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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autopolymerizing-cured resin and light-cured resin for direct relining of complete and partial dentures has

been popular.

This investigation compared the adhesion of autopolymerizing-cured reline resin(Tokuso Rebase, Mild Rebaron) or

light-cured reline resin(Mild Rebaron LC, Lighton-U) to metal base or resin base. Cylindrical samples were made from

metal(Biosil
Ⓡ
) or heat-cured resin(QC-20) and were prepared to produce a flat bonding surface. Cylindrical metal samples

were roughened by scratch or by scratch and sandblast and were treated with primer(MR Bond) after scratch and sandblast.

And then, liners were prossesed to the cylindrical metal or resin samples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
,
s recommendations

so as to bond metal base or resin base. The specimens were tested in pure tension by using an Instron Univesal testing

machine for the four direct reline resi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comparison with tensile bond strength of material relined on resin base or metal base, the case of resin base produced

significantly higher tensile bond strength than the case of metal base.

2. Metal surface pretreatment or primer improved the tensile bond strength between the reline resin and the metal(Biosil
Ⓡ
)

base.

3. The tensile bond strength of Mild Rebaron LC relined on resin base or metal base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other

reline res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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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치의 유지지지 및 안정을 위해서는 의치상을,

지지조직에 긴밀히 접촉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의치상 레진 중합시 발생하는 수축과 수.

분이나 타액의 흡수로 인한 의치의 팽창은 의치의

고경을 변화시켜 교합과 의치의 적합도를 불량하게

하고 잔유치조제의 끊임없는 형태 변화와 과도한,

교합압 등의 외상에 의한 치조제의 흡수는 의치상

의 적합과 지지를 방해하여 교합의 변화 악골간의,

수직 고경의 변화 유지력의 감소 등을 초래하게 된,

다 따라서 의치와 지지조직 사이의 적합도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의치의 조직면 개조 또는 의치상 이

장 술식이 임상에서 요구되곤 한다.8,21)

가철성 보철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치상은

레진 의치상과 금속 의치상이다 금속 의치상은 의.

치 조직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형성하는 의치상의

금속 부분을 말하며 금속 의치상은 레진 의치상에,

비해 중합 변형이 없고 보다 나은 강도를 가지며, ,

적합도가 좋고 의치상 하부 조직의 변화를 감소시,

키며 하악의 경우 금속 무게에 의한 유지를 증가,

시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파절시 수리가,

불가능하고 조직면 개조가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2,3,9)

의치상 이장 방법으론 의치의 내면을 삭제한 후

인상을 채득하여 의치상 이장용 레진을 추가 대치, ,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10,11) 의치

상 이장재로는 열중합형 이장재 자가중합형 이장,

재 광중합형 이장재 등이 있고 의치상 이장재의, ,

구비 조건으론 의치상과 긴밀한 접착 적은 수축 및,

팽창 우수한 강도 안정된 색조 낮은 수분 흡수율, , , ,

내마모성 무취 무미 등을 가지며 아울러 청결이, ,

용이하며 구강점막에 자극이 없어야 한다.16,21,28)

인상을 채득하여 기공실에서 수행하는 열중합 레

진 이장 방법에 비해 자가중합 레진 이장재나 광중

합 레진 이장재를 이용하여 환자 구강 내에서 직접

이장하는 방법은 과정이 간편하고 빠르게 수행되며

의치상의 초기 변형을 방지할 수 있어 최근 임상에

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가중합형 이장재.

는 중합의 정도가 열중합형 이장재보다 낮아 강도, ,

기포 기존 의치와의 접합성 등에 문제가 있으며, ,

또한 단량체의 함유량이 높으므로 중합 수축이 크

고 중합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불쾌감을 줄 수 있,

다고 보고되었으나 최근에는 좋은 재료의 개발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 되었다 아울.

러 광중합형 이장재는 적합도가 우수하고 잔존 단

량체가 없이 완전히 중합이 되며 색조 안정성 조, ,

작성 강도 등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

나,6,18,21) 기존 의치와의 접합력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7,13)

금속 의치상의 경우에는 레진 이장재와의 결합력

이 문제가 되는데 금속과 레진의 접착 방법에는 크,

게 기계적인 접착 방법과 화학적인 접착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계적인 접착 방식으로 금속상을,

위한 납형 제작시 이나 를mesh pattern retention bead

형성하는 방법 및 주조 후 피착면을 식각하거나

하는 방법 금속 표면에 작은 금속입자로sandblast ,

다공성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 등이 있고 화학적인,

접착 방식으로는 함유의 아크릴계 또는 인4-META

산 에스테르계 콤포지트 시멘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광중합형 이장재와 금속의치상 간의

