다.  

 

 

Fig.6 Schematic illustration of 3 point loa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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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Loading of specimen on the universal testing machine(Instron 

5942, Instron, USA)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시편의 굴곡 강도를 계산하였다.21  

 

S= 3PL/2WT² 

S= Transverse strength 

P= The maximum load required to fracture the specimen 

L= The span between the two supports 

W= The width of the specimen 

T= The thickness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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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절면 관찰 

 

 부하 실험을 마친 각 시편을 육안으로 파절 양상을 관찰하고 분류하였다. 

그리고 파절된 실험 시편의 균열과 파절 양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편을 

Pt coating(5nm)한 후 주사전자현미경(FE-SEM: Merin, Carl ZEISS, Germany)

으로 관찰하고 파면해석(fractography)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EDS(Bruker, 

Berlin, Germany)로 두 유리 섬유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다.  통 계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사용하여 굴곡 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였다. 이상치를 제거할 경우, 표본수가 10개 이하이므로 

비모수적 방법인 Kruskal- Wallis test를 사용하여 4 그룹 간의 차이를 판

단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그룹 사이에 차이가 나는지 보기 위하여 Dunn’s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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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굴곡 강도 

 

3점 굴곡 부하 실험의 결과 얻어진 굴곡강도의 중간값과 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군의 평균 굴곡 강도는 6.26Kgf/mm2, 금속망을 보강

한 실험군은 7.42Kgf/mm2, SES® MESH를 보강한 실험군은 7.51Kgf/mm2, 그

리고 QUARTZ SPLINT® MESH 를 보강한 실험군은 9.58Kgf/mm2으로 가장 높았

다. 

실험 결과에서 boxplot(사분위수 이용)을 이용하여 각 그룹에서 1~2개 시

편의 결과값을 이상치로 판단하여 제거하고 통계 분석을 하였다. 보강재를 

의치상 레진에 보강한 시편들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굴곡 강도를 보였다. 

사후 검정으로 각 그룹간 차이를 보았을 때, group Ⅰ과 Ⅳ group, group 

Ⅲ와 group Ⅳ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유리 섬유를 보강한 

group Ⅲ가 금속망을 보강한 group Ⅱ보다 높은 굴곡 강도를 보이나 통계

적 유의성은 없다(p>0.05).(Table.2) 

 

Table 2. Median(min, max) transverse strength (Kgf/mm²) 

 

Group Median* (min, max) 

Ⅰ  6.26a 3.92, 10.25 

Ⅱ 7.42 4.80, 11.25 

Ⅲ  7.51b 5.93, 8.64 

Ⅳ   9.58a,b 7.70, 13.73 
1)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Kruskal Wallis test 

2) p-value가 0.006657799로 p< 0.05 

3) *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mean statistical difference (p 

〈 0.05) according to Dunn’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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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열 및 파절 양상 

 

3점 부하 실험시 각 그룹 시편들의 부하 실험중의 기록 양상은 Fig.8과 

같다. 대조군(groupⅠ)은 별다른 균열 양상을 보이지 않고 파절되었다. 

Group Ⅱ는 균열 이후 레진 속 금속망의 굴곡으로 인하여 완전한 파절은 

보이지 않았다. Group Ⅲ은 균열과 파절이 모두 발생하였다. Group Ⅳ는 

시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균열 없이 파절되었고, 일부 시

편은 균열되었다가 파절되었다. 부하실험 결과 그래프에서 각 그룹의 

extension(mm)을 비교했을 때, 대조군과 실험군 Ⅲ이 실험군 Ⅱ, Ⅳ보다 

extension 양이 더 컸다. 

 

 

Group Ⅰ. Unreinforced PMMA 

 

Group Ⅱ. Metal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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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Ⅲ. SES® MESH 

 

Group Ⅳ. QUARTZ SPLINT® MESH 

Fig.8 Behavior patterns of each group during transverse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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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사전자현미경(SEM) 결과 

 

