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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접착제의 임상적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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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접착제는 의치의 유지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이다. 오랜 기간동안 의치접착제는 치과의

사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재료로써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치접착제의 수요는 늘어나는 것으로 보

인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의치접착제의 종류와 작용 기전, 세균부착성, 유지력과 임상적 효과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적절한 임상에 적용과 효용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어: 의치접착제, 유지력, 총의치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2:28(2):163~169)

서 론

의치접착제 (denture adhesives)는 의치의 기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료로써, 18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었고 1935년 처음으로 문헌상에 보고되었

다.
1

하지만 의치접착제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치과의사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재료로 받아들

여졌기 때문에, 치과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정확

한 적응증이나 이용법이 교육되지 못하였고, 긍

정적 측면 보다는 의치접착제의 사용이 조직의

변화를 야기하여 잔존 치조골 흡수의 증가, 교합

의 부조화와 수직교경의 증가, 세균의 증식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

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의치사용자들 중에

서도 의치접착제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Coates2는 의치장착자의 약 67%가 의치접

착제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고,

Ozcan 등
3

은 의치환자의 87%가 의치접착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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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의치접착제 사용에 대한

교육이 환자에게 시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

데,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환자들은 아직 접

착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며, 치과의사들에

게 있어서 접착제를 처방한다는 것이 아직 치료

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의치접착제의 수요는 점차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ig. 1) Shay
4
는 미

국 의치사용자의 약 15%가 의치접착제를 사용

하고 있으며, Chain Drug Review 1998년 1월호를

인용하여 미국 내 연간 의치접착제 판매량은

5,500만개로,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수요 인구에 대하여 공식적

으로 발표된 논문은 거의 없으며, 판매 보고서

등에 의해 추정된 수요 인구일 뿐 연구 자료가

많지 않다.

미국보철학회 용어집에 의하면 의치접착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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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nture adhesive is got easily at a

super market or drug store abroad.

의치를 구강점막에 결합시키는데 사용되는 재료

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의치 접착제는 크게 3 가지, 연고형 (paste type),

분말형 (powder type), 그리고 쿠션형 (cushion

type)으로 나누기도 하고, 용해여부에 따라 흡수

성 접착제와 비흡수성 접착제로 분류하기도 한

다. 연고형과 분말형은 흡수성 의치접착제이고,

쿠션형은 비흡수성 의치접착제로 분류된다. 하

지만 쿠션형의 경우 환자가 적용하기에는 조작

이 쉽지 않고 수직 수평 악간관계 등을 변화시킬

수 있어 추천되지 않고 있다. (Fig. 2) 그렇기 때

문에 의치접착제는 의치의 유지, 안정을 증가시

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치 조직면에 적용

하는 무독성의 수용성 재료로 국한하여 정의를

하기도 한다.
5

대부분의 전부 무치악 환자들에게 통상적인

총의치 제작기법을 사용하면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잔존치조제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다양한 총의치 제작 술식을 적용하더라도

환자와 술자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야기하

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 보철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임플란트 보철이 가능

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의

치접착제의 작용 기전과 연구 결과에 대하여 고

찰해 보고, 임상적 효용성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 한다.

Fig. 2. Cushion type is sold as a homeside

reliner. But it may be problematic,

because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 would varied with amount

of application.

의치접착제의 성분과 작용기전

의치접착제는 비흡수성 보다는 흡수성 의치접

착제인 분말형과 연고형을 추천하고 있는데, 분

말형 보다는 연고형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되고 있다.6

흡수성 의치 접착제가 유지력의 증가시키는

작용기전은 주로 총의치 유지 요소 중 점착성

(adhesion), 응집성(cohesion), 계면장력(interfacial

viscous tension)을 증가시킴으로써 의치 유지력

을 향상시킨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수용성 의치

접착제는 대부분 carboxymethylcellulose(CMC)와

poly[vinyl methyl ether maleate(gantrez, PVMMA)

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량의 물질로

방향제, 색상제, 방부제 등이 첨가되어 있다.