결합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및 구강생물학연구소

박 인 채이 준 규정 재 헌․ ․



광중합형 이장재와 금속의치상 간의 결합력에 관한 연구213

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합금의 종류silicoat

와 이용되는 부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

다.4)

등Tanaka
24)은 를 등4-META , Yamauchi

30)은 인산

에스테르계 콤포지트 시멘트를 결합 촉진제로 이용

하여 주조합금과 레진 간의 결합 강도를 증가시켰

다고 보고한 바 있고, Vallittu26)는 접착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금속 접착성 레sandblast, silanization,

진의 이용 등의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등, Polyzois
22)

은 파절된 의치의 수리시 금속선에 금속 를primer

도포 했을 때 높은 파절강도를 갖게 됨을 보고하였

다 등. Gaw
15)은 아크릴릭 레진과 코발트 크롬 합금-

에서 입자 크기가 인60-80 Al㎛ 2O3로 한 경sandblast

우 가장 접착 효과가 좋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광중합형 이장재와 금속 의치상 간의 결

합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중합형 이장재와 금속 의치상 간의

결합을 연구하고자 금속상에 표면처리 및 표면처리

제를 도포한 후 광중합형 이장재 또는 자가중합형

Fig. 1-a. Mild Rebaron LC Fig. 1-b. Lighton-U

Fig. 1-c. Tokuso Rebase Fig. 1-d. Mild Rebaron

이장재와 결합하여 그 결합력을 상호 비교 연구하

였다.

.Ⅱ연구재료 및 방법

연구재료A.

본 실험에서는 광중합형 이장재로는 Mild

과Rebaron LC(GC Corp. Tokyo, Japan) Lighton

을 사용하였고 자가중합형 이장U(Dreve, Germany) ,

재는 과Mild Rebaron(GC Corp, Tokyo, Japan) Tokuso

를 사용하였다Rebase(Tokuyama Corp. Tokyo, Japan)

그리고 로는 금속상과의 결합 증진 목(Fig.1). primer

적으로 개발된 MR Bond(Tokuyama Corp. Tokyo,

를 사용하였다Japan) .

금속상으로는 가철성 국소의치에 많이 사용되는

Biosil
Ⓡ 을 사용하였고 레진(Degussa Co., Germany) ,

상으로는 을QC-20(Dentsply International, York, Pa)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Table 1, 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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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used and manufacturers
Brand name Manufacturers

Self-cured materials

Mild Rebaron GC Corp, Tokyo, Japan

Tokuso Rebase Tokuyama Corp. Tokyo, Japan

Light-cured materials

Mild Rebaron LC GC Corp, Tokyo, Japan

Lighton-U Dreve-dentamid, Unna, Germany

Metal primer

MR bond Tokuyama Corp. Tokyo, Japan

연구방법B.

금속 의치상 재료 및 레진 의치상 재료의 원주형1.

시편 제작

균일한 직경의 원주형 시편을 만들기 위해 막대

모양의 를 이용하여 원주형의 납modeling compound

형을 제작하여 을 연결하고 통법에 따라 매몰sprue ,

소환 후 고주파 원심주조기를 이용하여, Biosil
Ⓡ
금

속으로 주조하여 금속 원주형 시편을 제작하였고,

레진 원통형시편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납형을

함에 매몰하여 통상의 방법에 따라 열 중합QC-20

레진으로 원주형 시편을 제작하였다 각 실험군 당.

시편의 개수는 개씩 제작하였다15 .

시편의 처리2.

완성된 원주형시편을 선반작업을 통하여 6.2±

의 직경이 되도록 금속원주형시편과 레진원0.2mm

주형시편을 조절하였다(Fig.2).

금속 원주형 시편의 접합면의 처리3.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으로 금속 원주형

시편을 가지로 분류하여 표면 처리를 하였다 먼3 .

저 접합면의 기계적 처리 방법에 따라 군의 경우A

는 을 이용하여 거칠게 표면처리 하였으metal wheel

며 군은 로 거칠게 표면 처리한 후, B metal wheel

로 세척 후 의steam cleaner 75 Al㎛ 2O3를 이용하여

을 시행하였고 군은 금속 원주형 시편을sandblast , C

로 거칠게 표면 처리한 후metal wheel steam cleaner

로 세척하고 의75 Al㎛ 2O3 로 한 다음 제조sandblast ,

회사의 지시에 따라 MR bond
Ⓡ을 금속처리면에 도

포하여 건조하였다(Fig.3).

