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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 종류와 조합이 열중합 의치상 레진의 강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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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according to the fiber type and combination on the
reinforcement of heat-polymerized denture base resin. The heat-polymerized resin(Vertex RS, Dentimax, Netherlands) was
used in this study. Glass fiber(GL; ER 270FW, Hankuk Fiber Glass, Korea), polyaromatic polyamide fiber(PA; aramid;
Kevlar-49, Dupont, U.S.A.) and 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fiber(PE, polyethylene; P.E, Dong Yang Rope,
Korea) were used to reinforce the denture base resin specimens. The final size of test specimen was 64 mm×10 mm×
3.3 mm. The specimens of each group were stored in distilled water at 37oC for 50 hours before measurement. The
flexural strength and flexural modulus were measured by an universal testing machine(Z020, Zwick, Germany) at a
crosshead speed of 5 mm/min in a three-point bending mode. In this study, all fibers showed reinforcing effects on
denture base resin(p<0.05). In terms of flexural strength and flexural modulus, glass fiber 5.3 vol.% showed most
effective reinforcing effect on heat polymerized denture base resin. For flexural modulus, PA/GL was the highest in
denture base resin specimen for hybrid FRC using two combination (p<0.05). Glass fiber 5.3 vol.% and PA/GL are
considered to be applied effectively in reinforcing the heat polymerized denture base resin.

Key words Denture base resin, Fiber-reinforced composite(FRC), Glass fiber, Polyaromatic polyamide fiber, Polyethyl-
ene fiber

서 론

현재 임상에서 총의치나 가철성 국소의치 제작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치상 재료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

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PMMA) 레진으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물리적 성질, 우수한 심미성과 조작의 편리

성, 구강 내 환경에서의 안정성, 경제성 등 많은 장점이

있다1-3). 그러나 PMMA로만 제작된 레진 의치상은 충격

이나 피로에 의해 파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아직까지 풀

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4). 의치상의 파절은 상악이 하

악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은 빈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5), 특히 상악 의치상 파절은 주로 순측절흔과

연결되는 전후방 구개정중선부위에서 발생한다6,7). 

의치의 파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진 의치상을 강화하

는 방법은 금속 와이어나 mesh를 첨가하는 것이다8). 금

속 와이어나 mesh를 이용하여 레진 의치상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

며, 고강도의 금속이 의치상 레진의 굴곡강도와 충격강도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11). 그러나 금속 강화재

의 경우 레진 기질과의 결합력이 떨어지고, 응력집중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금속 고유의 색 때문에 심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12-14). 의치상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

법은 섬유를 의치상 레진에 첨가하여 강화한 섬유강화 복

합재료(fiber-reinforced composite; FRC)를 이용하는 것

이다.

FRC는 레진 기질의 기계적인 성질을 강화시키기 위하

여 분산상(dispersed phase)인 섬유를 레진에 포매한 형태

의 복합재료이다. 많은 복합재료는 두 개의 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상은 화학적으로 다르고, 분명한 경계에

의해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15,16). FRC에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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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로는 탄소(carbon) 섬유, 유리(glass) 섬유, 폴리아로

마틱 폴리아마이드(polyaromatic polyamide; 아라미드)

섬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UHMWPE) 섬유 등이 있다. 탄소 섬유는

높은 비탄성률(specific modulus)과 비강도(specific strength)

를 가지고 있으며, 스포츠와 여가용 장구(낚시대, 골프채),

군용 및 상업용 항공기의 고정 날개와 헬리콥터 날개, 몸

체 등의 부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16). 탄소 섬유는 의치

상 레진의 기계적 성질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어

두운 색상이 심미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연마에도 어려움이 있다17,18). 유리 섬유는 강도가 강하며,

주로 자동차와 보트의 몸체, 플라스틱 파이프, 저장 탱크

등의 제작에 이용되어 왔다16). 유리 섬유는 PMMA레진

의 파절저항성과 물리적 성질을 향상시키며, 심미성을

유지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8,19,20). 아라미드 섬유는 듀퐁사의 Kevlar 섬유가 대표

적이며, 고강도 고강성 재료로, 방탄 제품, 스포츠 용품,

타이어 등에 사용되고 있다16,21). 아라미드 섬유는 PMMA

에 적용 시 파절저항성이 증가하였으나22), 노란색을 띄기

때문에 심미성이 강조되는 부위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23,24). 폴리에틸렌 섬유의 경우 최근 치과재료에 응용

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어 계속가공의치의 제작, 치주용

splint, 포스트, 교정용 장치의 보강, 그리고 의치상의 보강

등에 사용하고 있다23,25-28). 