주요 요소의 하나인 CMC는 물 혹은 타액과

접촉하면 빠른 시간내에 수화되지만 단시간내에

용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PVMMA

는 천천히 수화되지만 구강내에서 좀 더 오랜 시

간동안 잔류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재료는 수분과 접촉시 수화되어 의치와 점막 상

피간에 이온결합을 촉진시켜 속발성 이온성 부

착을 보이며 점착성을 증가시키고, 타액과 섞여

점도가 증가되어 응집성과 계면장력을 증가시킨

다. 또한 수화과정에서 팽창되어 계면사이에 존

재하는 작은 빈 공간들을 채워준다. Kulak 등
7
은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진 의치접착제를 환자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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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통해 조사한 연구에서 PVMMA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의치접착제에서 유지력이 더 오

랫동안 지속되었고, 특히 하악에서 만족도가 더

컸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CMC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유지력을 향상시키지만 빨리 용해되어

버리는 성질 때문에 short acting polymer로써,

PVMMA는 천천히 수화되고 구강내에서 오랜시

간동안 잔류하는 slow acting polymer 성분으로써

서로 다른 비율로 의치접착제에 포함되어 있다.

비흡수성 의치 접착제는 조직에 닿는 면이 타액

과 접촉했을 때 이를 흡수하여 접착성 성질이 발

현되는 폴리프로필렌이나 셀룰로오즈 같은 성분

이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 때

문에 추천되지 않는다.

의치접착제의 세균 부착과 군집화

전통적으로 의치접착제는 세균의 집락화를 촉

진시키고 결과적으로 구강점막에 염증 유발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Stafford와 Russell8은 세균배양실험에서 의치접착

제는 몇 종의 세균 성장을 보고하면서, 세균 성

장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다고 하였고, Scher 등
9

은 의치접착제로 의치 구내염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Kelsey 등
10
은 의치접착제가 변

연부위로부터 음식물이 함입되는 것을 줄여주며

캔디다 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Makihira 등
11
은 2000년도에 발표한 논

문에서 수종의 의치접착제를 이용한 실험에서

의치접착제가 낮은 pH로 인해 캔디다 종의 세균

을 억제한다고 발표하였고, 2003년에 Kim 등
12
은

의치접착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

우의 타액에서 세균배양실험을 통하여 의치접착

제의 사용유무가 캔디다균의 군집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환자의 구강위생이 유의성 있는 미

생물 변화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이들 연구들의 결과로써 의치접착제 자체는

세균의 집락과 성장에 유의한 요소로써 받아들

여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구강위

생 관리가 잘 유지될 경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의치접착제의 임상적 효과

의치접착제 사용의 주된 목적은 의치 유지력

의 증가이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

다. 먼저 in vitro 실험을 살며 보면, Zhao 등
13
은

원통형의 레진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Panagiotouni 등
14
은 레진판과 금속 금형을 제작

하여 연구하였느데, 결과적으로 유지력이 증가

를 보고하였고, 또한 Yoon 등15은 실리콘 모형을

이용하여, 의치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이 탈락 저

항력에 주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의치 접착제

의 사용시 탈락 저항력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또

한 수직방향의 힘에 가장 잘 저항할 수 있었고,

전후방력, 측방력의 순으로 저항력이 감소됨을

보고하였다.

임상연구들을 보면, Psillakis 등
16
은 상악 총의

치 장착자에게 하악 대합치 상태를 분류하고, 의

치접착제 사용 전후에 의치의 탈락력을 의치 전

방부에서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설문지를 통하

여 접착제 사용시에 저작 수행력, 발음, 편안감

등을 조사하였다. 의치의 탈락력은 접착제를 도

포 후에 크게 증가되었고, 하악의 건전성에 따라

총의치, 국소의치, 자연치열 순으로 크기가 증가

하였으며, 의치의 착용감과 발음 등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그리고 de Baat 등17은 의치접착제의 유지에 대

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구의치

와 새 의치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치

접착제의 사용했을 때, 새 의치와 구의치 모두

유의하게 유지력이 증가되었다. 새 의치에서 유

의성 있게 큰 값을 나타내었지만 대부분의 군에

서 상승효과는 구의치에서 더 두드려지게 나타

났다. 객관성 검사에서 관찰자내 신뢰지수는

0.91 였으며, 관찰자간 신뢰지수는 0.94 로 매우

높은 재현성을 가짐을 보여 주였다. 전통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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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적 관점에서 유지력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

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의치에서 유지력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사용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

은 아니다.

