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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measure the retentive force of dental impression tray according to retention form. The

9 resin beams(30×60×2.5 mm) were made of visible light-curing tray resin according to the surface texture, the size of

hole and the number of rim. The resin block was fabricated in width 50mm, length 30mm, heght 40mm to maintain an

even hydrocolloid impression material. The retentive force between the resin beam and hydrocolloid impression material

was measured by Universal Testing Machine(Zwick Z020, Zwick Co., Germany).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retentive force of the resin beam with bilateral 4 rims, 2mm holes(9group) was highest(9.18kg), and the polishing

resin beam(2group) was worst(4.85kg).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olished the resin beam(2group) and the contrast resin beam(1group).

3. The retentive force of the rimmed resin beam was higher than the perforated resin beam.

4. The retentive force of the 2mm perforated resin beam(4group) was higher than the 3mm perforated resin beam(3group).

5. As increasing the number of rim increased the retentive force.



최민호 신동국 김민정 오상천 동진근, , , ,44

.Ⅰ 서 론

치과 임상에서 진단모형이나 작업모형을 제작할

목적으로 인상을 채득하기 위해서는 필히 트레이를

사용해야 하며 인상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형태의 트레이를 선택하여 가능한 균일한 인상재의

두께를 부여하는 것이 인상 채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1)

치과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인상은 치아

와 주위 구강조직의 형태 및 해부학적 관계를 재현

할 수 있는 음형을 말하는 것으로 반 유동성의 물질

을 넣어 그것이 경화됨으로써 만들어지게 된다.
2),3)

정확한 인상은 인상재의 선택 인상재의 혼합비와,

혼합시간,
4)
해부학적 구조물을 찾는 인상방법

5)
과

인상재를 담을 수 있는 트레이 인상체의 제거법, ,
6)

인상체의 보관시간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성공

적인 인상이 채득되기 위해선 우선 사용되는 인상

재는 임상적으로 요구되는 경화의 특징과 정확성,

견고성 및 영구성을 지녀 변형이 적어야 하며 경제

적으로도 합당하고 조작이 간편해야 한다 인상용.

트레이는 열 또는 외력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하

며 충분한 견고성을 지녀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기성 트레이와 개인 트레

이가 사용되고 있으며 기성 트레이는 치아의 유무

에 따라 유치악용과 무치악용으로 나누어 진다 기.

성 트레이는 주로 비가역성 수성 인상재와 가역성

수성 인상재를 이용한 인상 채득시에 사용되고 개,

인 트레이는 주로 고무인상재를 이용한 인상채득시

에 사용하게 되는데 개인 트레이도 진단용 모형에,

서 제작되므로 기성 트레이를 사용한 인상은 치과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인상술식이라 하겠

다.

등Heartwell ,
7)

Mendez,
8)

등Woodward
9)
은 유공 트

레이와 트레이를 이용한 인상의 정밀도를Rim-lock

비교 평가하였고 와, Valderhaug Floystrand,
10)

Mendez
8)
등은 와 간의 정밀도custom tray stock tray

에 관해 연구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김 등.
11)
의 인

상재의 에 관한 연구 김flow ,
12)
과 이

13)
의 인상재의

정밀도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인상채득시 인상재가 트레이에 얼마나 견고히 유

지되느냐에 따라 모형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알지네이트 인상재는 금속이나 레진 트레이.

에 잘 점착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적인 부착형태를

부여해야 한다 인상채득 후 구강내에서 인상체를.

제거시 인상재가 적절하게 트레이에 부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하지 못한 인상 결과를 초래할 것

이다 인상재가 트레이에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방.

법은 접착제를 이용하는 방법과 트레이에 유지형태

를 부여하는 것이다. Jordan
14)
은 를 이용하bees wax

여 트레이 표면에 를 부착시키는 방법을cotton fiber

제안하였고 등, Atkinson
15)
은 와 알지네이sticky wax

트의 접착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과. Wilson

Smith
16)
는 두가지 접착용액을 사용하여 알지네이트

와 트레이 사이의 접착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트레이는 유지형태에 따라 매쉬형 트레이 유공,

형 트레이 트레이로 분류할 수 있다, Rim-Lock .