FRC의 물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섬유의 종류, 섬

유의 직경과 길이, 섬유와 레진의 함량비, 섬유의 위치와

배열 방향성(orientation), 레진 기질과 섬유의 접착강도,

섬유가 레진에 pre-impregnation 되었는지의 여부 등이

있다29-31). 새로운 섬유강화 복합재료인 hybrid FRC는 2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섬유가 같은 기질에 섞여 있는 것으

로, 한 가지 종류의 섬유를 사용한 것보다 더 좋은 특성

조합을 가지게 된다16).

지금까지 섬유의 종류, 길이와 함량1,23,32), 섬유의 위치

와 방향성3,18,33), 섬유의 pre-impregnation34,35)에 따른 강화

효과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서

로 다른 종류의 섬유 조합에 따른 의치상 레진의 강화 효

과를 평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FRC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섬유의 종류와 서로 다른 섬유의 조합에 따른 열

중합 의치상 레진의 강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다. 열중합 의치상 레진에 유리 섬유, 아라미드 섬유, 폴

리에틸렌 섬유를 각각 단독으로 2.6%, 5.3%의 부피비로

첨가하여 섬유의 종류에 따른 강화효과를 평가하고, 섬유

를 두 가지씩 조합한 hybrid FRC로 제작하였을 때, 동일

함량의 단독 섬유 FRC에 비해 굴곡성질이 더 우수한지

그리고 가장 우수한 강화효과를 나타내는 조합이 무엇인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재료 및 방법

1. 시편제작

시편 제작은 국제표준 제 20795-1 호 치의학 - 베이스

폴리머 - 제1부 : 의치상용 폴리머(ISO 20795-1:2008,

Dentistry–Base polymers–Part 1: Denture base polymers)

를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치상 레진은 열중합형 레진(Ver-

tex RS, Vertex Dental B.V., Zeist, Netherlands) 이었다.

시편의 강화에 사용한 3가지 섬유는 유리 섬유(E-glass;

ER 270FW, Hankuk Fiber Co., LTD, Milyang, Korea),

폴리아로마틱 폴리아마이드 섬유(아라미드; Kevlar-49,

Dupont Co., Inc, DE, U.S.A.), 폴리에틸렌 섬유(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P.E, Dong Yang Rope

Mfg, Co., LTD, Busan, Korea)이었다(Table 1). 각각의

섬유는 시편에 첨가 시 용이하도록 한 방향으로 균일하게

배열한 후 열중합 의치상 레진을 분말 3g/ 액 9g으로 묽

게 혼합하여 미리 고정시키고 길이 64mm × 폭 50mm로

잘라 준비하였다. 

의치용 플라스크에 길이 65 mm ×폭 50 mm ×두께 5 mm

의 황동판을 석고로 플라스킹 후 황동판을 제거하여 주형

을 형성하였다. 플라스크에 형성된 주형에 열중합 의치상

레진을 분말 4 g/ 액 8 g으로 혼합하여 붓고 그 위에 길이

64 mm ×폭 50 mm로 자른 각 섬유를 조합에 따라 각각

위치시켜, 주형의 레진에 섬유를 적셨다. 섬유의 윗부분,

즉 주형의 나머지 부위는 열중합 의치상 레진을 제조사의

지시대로 분말 12.9 g/ 액 5.7 g으로 30초간 혼합한 후 병

상기가 되었을 때 채웠다. 레진이 전입된 플라스크를 수

조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려 74oC에서 2시간 동안 중

합한 뒤 100oC에서 1시간 중합하였다. 수조에서 꺼내 30

Table 1. Fibers used in the study and the measured density, fiber diameter and tenacity

Fiber Group Brand name Manufacturer
Density
(g/cm3)

Fiber diameter
(denier)

Tenacity
(g/denier)

Glass GL ER 270FW
Hankuk Fiber Co., LTD, 
Milyang, Korea

2.21
(0.02)

2.97
(0.44)

11.44
(1.91)

Polyaromatic
polyamide

PA Kevlar-49
Dupont Co., Inc,
DE, U.S.A.