의치접착제의 효과는 유지력 뿐만이 아니라

의치의 동요도 측정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데, Grasso 등
18
은 의치 접착제의 도포시 Chewing

을 하는 음식과 biting을 하는 음식간에 서로 다

른 양상을 나타내었지만 모두에서 의치 움직임

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Hasegawa 등
19
은 의치접착제의 사용시 저작기능

과 유지 및 안정에 대한 효과를 여러가지 음식물

을 통해 알아보았다. 새 의치와 구의치 모두 의

치접착제를 도포했을 때 동요도의 감소를 보였

는데, 구의치의 경우 건포도를 저작할 때 매우

감소되었고, 저작시 회전운동 또한 새 의치와 구

의치 모두 접착제를 사용했을 때 유의성 있게 감

소됨을 보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의치의 유지력의 증가와 의치 동

요도의 감소는 저작효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Rendell 등20은 건전 치열을 가진 사람을 대조

군으로 하여, 저작빈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았다. 건포도의 저작빈도는 자연치열군에

서는 83.6±18.5 였고, 접착제를 바르지 않은 실험

군에서는 60.8±6.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착제

를 도포한 후에는 유의성 있게 저작빈도가 증가

되었으며, 좀더 규칙적인 저작주기를 띠게 된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Fujimori 등
21
은 의치장착자

의 점막상태에 따라 의치접착제의 사용이 저작

기능, 저작력, 저작수행력, 그리고 교근 활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지지조직의 상태와 접착제의 사용이 이들과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착제의 사

용은 지지조직의 상태와 상관관계는 있으나, 접

착제의 사용시 좀 더 일정한 저작주기를 보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로 볼 때 의

치접착제의 사용이 저작빈도와 저작주기의 규칙

성면에서도 호의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의치접착제의 유효 시간

의치 접착제 효력이 얼마나 지속되는 지에 대

한 몇몇 연구를 찾을 수 있다. 보통 제조사들의

설명서에 의하면 의치 접착제의 효과는 12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임상 연

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Grasso 등
18

은 하악 의

치와 상악 의치의 유지력에 대한 의치접착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10

명의 상하악 총의치 장착자를 대상으로 실험음

식을 chewing(건살구, 빵)과 biting(과자, 당근)으

로 분류하여 각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접착제

의 효과는 4시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상악의치가 하악에 비해 움직임이 적게 나

타났다. 또한 Ozcan 등22은 구의치와 새 의치를

대상으로 의치접착제의 효과가 유지되는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결과는 저작 및 음식물

섭취는 배재된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라는 한계

를 가지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 6시간까지 의

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

구를 통해 봤을 때,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효과

지속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치접착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유지

시간은 6시간 정도 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음식

물을 섭취할 경우 타액의 증가와 음식물에 의한

희석, 연하시 섭취 등의 요소들에 의해 좀 더 시

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적 유용성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의치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유지력과 안정성이 증가될 수 있으

며, 의치접착제는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 유지

력과 안정성의 증가와 동요도 감소, 전치부 절단

력의 증가, 저작의 규칙성, 편안함, 심리적 신뢰

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새 의치와

비교했을 때, 구의치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내었

지만 유지력와 안정성이 증가되더라도 적합이

좋지 않은 의치의 결함을 보완할 수는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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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러한 의치접착제의 오

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들에게 의치접착제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아무리 잘 제작된 의치라고 할지라도 지

지조직의 감소와 악간관계의 부조화 등에 의해

유지력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극단

적인 예를 들면 무치악환자의 상악 폐쇄장치 제

작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경우에는 의

치접착제가 추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된다.

위의 유지와 안정의 보조적인 역할 외에도 의

치접착제는 악간관계 채득시 기초상의 안정과,

납의치 시적시 부가적인 안정을 얻는데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다. 총의치 제작 과정중에 필연

적으로 해야 하는 언더컷의 블럭아웃과 레진의

수축은 시적상과 납의치의 안정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악간관계기록과 평가를 어렵게 한

다. 이 때 교합제와 납의치 시적과정에서 의치접

착제를 이용하면 수직고경의 변화없이 손쉽게

보상할 수 있어, 좀 더 정확한 악간관계 인기와

시적시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Fig. 3)

Fig. 3. It is difficult to record or verify of jaw

relationship with occlusion rim or trial

denture because of lack of their

stability. At this time, it is very helpful

to use small amount of the denture

adhesives.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많은 양의 접착제 사용

은 추천되지 않는다. 많이 사용할 경우 수화되면

서 팽창된 접착제가 수직고경의 변화를 야기하

고, 점막에 위해한 작요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

요하다.

하지만 의치 접착제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환

자, 적합도와 기능에 결함이 있는 의치, 의치접

착제를 관리할 만큼 의치 위생이 힘든 경우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합도가 떨어지는 의치의 결

함을 의치접착제로 보완하려 하는 것은 좋은 시

도가 아니고, 향후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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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Usefulness of Denture Adhe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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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ure adhesive is the material using for enhancing retention and function of the denture. For a long time, denture

adhesive was regarded as a repulsive material for dentist. However, it seems that the needs for using this is increasing.

This study was planned to recognize the denture adhesive about kinds, components, and action mechanism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also evaluate its clinical effect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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