SEM 촬영 후, 파면해석(fractography)을 시행하였다. SEM 결과 네 그룹

의 시편에서  균열(crack)의 시작과 진전, 그리고 종결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을 볼 수 있었다.(Fig.9)  Group Ⅰ에서는 취성 파괴(brittle 

fracture)를 나타내는 부분이 많은 반면, 보강재를 보강한 group Ⅱ, Ⅲ, 

Ⅳ에서는 중간 파괴(intermediate fracture)를 나타내는 표면이 많은 부분

에서 관찰되었다.(Fig.10) Group Ⅲ과 Ⅳ에서는 유리 섬유에 레진 입자가 

부착되어 있음이 보였으나 group Ⅱ에서는 금속망에 레진 입자의 부착이 

보이지 않았다.(Fig.11) 금속망을 보강한 group Ⅱ 시편의 파절면에서 금

속망과 레진 기질 사이의 틈(gap)이 보이며, 금속망을 따라 새로운 균열이 

형성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10-B). 또한 금속망의 파절면은 레

진 입자의 부착이 보이지 않았다(Fig.11-A). SES® MESH를 보강재로 사용한 

group Ⅲ 시편의 SEM 관찰시, 레진 입자가 유리 섬유 표면에 부착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고, 파절면에서 유리 섬유가 레진 기질에서 분리된 부분

과 접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동시에 보였다.(Fig. 11-B) QUARTZ SPLINT® 

MESH를 보강한 group Ⅳ 시편의 SEM 결과는 group Ⅲ의 SEM 결과와 유사하

였다. 유리 섬유 표면에 레진 입자의 접착을 볼 수 있었다.(Fig. 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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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 = 12X                          Mag = 50X 

 

Mag = 100X 

A. Group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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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 = 12X                          Mag = 50X 

  

Mag = 100X 

B. Group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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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 = 12X                          Mag = 50X 

  

Mag = 100X 

C. Group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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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 = 12X                          Mag = 50X 

  

Mag = 100X 

D. Group Ⅳ 

Fig.9 SEM of the fracture surface. The rough surface(●) is 

characteristic of the site of crack initiation. The surface(▲) 

becoming smoother as crack progresses. The striated zone(■) is 

characteristic of the site of crack termination. C,D. Broken criss-

cross glass fibers. A,B,C,D. White arrows indicate the direction of 

crack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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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oupⅠ                          B.Group Ⅱ 

  

C.Group Ⅲ                         D.Group Ⅳ 

Fig.10 A. SEM of brittle fracture (plane, compact, organized surface), 

○ indicates pink fibers. B.△ indicates gap between metal and resin. 

C and D. SEM of intermediate fractures (irregular and disorganiz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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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p Ⅱ            B. Group Ⅲ            C. Group Ⅳ  

Fig.11 A. The fracture surface of metal mesh. B,C. The particles of 

acrylic resin on the surface of the fibers. This indicates the adhesion 

between the glass fibers and acrylic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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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S 분석 결과 

EDS로 정성분석 및 정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Fig.12와 같다. 

QUARTZ SPLINT®MESH(B)가 SES® MESH(A)보다 높은 silicon, oxygen 성분비

를 보였다.   

 

 

  

 

A. SES® MESH(A) (EDS 5min, Mag = 1000X, HV: 15kV) 

 

 

 

  



24 

 

 

 

 

 

   

 

B. QUARTZ SPLINT® MESH (EDS 5min, Mag = 1000X, HV: 15kV) 

Fig.12 EDS data of SES® MESH(A) and QUARTZ SPLINT® MESH(B)  

 

 

 

 

  



25 

Ⅳ. 고찰 

 

의치의 파절은 의치의 수리 또는 재제작의 필요로 이어지고 시간과 비용

의 수반을 야기시킨다.5 PMMA의 굴곡 강도 증가는 의치의 파절 빈도를 감

소시켜준다. 의치상 레진의 파절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리 

섬유, 탄소 섬유, 폴리에틸렌 섬유, 금속망 등의 다양한 보강재가 개발되

었다.4 여러 연구에서 유리 섬유 등의 보강재로 레진 의치상을 보강했을 

때 강도 및 파절 저항성이 증가함을 보였다.5,12 본 연구에서 silicon, 

oxygen 함유량이 높은 유리섬유(QUARTZ SPLINT®MESH)로 보강한 시편의 굴

곡 강도가 9.58Kgf/mm2으로 유의하게 가장 컸으며, 또 다른 유리 섬유

(SES® MESH)와 금속망으로 보강 시, 보강하지 않은 시편보다 강도가 증가

된 양상을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실험 결과에서 다른 수치들과 비교하여 이상치로 판단되는 값을 제거하