와Skinner Phillips
17)
는 유지공의 중요성에 대해 평가

하였고 등, Fusayama
18)
은 트레이에서 구멍의 크기,

수 간격 총 면적이 비가역성 수성 인상재의 유지, ,

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금속 시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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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실험 결과 크기의 구멍을 간격으로2mm 2mm

유지하고 트레이 변연의 바깥쪽으로 둥근 철선을

붙였을 때 유지력이 가장 좋은 설계라고 하였으며,

이는 유지공과 의 유지형태가 모두 포함되어 있rim

다.

본 연구는 가변형 트레이 개발의 일환으로 유지

형태에 따른 치과 인상용 트레이의 유지력을 알아

보기 위하여 표면 거칠기를 달리한 시편 유지공의,

크기를 달리한 시편 의 갯수를 달리한 시편 등, rim

종류의 유지형태를 갖는 레진 시편을 제작하고 알9

지네이트와의 유지력을 측정하였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시편 제작1.

가로 세로 크기의 판형태의 시편을30mm, 60mm

제작하였는데 각 시편간 두께를 로 균일화하, 2.5mm

기 위하여 판형태로 시판되는 광중합형 트레이 레

진 을 사용하였다 레진을(Hilba, Bredent, Germany) .

크기에 맞게 자른후 두께의 유리판을 이용하10mm

여 압접시켜 중합 중에 일어나는 형태 변형을 최소

화 하였다. Light curing unit(Triad 2000, Dentsply,

를 이용하여 분간 광중합한 후 표면 성상을USA) 4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진 시편의 표면을 sand

처리하였다 개의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각 시blast . 9

편별로 유지 형태를 부여하였다.

군 어떠한 유지형태도 부여하지 않은 군1 :

군 표면을 한 군2 : High polishing

군 직경의 유지공을 간격으로 형성한3 : 3mm 3mm

군

군 직경의 유지공을 간격으로 형성한4 : 2mm 2mm

군

군 한쪽면의 변연에 을 형성한 군5 : rim

군 양쪽면의 변연에 을 형성한 군6 : rim

군 양쪽면의 중간부위에 을 추가한 군7 : rim

군 양쪽면에 을 개씩 형성한 군8 : rim 4

군 양쪽면에 을 개씩 형성하여 주고 사9 : rim 4 rim

이에 직경의 유지공을 간격으로 형2mm 2mm

성한 군

이렇게 총 개의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실험시9 ,

시편에 고리를 걸수 있도록 상방에 구멍을 군데2

뚫어 주었다.

인상재가 담길 수 있도록 가로 세로50mm,

높이 의 용기를 제작하였으며 시편이30mm, 35mm ,

만 잠길 수 있도록 바닥에 가로 세로30mm 30mm

높이 의 을 개 형성해 주었다 실2.5mm, 5mm stop 2 .

험시 인상재가 유지되고 여분의 인상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용기의 옆면과 바닥에 배출구를 형성해

주었다 유지력이 측정되는 동안 인상재가 용기에.

Fig. 1. Configuration of specimens. Group 1 :
plain ; Group 2 : just polished ; Group
3 : 3mm holes ; Group 4 : 2mm holes
; Group 5 : unilateral single rim ;
Group 6 : bilateral single rim ; Group 7
: bilateral double rim ; Group 8 :
bilateral four rims ; Group 9 : bilateral
four rims with 2mm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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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지되도록 용기 뚜껑을 제작하였으며 시편이,

삽입될 수 있도록 뚜껑 상방에 가로 세로35mm,

의 구멍을 뚫어 주었다10mm (Fig 2).

유지력 측정2.

본 실험에 사용된 인상재는 비가역성 수성 콜로

이드 로써 상온에서 의(Tokuso A1- , Japan ) 22±1α ℃

물을 이용 자동 믹서기 오스코텍, (Mix Queen plus, )

로 초간 혼합하여 최소의 기포와 일정한 점도를10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혼합된 인상재를 제작된.

용기에 알맞은 양을 담도록 노력하였으며 한사람이

모든 조작을 함으로써 연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인상재를 용기에 담고 여분의 인상재를 시.

편에 골고루 바른후 삽입 하였다 분이 경과된후. 3

Fig 2. Apparatus to measure of maximum
retention force between alginate
impressions and resin specimen.