광중합형 이장재와 자가중합형 이장재의 접착4.

의치상 이장재를 부착시키기 위하여 길이가 15

폭 높이가 인 를 제작하여 직경이, 2 , 5 mold㎝ ㎝ ㎝

인 구멍을 형성한 후 이장재를 제조회6.2±0.2mm ,

사의 지시에 따라 혼합한 다음 내로 주입한mold

후 일정한 힘으로 가압 하에서 금속시편과 레진시

편을 각각 접착시켰다 이때 자가중합형 이장재의.

경우는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광중합형 이장재의,

경우는 에서 분간 광중합 시켰다light curing unit 10 .

완성된 시편들은 상온의 물에 시간 동안 저장하24

였다.

Fig. 2. Specimens undergoing milling procedure for
6.0mm diameter.

Fig 3. Surface treatment
A, Metal wheel;
B,metal wheel&sandblast;
C,metal wheel&sandblast&MR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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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onding procedure between cylindrical
samle and relining material.

Fig. 5. Complete metal-relining material specimens
before tensile testing.

Fig. 6. Diagram of specimen's machined dimensions
아크릴릭 레진 의치상 또는 금속상 재료a.

b. Bonding primer
레진 이장재c.

시편 간의 결합력 측정5.

결합력 실험을 위해서 의 도형에 준하는 길Fig.6

이를 갖도록 조정된 시편을 만능역학실험기계인

AGS-1000
Ⓡ

을 이용하여 의(Shimadzu, Japan) 2 /min㎜

속도로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시편이 파.

절되었을 때 끝나며 인장강도는 실험기계와 연결,

된 의 에 기록되었다computer graph recorder .

Fig. 7. Specimens in position for tensile testing on
Autograph S-2000Ⓡ.

통계분석6.

각각의 자료에 대한 상관관계 및 통계적 유의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SPSS
Ⓡ
V8.0 (SPSS Inc., USA)

를 사용하여 를 하였으며 각 군2-way ANOVA test ,

간의 사후검정을 위하여 를 통하여Tukey-HSD test

각 그룹들간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성적

인장강도 시험 후 각 실험군 간의 평균 및 표준편

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의치상과 이장재 간의 인장

강도를 한 결과 금속 표면처리 방법 및ANOVA test

금속 의 도포 에 따른 변수 모두가prmier (MR bond)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기 다르게 표면 처린된 금속상들의 경우에 비해 레

진상의 경우가 각 이장재와의 결합력인 인장강도에

있어서 큰 값을 보였다(P 0.05).〈

는 금속상에 한 후 각 이장재의 인Table 3 scratch

장 결합강도에 관한 의 결과로써multiple range test

와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Mild Rebaron LC Lighton-U

의한 차이를 보이므로서 자가중합 이장재(P<0.05),

의 경우와 광중합 이장재의 경우 간엔 유의한 차이

를 볼 수 없었다.

는 한 금속의치상에Table 4 scartching 75 Al㎛ 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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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각 이장재간의sandblasting multiple range test

의 결과로써 와 사이를Tokuso Reabse Mild Rebaron

제외한 각 재료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므로서 광중합형 이장재인(P<0.05), Mild

가 금속상과 가장 큰 결합력을 보였다Rebaron LC .

은 도포에 따른 각 이장재간의Table 5 MR bond

의 결과로써 와 다른 이multiple range test Lighton-U

장재 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서 광중합형 이장재인 가(P<0.05), Mild Rebaron LC

다른 자가중합 이장재와의 결합력 비교에서 큰 차

이가 없었다.

은 레진상과 각 이장재 간의Table 6 multiple range

의 결과로써 와test Tokuso Rebase Lighton-U, Mild

과 간을 제외한 각 이장재Rebaron Mild Rebaron LC

Table 2. Tensile strength between metal or resin base and relining material (unit: /cm㎏ 2)
self cured relin resin light cured relin resin

Tokuso Rebase Mild Rebaron Mild Rebaron LC Lighton-U

Metal base

(scratching)
45.15±13.49 43.97±9.99 52.72±12.45 33.13±8.88

Metal base

(scratching+sandblasing)
70.80±12.48 77.48±13.95 95.17±13.01 43.49±13.57

Metal base

(MR bond)
139.17±21.54 127.20±14.34 117.17±8.77 72.86±12.41

Resin base 213.22±18.05 277.99±13.73 266.61±26.84 174.64±16.05

Table 3. Comparison of significance among each experiment material with scratching metal base
self cured relin resin light cured relin resin