1.28
(0.00)

1.42
(0.10)

23.37
(2.14)

Polyethylene PE P.E
Dong Yang Rope Mfg. Co., 
LTD, Busan, Korea

0.95
(0.01)

3.59
(0.54)

11.73
(1.61)

*The number in parentheses means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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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상온에 위치시키고, 흐르는 물에 15분간 놓아두었다.

중합이 끝난 후 플라스크에서 제거한 시편은 연마기

(Grinder-polisher, METASERV, Buehler, Coventry, England)

를 이용하여 SiC 연마지(200, 400, 600, 800, 1200번)로

길이 64 mm ×폭 50 mm ×두께 3.3 mm가 되도록 양면

을 순차적으로 연마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저속 절단기

(Low speed saw, ISOMET, Buehler, Lake Bluff, Illinois)

를 이용하여 국제표준규격 제 20795-1 호(ISO 20795-

1:2008) 기준에 맞춰 길이 64 mm ×폭 10 mm ×두께

3.3 mm이 되도록 절단하였다(Fig. 1). 대조군으로 열중합

의치상 레진으로만 제작한 시편(Control)도 제작하였으며,

각 군당 시편 수는 7개씩이었다. 

각 섬유의 밀도와 무게를 Density Determination Kit

(YDK01, Sartorius, Goettingen, Germany)으로 측정하여

부피를 계산하였다. 단일 섬유 FRC 제작을 위해서 유리

섬유(GL), 아라미드 섬유(PA), 폴리에틸렌 섬유(PE)를 각

각 시편 전체 크기에 대한 부피비 2.6%, 5.3%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두 가지 섬유의 조합으로 구성된 hybrid FRC

제작은 GL/PA, GL/PE, PA/GL, PA/PE, PE/GL, PE/PA로

두 개씩 조합하여, 시편 전체 크기에 대한 총 부피비

5.3%의 6가지 조합을 제작하였다.

2. 3점 굴곡강도

제작된 시편은 실험을 할 때까지 밀폐된 용기 내에 증

류수를 담아 37oC에서 50시간 동안 보관하였다. 만능시험

기(Z020, Zwick, Ulm, Germany)를 이용하여 시편이 섬

유가 위치된 쪽이 인장력이 가해지는 하방에 오도록 하여

3점 굴곡강도(flexural strength)와 굴곡계수(flexural mod-

ulus)를 측정하였다(Fig. 2). 지지대간의 거리는 50mm,

crosshead speed는 5mm/min이었다. 굴곡강도(σ)와 굴곡

계수(E)의 계산식은 국제표준규격 제 20795-1호(ISO

20795-1:2008)에 따라 다음과 같다. 

σ = 3Fl/2bh2

F : 시편에 가해진 최대 힘 (N)

l : 지지대간의 거리 (mm)

b : 물에 보관하기 전 측정된 시편의 폭 (mm)

h : 물에 보관하기 전 측정된 시편의 두께 (mm)

E = F1l
3/4bh3d 

F1 :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직선구간에서의 한 점에 대

한 힘 (N)

d : 에서의 굴곡 (mm)

l, b와 h : 위와 동일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SPSS 12.0; SPSS GmbH,

Munich, Germany)을 이용하였다. 모든 실험군과 대조군

의 굴곡강도와 굴곡계수를 one-way ANOVA로 신뢰수준

95%에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α=0.05). 

결 과

1. 굴곡강도

섬유를 첨가한 모든 실험군의 굴곡강도는 대조군에 비

해 유의한 강화효과를 보였다(p<0.05). 단독 섬유 FRC에

서는 5.3% GL 섬유군의 굴곡강도가 209.41 MPa, 5.3%

PE 섬유군은 200.95 MPa로 나타나, 5.3% PA섬유군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 섬유 FRC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

(p<0.05). 두 가지 섬유 조합 hybrid FRC의 경우 단독 섬

유 FRC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5.3% GL, PE 섬유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p>0.05). 