Table 1. Retention force of alginate impression materials
Group 1 2 3 4 5 6 7 8 9

Mean 4.96 4.85 5.40 6.60 6.44 7.20 9.18 16.21 16.49

SD 0.37 0.53 0.68 0.84 0.78 0.73 0.72 1.79 1.64

Duncan's grouping A A A AB B B C C D

* SD : standard deviation

만능시험기 를 사(Zwick Z020, Zwick Co., Germany)

용하여 유지력을 측정하였다 인상재가 담긴(Fig 2).

용기를 바닥에 고정하고 시편의 상방에 고리를 걸,

어주어 분당 의 속도로 힘을 가했으며 최대100mm ,

힘의 로 감소되면 측정이 멈춰지도록 하였다80% .

각 시편당 번씩 반복 측정하였다 시편의 최대 유15 .

지력은 만능시험기와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측정치는 을 이용하여 통SPSS program

계 처리하였다.

.Ⅲ 연구성적

레진으로 제작한 트레이 시편의 최대 이탈력은

연마된 시편 군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을(2 ) , rim

양쪽면에 개씩 부여하고 직경의 유지공을4 2mm

간격으로 형성한 시편 군 에서 가장 높게 나2mm (9 )

타났다 대조시편 군 과 연마시편(Table 1,2 Fig.3). (1 )

군 사이의 유지력은 큰 차이가 없었고 연마시편(2 ) ,

군과 직경의 유지공을 형성한 시편 군 그(2 ) 3mm (3 ),

리고 대조 시편 군 간에도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1 )

이지 않았다 직경의 유지공 군과 직경. 3mm (3 ) 2mm

의 유지공을 형성한 시편 군 의 비교시 직경(4 ) 2mm

의 유지공을 형성한 시편에서 최대 이탈력이 더 크

게 나타났다 직경의 유지공을 형성한 시편. 2mm (4

군 과 을 한쪽면에만 형성 군 하거나 양쪽면에) rim (5 )

형성한 시편 군 들 간에는 최대 이탈력에서 차이(6 )

를 보이지 않았고 한쪽면에 개의 을 형성한 시, 1 rim

편 군 과 양쪽면에 개씩 을 준 시편 군 사이(5 ) 1 rim (6 )

에도 큰 유의성은 없었다 양쪽면에 개씩 을 형. 2 rim

성한 시편 군 이 한쪽면에 개의 을 준 시편(7 ) 1 rim (5

군 또는 양쪽면에 개씩 을 준 시편 군 보다) 1 rim (6 )

최대 이탈력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을 양쪽면에. , rim

개씩 부여한 시편 군이 양쪽면에 개씩 을 형4 (8 ) 2 rim

성한 시편 군 보다 최대 이탈력 값이 월등히 높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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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gram of retentive force according to
retention form.
Group 1 : plain; Group 2 : just polished;
Group 3 : 3mm holes; Group 4 : 2mm
holes; Group 5 : unilateral single rim;
Group 6 : bilateral single rim; Group 7 :
bilateral double rim Group; 8 : bilateral
four rims; Group 9 : bilateral four rims
with 2mm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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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이 있는 시편 군 과 없는 시편 군 사이의 최(9 ) (8 )

대 이탈력에는 큰 유의성이 없었다.

.Ⅳ 총괄 및 고찰

치과용 인상재는 임상적으로 요구되는 경화의 특

징 견고성 및 영구성을 가져야 하고 변형이 적어, ,

야 한다 또한 정확성을 지녀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합당하고 조작이 간편해야 한다 인상은 열 수분흡. ,

수 탄성 중합반응의 지속시간 인상재내에 함유되, , ,

어 있는 휘발성물질의 증발 및 트레이와 같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되며 모형재의 팽창율

역시 궁극적으로 모형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

다.
19),20),21)

가역성 수성 인상재 비가역성 수성 인상재 고무, ,

인상재 등의 인상재 중에서 본 연구에 사용한 비가

역성 수성 인상재는 쉬운 취급과 경제적 잇점 경화,

시간 및 점조도의 조절이 가능하여 예비인상이나

진단모형제작을 위한 인상뿐만 아니라 인레이 금,

속계속가공의치 제작에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

상채득 직후부터 수축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변형의

원인이 되고 미세부 재현성이 낮아 표면결함이 자

주 일어나며 특히 트레이와의 유지력이 약해 인상

에 변형이 올 수 있다.
20),22),23) 또한 비가역성 수성

인상재를 이용한 인상채득시 사용하는 기성 트레이

의 크기 형태에 따라 인상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

게 된다.