Tokuso Rebase Mild Rebaron Mild Rebaron LC Lighton-U

Tokuso Rebase

Mild Rebaron

Mild Rebaron LC ＊

Lighton-U ＊

A significant differece exists at p< 0.05.＊

Table 4. Comparison of significance among each experiment material with metal base sandblasting using 75㎛
Al2O3 after scratching

self cured relin resin light cured relin resin

Tokuso Rebase Mild Rebaron Mild Rebaron LC Lighton-U

Tokuso Rebase ＊ ＊

Mild Rebaron ＊ ＊

Mild Rebaron LC ＊ ＊ ＊

Lighton-U ＊ ＊ ＊

A significant differece exists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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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서(P

광중합형 이장재인 가 자0.05), Mild Rebaron LC〈

가중합형 이장재인 과의 비교에선 거Mild Rebaron

의 비슷한 결합력을 보이나 오히려 자가중합형 이,

장재인 보다는 더 큰 결합력을 보여Tokuso Rebase

주었다.

.Ⅳ 총괄 및 고찰

직접 구강 내에서 총의치나 국소의치를 이장하는

광중합형 이장재가 최근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광중합을 위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기는

하나 이의 장점으로는 적합도가 우수하고 잔존 단

량체가 없이 완전히 중합이 되며 색조 안정성 조, ,

작의 쉬움 우수한 강도 등을 들수 있다, .
6,19,21)

그러

나 기존 의치와의 결합력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7,13,14)

등Andreopoulos
7)
과 등Dixon

14)
은 광중합형 이장

재가 자가중합형 이장재보다 결합강도가 낮다고 보

고하였으며 황 등,
5)
도 비슷한 실험결과를 보고하였

으나 등, Khan
17)
은 광중합형 이장재가 임상에 사용

할 수 있을 정도의 열중합형 의치상 레진에 대해 충

분한 결합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권 등,
1)
도

광중합형 이장재가 자가중합형 이장재보다 결합강

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결합강도에 대한 다른 결과

들을 보여 주었는데 본 실험에서는 및Table 2 Table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중합형 이장재3-6 Lighton-U

는 다른 자가중합형 이장재에 비해 금속상 또는 레

진상 과의 결합력에 있어서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광중합형 이장재의 경우는 금속상Mild Rebaron LC

또는 레진상과의 결합력에 있어서 자가중합형 이장

재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높은 인장강도를 보여주

었다 등. Charles
12)
이 일반 레진 의치상에 대한 자가

중합형 이장재와 광중합형 이장재 간의 결합력을

비교한 결과 각 이장재간의 구성과 종류에 따라 결,

합력에 있어 차이를 나타낸다는 보고와 같이 광중

합형 연성 이장재인 는 제품의 형태가Lighton-U gel

형태이므로 금속표면의 젖음성이나 점착성이 분말

과 액체를 혼합한 경우 보다 낮아 다른 이장재에 비

해 인장 결합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며,

Table 5. Comparison of significance among each experiment material according to MR bond application
self cured relin resin light cured relin resin

Tokuso Rebase Mild Rebaron Mild Rebaron LC Lighton-U

Tokuso Rebase ＊

Mild Rebaron ＊

Mild Rebaron LC ＊

Lighton-U ＊ ＊ ＊

A significant differece exists at p< 0.05.＊

Table 6. Comparison of significance among each experiment material with resin denture base.
self cured relin resin light cured relin resin

Tokuso Rebase Mild Rebaron Mild Rebaron LC Lighton-U

Tokuso Rebase ＊ ＊

Mild Rebaron ＊ ＊

Mild Rebaron LC ＊ ＊

Lighton-U ＊ ＊

A significant differece exists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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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장재는 분말과 액체를 혼합하여 즉시 금속

과 결합시키기 때문에 가 금속 표면을 충monomer

분히 적시게 되고 이때 레진이 금속의 요철로 침투

하여 물리적 결합력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실험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

상의 경우가 각 이장재와의 결합에선 레진상의 경

우보다 인장 결합강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금속상은 레진상에 비해 레진 이장재와의 화학

적 결합에 제한을 갖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

서 이장이 어려운 금속 의치상과 레진 이장재 간의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어 왔다.