Fig. 1. Schematic diagram of test specimens used in the
study. The specimens were cut to size of 64 mm × 10 mm ×
3.3 mm.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specimens in three-point
flexural strength test in the study.

Fig. 3. Flexural strengths of denture base resins with reinforced
three type fibers of various combination. The superscripts with

the same lette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one way

ANOVA at α=0.05.



448 Effect of Fiber Type and Combination on the Reinforcement of Heat Polymerized Denture Base Resin

2. 굴곡계수

굴곡계수의 경우 섬유를 첨가한 모든 실험군이 대조군

에 비해 유의한 강화효과를 보였다(p<0.05). 단독 섬유

FRC의 경우 5.3% GL섬유군의 굴곡계수가 4.82 GPa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나머지 단독 섬유 FRC와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 두 가지 섬유 조합 hybrid FRC의 경

우 PA/GL 섬유군이 5.15 GPa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나머

지 실험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단독 섬유 FRC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5.3% GL 섬유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5). PE/GL, PE/PA 섬유군의 경우 단독 섬유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5.3% GL 섬유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

가 없었다(p>0.0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열중합 의치상 레진에 유리 섬유, 아라

미드 섬유, 폴리에틸렌 섬유를 2.6%, 5.3% 부피비로 첨가

하여 섬유의 종류에 따른 강화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종류의 섬유를 두 가지로 조합한 hybrid

FRC를 열중합 의치상 레진에 첨가하여 동일 함량의 단독

섬유 FRC에 비해 굴곡성질이 더 우수한지 평가하여, 가

장 우수한 강화효과를 나타내는 조합을 찾아내고자 하였

다. 

의치상 레진의 강화를 위해 유리 섬유, 아라미드 섬유,

폴리에틸렌 섬유를 단독 또는 서로 다른 섬유를 조합하여

첨가한 모든 실험군의 굴곡강도와 굴곡계수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강화효과를 나타냈다. 단독 섬유 FRC에서는

굴곡강도와 굴곡계수 면에서 5.3% 부피비의 유리섬유가

가장 높은 강화효과를 나타냈다. John 등1)의 연구에서도

유리 섬유, 아라미드 섬유, 나일론 섬유 중에서 유리 섬유

의 굴곡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형태로 첨

가한 유리 섬유가 의치상 레진의 굴곡강도와 굴곡계수의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많은 연구가 있다2,8,18,19). 

유리 섬유는 높은 인장 강도를 가지며, 심미성도 뛰어

나고 화학적으로도 안정적이고16,18,23), 아라미드 섬유는 고

강도, 고강성 재료로 인성, 충격저항, 피로 저항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16). 또한 폴리에틸렌 섬유는 생체 적합성을

보이고, 높은 강성과 강도를 가진다36,37). 이러한 각 섬유

의 장점을 이용하여 섬유를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생

시켜 의치상 레진의 강화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

고, 서로 다른 섬유를 두 가지로 조합한 hybrid FRC를 제

작하였다. 두 가지 섬유를 조합한 hybrid FRC의 굴곡강

도는 PE/GL 섬유군을 제외하고 단독 섬유 FRC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단독 섬유 FRC에서 가장 높

은 강화효과를 보인 부피비 5.3% GL, PE섬유군과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PA/GL 섬유군의 경우 굴

곡계수에서 단독 섬유 FRC에서 가장 높은 강화효과를 보

인 부피비 5.3% GL섬유군보다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나

열중합 의치상 레진의 강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섬유를 조합하여 의치상 레진에 첨가하여 강화효

과를 평가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시행된 바가

없어 본 연구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본 실험과

레진 기질은 다르지만 직접 제작한 복합레진에 유리 섬유,

폴리아마이드 섬유, 폴리에틸렌 섬유를 다양한 함량과

hybrid FRC로 첨가한 손 등38)의 실험에서는 hybrid FRC

Table 2. Mean values of flexural strengths of denture base resins with reinforced three type fibers of various combination(n=7)