고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상치 제거 전에는 각 그룹 간의 차이가 없

었으나(p>0.05), 이상치 제거 시 최대 부하와 굴곡 강도 모두 차이를 보였

다(p<0.05).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그

룹에서 시편수가 10개 이하이므로 비모수적 방법인 Kruskal 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 검정 결과, 유리 섬유를 보강한 그룹의 굴곡 강도가 높게 나

왔고,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대조군의 굴곡 강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 

각 그룹 사이의 비교를 위해 사후 검정을 시행한 결과, group Ⅰ과 Ⅳ, 

group Ⅲ과 Ⅳ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유리 섬유를 보강한 그룹이 

보강재를 넣지 않은 그룹보다 굴곡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유리 섬유를 보

강한 두 그룹에서 QUARTZ SPLINT® MESH를 보강한 그룹이 SES® MESH 를 보

강한 그룹보다 높은 굴곡 강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종류의 유리 섬유는 실란 (silane)으로 표면 처

리가 된 제품이다. 유리 섬유 표면에 실란과 같은 계면 결합제를 사용하면 

레진 기질과 화학적 결합을 유도하여 강도를 향상시킨다.23,24 파절면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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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현미경(SEM) 상에서 관찰하는 방법은 보강재의 접착 정도를 조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23 이번 연구 결과 유리 섬유와 아크릴릭 레진 

사이의 접착 정도 증가를 SEM 시편에서 볼 수 있었다. 유리 섬유와 금속망

의 표면을 SEM 사진에서 비교 시 금속망 표면에서는 레진 입자의 부착이 

관찰되지 않으나(Fig.11-A) 유리 섬유 표면에서는 레진 입자의 부착이 관

찰되었다.(Fig.11-B,C) 그러나 두 유리 섬유 사이의 부착 정도를 정량적으

로 비교할 수 없었다. Vallittu(1993)는 보강재로 실란 처리된 유리 섬유

가 의치상 레진 시편의 파절 저항을 현저히 증가시키며, 이는 섬유와 아크

릴릭 레진 사이의 우수한 접착력 때문이라고 하였다.24 Lee 등은(2007) 유

리 섬유를 실란으로 표면처리한 후 의치상용 레진과 혼합하여 굴곡 강도를 

측정한 결과 MPS, APS 이종의 실란으로 처리한 유리 섬유를 첨가한 실험군

이 실란 처리를 하지 않은 실험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굴곡 강도를 보였다

고 보고하였다.23  Marei(1999)도 의치상 PMMA 시편에 실란으로 처리한 짧

은 유리 섬유의 보강 시 굴곡 강도가 증가했다고 하였다.5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두가지 유리 섬유의 굴곡 강도 측정값이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E-glass fiber와 quartz fiber의 조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두가지 유리 섬유는 E-glass fiber(SES® MESH)와 quartz 

fiber(QUARTZ SPLINT®MESH)로 quartz fiber의 굴곡강도가 9.58Kgf/mm2로 

E-glass fiber(7.51Kgf/mm2)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두 제품 사

이의 성분 차이를 보면, quartz fiber의 SiO2
 함량이 95% 이상으로 결과값

의 차이는 E-glass fiber보다 더 큰 SiO2 함량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두 유리 섬유가 보강된 시편의 EDS(Energy-dispersive x-

ray spectroscopy)를 시행한 결과 QUARTZ SPLINT® MESH(B)가 SES® MESH(A)

보다 높은 silicon, oxygen 성분비를 보였다. SiO2 함량 증가가 접착력의 

증가를 가져오며, 굴곡 강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추후 

시편 수를 늘리고 구내 환경을 더 정확히 재현하여 quartz fiber와 E-

glass fiber의 강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망(mesh) 형태의 유리 섬유를 실험하기 위하여, 금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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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형태를 유리 섬유 실험군과 유사한 구조와 두께의 상업용 망 형태

(commercial mesh type)으로 결정하였으며, 실험 결과 금속망을 보강한 그

룹에서 굴곡 강도의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Vallittu(1995)는 여러가지 금속 강화재 중 샌드블러스트

(sandblast) 처리된 금속선(metal wire)가 가장 큰 굴곡 강도의 증가를 보

였다고 하였으며, 금속망을 보강했을 때 PMMA 레진의 굴곡 강도 증가가 대

조군과 비교해 0~10%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였다.6 SES® MESH 유리 