트레이의 종류로는 크게 기성 트레이와 custom

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tray

다 임상에서 큰 준비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

는 기성 트레이에 비해 는 시간적 경제custom tray ,

적 기술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

하지만 는 정확한 변연 연장을 할 수 있custom tray

고 인상채득 시 균일한 인상재의 두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체적 정확성을 부여한다 또한 부피를, .

줄일 수 있어서 환자에게 보다 편안한 인상채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인상재가 적게 든다는 점에.

서 경제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24)
.

개인 트레이를 제작시 자가중합 아크릴릭 레진,

열 가소성 레진 그리고 최근에는 광중합형 레진 등,

이 사용되고 있으며, polycaprolactone
25) 재료가 새로

이 등장하기도 했다 레진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트.

레이는 재료의 종류 두께 그리고 형태에 따라 인상,

의 정확성이 틀려질 수 있다. Reiberg
26)는 개인 트레

이의 가요성 이 인상체의 정확도에 영향(flexibility)

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재료와 두께로 가

요성과 온도에 따른 트레이 형태 변화를 측정하였

는데 두께의 트레이가 가장 견고하다고 하였2mm

다 등. Breeding
27)은 자가 중합 아크릴릭 레진과 광

중합형 레진 그리고 열 가소성 레진간의 물리적 성,

질 비교에서 광중합형 레진이 체적변화가 가장 적

었다고 보고하였다 트레이 형태에 관한 국내 연구.

에서 류 등28)에 의한 인상용 트레이에 따른 모형의

정확도 비교 연구에서 유공 개인 트레이가 가장 우

수한 크기 재현성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무,

공 트레이와 유공 기성 트레이 간에는 유Rim-lock

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인상재와 트레이와의 유지력은 인상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유지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트.

레이에 유지공이나 과 같은 유지형태를 부rim-lock

여하여 기계적으로 유지력을 증진시키거나 트레이,

내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증진시킬 수 있다.

Fusayama
18)등은 트레이에서 구멍의 크기 수 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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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적이 비가역성 수성 인상재의 유지력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접착제를 사용한 연.

구로는 과Wilson Smith,
16) 등John

29)이 알지네이트

를 사용하였고 과, Ellam Smith,
30)

Johnny,
31)

등Nishigawa
32)은 고무 인상재를 사용하여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레진으로 제작된 트레이 시편에

여러 유지형태를 부여하여 알지네이트 인상재의 유

지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비교하여 트레이에서,

최적의 유지형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 결.

과 대조시편과 연마시편사이에 유지력 차이는 없었

다 이는 트레이의 재료가 유지력에는 큰 영향을 주.

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대조시편과 유지공을. 3mm

형성한 시편과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유지공2mm

을 형성한 시편과는 유지력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

고 유지공을 형성한 시편과 유지공을 형3mm 2mm

성한 시편 사이에도 유지력에 유의성이 있었다 위.

의 실험 결과로 보아 최소 이하의 유지공을 형2mm

성한 트레이만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

다 유지공을 형성한 트레이보다 유지공. 2mm 1mm

을 형성한 트레이가 유지력이 더욱 크겠지만18) 임

상적으로 인상채득 후에 트레이의 을 생각clearance

한다면 유지공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2mm

된다 유지공을 형성한 시편과 개의 을 형. 2mm 1 rim

성한 시편 그리고 개의 을 형성한 시편 사이에2 rim

는 통계상 유의성이 없었으나 실험 수치상 개의2

을 형성한 시편이 유지력이 조금 높았다 개의rim . 4

을 형성한 시편과 개의 을 형성한 시편사이rim 2 rim

에는 확실히 개의 을 형성한 시편의 유지력이4 rim

높았고 개의 을 형성한 시편이 다른 어떠한 시, 8 rim

편 보다 유지력이 월등히 높았다 개의 을 형성. 8 rim

한 시편에서 유지공의 유무에 따라서는 유지2mm

력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유지공의 유무와는 관.