Control
GL

2.6%
GL

5.3%
PA

2.6%
PA

5.3%
PE

2.6%
PE

5.3%
PA/
GL

PE/
GL

GL/
PA

PE/
PA

GL/
PE

PA/
PE

Mean 100.41 158.69 209.41 175.23 192.88 148.83 200.95 219.58 192.27 212.18 220.88 217.86 209.17

Standard
deviation

2.81 7.81 4.80 23.83 10.41 4.51 8.21 14.32 18.08 24.19 32.74 23.88 16.92

Fig. 4. Flexural modulus of denture base resins with reinforced
three type fibers of various combination. The superscripts with

the same lette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one way

ANOVA at α=0.05.

Table 3. Mean values of flexural modulus of denture base resins with reinforced three type fibers of various combination(n=7)

Control
GL

2.6%
GL

5.3%
PA

2.6%
PA

5.3%
PE

2.6%
PE

5.3%
PA/
GL

PE/
GL

GL/
PA

PE/
PA

GL/
PE

PA/
PE

Mean 2.56 4.07 4.82 4.02 4.02 3.16 3.70 5.15 4.49 3.89 4.54 4.31 4.10

Standard
deviation

0.03 0.11 0.06 0.48 0.12 0.14 0.10 0.31 0.29 0.23 0.46 0.49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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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 함량에서 가장 높은 굴곡강도와 굴곡계수를 나타

낸 단독 섬유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낮게 나타나 우

수한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3점 굴곡모드에

서 힘이 가해질 때, 강화재가 첨가되지 않은 동질의 레진

시편의 경우 neutral axis는 시편의 중앙에 위치하고, 시편

의 neutral axis 하방에서 인장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시편

에 강화섬유가 첨가되어 섬유층과 레진층으로 나눠진 구

조가 되면 neutral axis는 섬유층 쪽으로 움직인다3,18).

Hybrid FRC의 개념이 정확히 적용되려면, neutral axis를

찾아 그 하방에 인장력에 저항성이 큰 섬유를 위치시키고,

그 상방에 압축력에 저항성이 강한 섬유를 위치시켜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시편제작 시 단일, 두 겹으로 층층이

쌓은 섬유를 시편의 가장 바닥에 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주로 인장력이 가해지는 부분에 섬유가 집중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neutral axis 지점을 고려하여 섬유의 종류에

따라 압축력과 인장력에 효과적인 섬유를 더 정확하게 평

가하고, 압축력이 가해지는 부위와 인장력이 가해지는 부

위에 저항성이 강한 hybrid FRC 제작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섬유의 조합에 따른

강화효과를 비교하였으나,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섬유

의 조합도 의치상 레진의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hybrid FRC 조건

을 찾기 위해, 섬유의 종류뿐만 아니라 다른 배열(orienta-

tion)을 가진 섬유의 조합을 통해 최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hybrid FRC를 제작해볼 필요가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열중합 의치상 레진에 유리 섬유, 아라

미드 섬유, 폴리에틸렌 섬유를 2.6%, 5.3% 부피비로 첨가

하여 섬유의 종류에 따른 강화효과를 평가하고, 각 섬유

를 두 가지로 조합한 hybrid FRC를 제작하여 동일 함량

의 단독 섬유 FRC보다 굴곡성질이 더 우수한지 평가하고

자 하였다.

단독 섬유 FRC에서는 5.3% 부피비의 GL, PE 섬유군

의 굴곡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두 가지 섬유 조합FRC의 굴곡강도는 단독 섬유 FRC보

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5.3% GL, PE 섬유군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독 섬유 FRC의 굴곡계수는 5.3% 부피비의 GL 섬유

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가지 섬유 조합FRC의 굴곡계수는 단독 섬유 FRC의

5.3% GL 섬유군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열중합 의치상 레진의 강화를 위해 섬유를 단독으로 이

용할 경우 5.3% 부피비로 첨가한 유리 섬유가 굴곡강도

와 굴곡계수 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섬유 조합FRC의 경우 굴곡강도 면에서는

강화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굴곡계수 면에서 볼 때 유리

섬유를 하방에 아라미드 섬유를 그 상방에 위치 시킨 조

합을 의치상의 강화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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