섬유와 금속망을 보강한 의치를 비교한 연구에서 금속망을 보강한 의치가 

섬유망(fiber mesh)를 보강한 의치보다 높은 파절 저항을 나타내었다(Im 

등,2017).10  이 연구에서 사용한 금속망은 Cr-Co 합금으로 주조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쓰인 금속망보다 두께 및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상업용 금속망을 사용하여 유리 섬유 보강재와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유리 섬유망의 실험군이 파절 저항과 인성에서 금속망 

실험군보다 더 효과적임을 보였다(YU 등, 2015).25   

부하 실험 이후의 시편을 SEM으로 촬영하고 그 결과를 파면해석

(fractography)하였다. 의치의 파절은 피로 파괴(fatigue fracture)에 의

한 것이고 파절의 초기 단계에 매끄러운 표면(smooth surface)에 파절 진

행 방향에 수직적인 피로 줄무늬(fatigue striation)이 보이는 피로 파괴

(fatigue fracture)가 나타나고 마지막 단계에 거친 파절 표면을 보인다고 

하였다.(Vallittu 등, 1996)26 하지만 Lamb 등(1984)은 피로 파괴는 의치 

파절의 주요 요소가 아니며, 의치의 주요 파절은 취성 충격 파괴의 형태라

고 하였다.27 다른 연구에서도 의치상 레진의 SEM 파면해석 결과 피로 줄무

늬를 포함하는 피로파괴가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Im 등, 2017)10 

Lamb 등(1984)은 의치상 레진의 파절면을 SEM 촬영 후 파면 해석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파절면에서 거치 표면(rough surface)는 균열의 시작, 매끄러

운 표면(smoother surface)는 균열의 진행, 그리고 줄무늬 구역(striated 

zone)은 균열의 종료를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하였다.27 이번 연구의 각 그

룹의 파절면에서도 Lamb 등이 언급한 균열의 시작, 진행, 종료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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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9) 이러한 표면 특징을 토대로 각 

시편에서 균열의 진행 방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부하 실험 후 시편들의 SEM 촬영 결과 대조군은 취성 파괴(brittle 

fracture)를 나타내는 부분이 많았다. 반면 유리 섬유와 금속망을 보강한 

Ⅱ,Ⅲ,Ⅳ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중간 파괴(intermediate fracture)를 

보이는 부분이 많았다.(Fig.10) Faot 등(2008)은 SEM에서 취성 파괴는 평

평하고 치밀하며 체계적인 표면을 보이고 중간 파괴는 불규칙적이고 체계

적이지 않은 표면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acrylic resin을 충격 강도 실험

(impact strength test)한 후 파면해석한 결과 대부분(70~80%)의 파절이 

취성 파괴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8 Lamb 등(1984)도 실험 시 

의치 파절의 대부분이 취성 충격 파괴(brittle impact fracture)를 보인다

고 하였다.27 Foat 등(2006)은 의치상 레진의 충격 강도와 파절 형태에 대

한 연구에서 SEM에서 취성 파괴(brittle fracture)는 평평하고 조밀하며 

조직화된 표면(plane, compact, organized surface)을 보이고 중간 파괴

(intermediate fracture)는 불규칙적이고 비조직화된 표면(irregular, 

disorganized surface)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여러 종류의 의치상 레진의 

표면 분석에서 중간 파괴 양상의 표면(intermediate surface)를 더 보이는 

의치상 레진이 소성변형이 일어날 때 갑작스러운 힘을 더 견디는 물질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28 Praveen 등(2014)은 의치상 레진의 충격 강도 연구에

서 의치상 레진의 충격 강도는 섬유 보강재에 영향을 받으며 의치상 레진

의 SEM 결과, 파절면을 취성 파괴(brittle fracture)와 중간 파괴

(intermediate fracture)로 분류하고 중간 파괴 증가 시 충격 강도의 증가

를 보인다고 하였다.29 본 연구의 SEM 파면 분석에서도 유리 섬유와 금속

망으로 보강시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은 중간 파괴를 볼 수 있었고, 중간 파

괴가 많이 보일수록 굴곡 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의치상 레진은 

소성변형 없는 취성 파괴를 보이므로 저작 시 갑자기 파절이 일어날 수 있

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서 보강재로 의치상 레진을 보강 시에 저작 

시 파절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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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결과에서 유리 섬유 등의 보강재로 보강된 시편은 의치상 레진의 균