계없이 이 시편의 중간부위에 추가될 수록 유지rim

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
18)에서는 의 유무에 따른 유지력을 비교하였지rim

만 본실험에서는 의 수에 따른 유지력을 비교한, rim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의 수가 증가되는 것이 유. rim

지공을 추가 하는 것보다 유지력을 증가시키는 효

과가 매우 크다는 것은 임상에서 트레이의 유지력

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임상에서 사용.

하는 기성 트레이나 개인 트레이는 변연부위에만

이 형성되어 있다 때문에 트레이에서 인상재의rim .

유지력은 안쪽에서는 유지공에 의한 것이 대부rim

분일 것이다 기성트레이에서는 유지공을 트레이.

전체 면에 걸쳐서 형성하여 주지만 개인 트레이에

서는 전체면에 걸쳐서 유지공을 부여하는 것이 쉽

지 않다 개인 트레이에서 유지력을 더욱 증가시키.

는 방법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외에 을 추rim

가하는 방법이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트레이에서 가장 최적의 유지형태

는 변연뿐 아니라 트레이 내면과 외면의 중간중간

에 이 추가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유rim ,

지공을 부여한 형태이다 하지만 만약 외면에 이. rim

여러개 형성되어 있다면 그만큼 트레이의 두께가

두꺼워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내면의 은. rim

유지력은 증가시킬지라도 트레이 청소시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만약 일회용 트레이라면 문제가 되.

지 않겠지만 레진으로 제작한 기성트레이라면 고려

해 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레진 트레이의 형태별

유지력은 실험상의 설계 오류의 가능성으로 임상에

서 실제 적용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본 실험에서.

는 인상재가 담겨있는 용기안에 레진 시편을 삽입

하였다 실제 임상에서와 비교시 인상재를 담는 용.

기가 트레이 역할을 하게 되고 시편을 인상채득 하

는 것이 된다 유지력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실험.

설계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오류가 생,

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용기의 크기와 시편의 크기.

상 인상재가 두껍게 형성된 상태에서 실험되어진

면도 실험상의 오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트레이는 자 형태로 인상재를 담고 있으ㄷ

며 이때 인상재의 유지력은 와, tensile strength shear

가 관련된다strength .
16),18),30) 앞선 연구에서는 tensile

와 를 구분지어 실험설계를 각strength shear strength

각 따로 하여 실험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의 설.

계상 만을 측정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shear strength .

에 대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며 보다tensile strength ,

실제에 가까운 실험설계와 실험 방법을 다양화 함

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트레이의 유지형태 결정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그 유지형태별로 인상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유지형태에 따라 인상재의 두.

께가 균일하지 않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인상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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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유지형태별로 인상의 정확.

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유지형태와 정확성이,

적절히 조화된 상태에서 트레이에서 최적의 유지형

태가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가변형 트레이 개발의 일환으로 종류9

의 유지형태를 갖는 레진 시편을 제작하고 알지네

이트와의 유지력을 측정하여 인상용 트레이에서,

최적의 유지형태를 결정하고자 한다.

트레이용 광중합 레진을 이용하여 가로 30mm,

세로 두께 로 개의 레진 시편을 제작60mm, 2.5mm 9

하고 표면 성상 유지공의 크기 의 갯수등을 달, , , rim

리하는 유지형태를 부여하였다 실험시 인상재가.

담길 용기를 가로 세로 높이 의50mm, 30mm, 40mm

크기의 용기를 제작하고 비가역성 수성 콜로이드,

인상재를 사용하여 만능실험기로 유지력을 측정하

였다 측정치는 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SPSS .

최대 이탈력은 을 한쪽면에 개씩 양쪽으로1. rim 4

형성하고 그 사이에 의 유지 공을 형성해준2mm

시편 군 에서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9 ) 16.49kg ,

연마과정을 시행한 시편 군 에서 으로 가(2 ) 4.85kg

장 낮게 나타났다.

연마된 시편 군 과 연마를 시행하지 않은 시편2. (2 )

군 의 유지력에는 유의차가 없었다(1 ) .

유지공을 형성할 때보다 을 형성했을때 유지3. rim

력은 더 크게 나타났다.

직경 의 유지공을 형성한 시편 군 이4. 2mm (4 ) 3mm

의 유지공을 형성한 시편 군 보다 유지력이 크(3 )

게 나타났다.

의 수가 증가할수록 유지력은 더 크게 나타났5. rim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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