금속과 레진의 접착 방법에는 크게 기계적인 접

착 방법과 화학적인 접착 방법으로 나눌 수 있었으

며 기계적인 접착방식으로는 천공법, framework ,

를 형성하는 방법 및 주조 후 피mesh, retention bead

착면을 식각하거나 하는 방법 금속표면에sandblast ,

작은 금속 입자로 다공성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 등

이 있고 화학적인 접착방식으로는 함유의, 4-META

아크릴계 또는 인산 에스테르계 콤포지트 시멘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silicoat

어 합금의 종류와 이용되는 부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4)

등Yamashita
29)은 금속표면에 의 산화알루미50㎛

늄을 하여 레진과 결합강도가 증가되었다sandblast

고 보고하였으며 등, Tanaka
25)은 코발트 크롬계 합

금의 표면을 단지 만을 시행하고 초음파 세sandblast

척기로 세척한 경우 물에 녹아있던 산소에 의해 산

화막이 생성되어 레진과의 결합력이 증가한다 하였

고 최 등,
4) 은 금속면 처리 방법에 따른 접착강도에

대한 연구에서 으로 표면적 증가와 화학적sandblast

으로 활성화된 표면을 얻고 금속 표면의 불순물을,

기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접착제의 젖음성을 증진

시키며 금속면의 거칠기를 증가시켜 기계적인 결합

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아울러 임상에서 표면거.

칠기의 증가를 위해 흔히 이용되는 방법으로써

로 금속면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metal wheel

등Venables
23)에 의하면 금속의 표면이 거칠게 처리

된 경우에 기계적인 결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접착제가 액체일 경우에는 금속 표면의 요철 내로

접착제가 침투하여 굳으므로 그 효과는 더욱 증대

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료실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을 이용한 와 의 산metal wheel scratch 75㎛

화알루미늄을 이용한 을 통한 금속 표면의sandblast

처치 시 결합력을 관찰하였는데 금속 표면을 거칠

게 처리할수록 높은 결합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기계적인 결합 방법의 도모 이외에도 금

속과 이장재간의 화학적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어 왔는데 등Watanbe
27)은

가 금합금과 레진 간의primer 4-META/MMA-TBB

결합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등Matsumura
20)은 레진과 코발트 크롬계 합금의 결

합에 가지 처리제를 포함한 여러 금속표면 처리제2

를 이용한 경우 결합강도가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금속과 이장재간의 화학적 결합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서primer MR bond
Ⓡ를 선택

하였는데, MR bond
Ⓡ의 가 금hydrophlic malonic acid

속과 결합하고 이hydrophobic 10-carbons alkyl chain

레진과 결합하므로서 가철성 국소의치나 총의치의,

금속구조물과 레진 간의 접합을 도모하여 계면에

생기는 미세 누출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귀금속과 레진의 결합도 도모하지만 특히

코발트 크롬 합금 니켈 크롬 합금 티타늄 합금 등, ,

과도 양호한 결합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개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표면을 거칠게 처리한 후

primer(MR bond
Ⓡ를 도포한 경우가) primer(MR bond

Ⓡ를 도포하지 않고 단지 금속 표면을 거칠게 처리)

한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인장 결합강도를 나타내었

다 또한 를 도포한 경우의 이장재간의 결합. primer

력을 비교하였을 때 자가중합형 이장재인 Tokuso

가 가장 높은 결합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Rebase ,

기서 사용한 와 이장재는MR bond Tokuso Rebase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금속과의 화학적 결합

과 관련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이라

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재료들간의 결합강도

를 비교시 광중합형 이장재와 자가중합형 이장재간

의 금속상과의 인장 결합강도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광중합형 이장재는,

자가 중합형 이장재보다 사용 과정이 간편하고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장점 등이 있으므로서

임상에서의 선택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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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장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속에 표면의 처

리나 를 도포하는 것이 결합력을 증가시키는primer

데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레진상과 적절히 표면 처리한 금

속상에 자가중합형 이장재와 광중합형 이장재를 접

합하였을 경우의 인장강도만을 수치상으로 비교하

였으나 이외에도 물리적 기계적 그리고 생물학적, ,

고려와 관련된 연구가 앞으로도 더욱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된다.

.Ⅴ 결 론

최근 임상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광중합형 이장

재 및 자가중합형 이장재를 레진상과 적절한 기계

적 표면처리 및 를 도포한 금속상primer(MR bond)

에 광중합형 이장재 또는 자가중합형 이장재를 접

합한 후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레진상의 경우가 각기 다르게 표면 처린된 금속1.

상들의 경우에 비해 각 이장재와의 결합력인 인

장강도에 있어서 더 큰 값을 보였다.

금속 표면의 처리 및 의 도포 는2. prmier (MR bond)

인장강도를 높히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광중합형 이장재인 의 경우는3. Mild Rebaron LC

금속상 또는 레진상과의 인장 결합강도에서 다른

자가중합형 이장재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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