열 계면에서 유리 섬유가 끊어지지 않고 두 파편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의치의 파절 시 보강재가 레진 파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치가 파절될 경우 장착자가 파편을 삼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의치 수리가 더 쉽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의

치상용 레진 수리 시 첨가한 섬유의 종류에 따른 강화 효과를 알아본 연구

(Yu 등, 2009)에서 유리 섬유, 폴리에틸렌 섬유, 아라미드 섬유를 첨가했

을 때 자가중합 레진으로만 수리한 시편보다 강도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수리한 시편들 간의 유의차는 없었다고 하였다.22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리 섬유의 보강 시 굴곡 강도의 증가를 보이며 의치상 

강화 효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유리 섬유를 의치 제작과 의치 수리에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파절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굴곡 강도 실험 결과 두가지 유리 섬유의 측정값이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섬유의 조성 차이 외에

도 실험 중 발생한 오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차의 가능성으로는 

시편 제작 시 레진 함입 중에 생기는 기포 형성, 보강재 내로 레진을 고르

게 분포 시키기 어려움, 시편내 유리 섬유의 정확한 배치가 어려운 점 등

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시편수가 제한적이었으며 시편 형태가 실제 의치와 

다르고 구외 실험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유리 섬유의 형태와 두께는 다양

하며, 의치상내 분포 등에 따른 강도의 차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섬

유 보강재의 보강은 섬유의 형태, 길이, 배열 및 섬유와 레진 기질의 접착 

등의 많은 요인에 달려있다.30 따라서 유리 섬유가 의치상의 강도에 미치

는 영향과 요소들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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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 의치상 레진에 유리 섬유와 금속망을 보강하여 굴곡 강도를 

측정하고 부하 실험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표면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QUARTZ SPLINT® MESH를 보강한 실험군이 보강재를 첨가하지 않은 

실험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굴곡강도를 보였다(p<0.05). 

2. QUARTZ SPLINT® MESH를 보강한 실험군이 SES® MESH를 보강한 실험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굴곡강도를 보였다(p<0.05). 

3.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유리 섬유를 보강한 실험군은 섬유 표

면에 레진 입자의 부착이 보이나, 금속망을 보강한 실험군은 금속 

표면에 레진 입자의 부착이 보이지 않았다. 

4. 보강재를 보강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간 파괴(intermediate 

fracture)를 보이는 부분이 많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QUARTZ SPLINT® MESH를 보강한 의치상 레진이 가장 굴

곡  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리 섬유 및 보강재의 표면 처리

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 결과 의치의 제

작이나 수리 시 QUARTZ SPLINT® MESH 유리 섬유의 보강이 우선적으로 고

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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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reinforcement 

of glass fiber treated with silane on the transverse strength. To 

compare the reinforcement of two glass fibers and metal mesh, four 

groups of PMMA specimen were examined by the three point loading test. 

And the fracture surface of specimens was examined with a SEM for 

frac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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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Four groups of PMMA resin specimens were prepared and divided as 

follows. Group Ⅰ: unfilled PMMA(control). Group Ⅱ: PMMA reinforced 

with metal mesh. Group Ⅲ: PMMA reinforced with glass fiber(SES® MESH). 

Group Ⅳ: PMMA reinforced with glass fiber(QUARTZ SPLINT® MESH). To 

get the transverse strength, specimens were tested with a universal 

testing machine(Instron5942,Instron, USA). And then the fracture 

surfaces of specimens were examined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 Carl ZEISS, Germany) for fractography. 

 

Result: 

 As a result of three point loading test, QUARTZ SPLINT® MESH 

reinforcement increased the transverse strength of PMMA resin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nd reinforcement SES® MESH significantly. The 

examination of fracture surface of specimens of reinforced with glass 

fiber by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howed the adhesion of resin 

particle on the surface of glass fiber. But the surface of metal mesh 

was not showed the adhesion of resin particle.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different reinforcing materials on 

the transverse strength. Transverse strength increased when PMMA resin 

was reinforced with glass fiber. But the group showed strength increase 

significantly was only the group reinforced with QUARTZ SPLINT®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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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QUARTZ SPLINT® MESH fiber glass reinforcement can be a 

priority when making or repair d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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