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

낮은 중합 수축

Brush 기법시 완벽한 처리

유리한 흐림과 젖음성

잔류물 없이 소환

높은 경도

와 강도

빠른 경화 시간

기존 축성된 레진에 완벽하게 접착

Pattern Resin LS 다이의 완벽한 
체적 안정성

잇점

완벽한 적합

쉽고, 정밀한 적용
큰 기공물에도 어려움 없이 쉽게 적용
경화가 빠르지만 쉽게 붓으로 적용 용이
경제적

간편한 작업성
적용한 이외 부위로 낮은 흐름성
균일한 레진 제작
최적의 붓 적용성
효율성과 경제성

균일한 주조성

각 적층시의 높은 안정성
Bur로 쉽게 정밀 표면 조정 가능
연마 및 밀링 후의 부드러운 표면

시간 절약 및 경제적

균일하고 부드러운 정밀 변연 재현성

수시간,수일 후에도 체적 안정성과 
실온에 의한 영향 안받음

Working time(23° C)

Setting time(23° C)

Flexural strength(27° C)

Polymerization shrinkage after 30 min

Polymerization shrinkage after 24 h

2-3min

4min

63Mpa

0.36%

0.37%

Pattern resin LS를 이용한 기존 Clasp에 맞게 

정밀한 Surveyed crown 제작하기

특징

정밀 부착

C&B technique

납착

Electroforming (Galvano)

국소의치 모형

Implant technique

잇점

이중관, 밀링 바
정밀부착 제작
레진 다이
Pick up 인상을 위한  금관 고정

Inlays, onlays
Adhesion bridges (Maryland)

납착을 위한 고정

Resin dies for electroforming technique

clasp이나 bar 수리 제작
Implant technique

custom abutment 제작
Implant 교합인기
Intra-oral splinting of transfer abutments
상부구조

사진 3은 밀링된 임플란트 abutment에 외관

을 제작하기 위하여 Pattern resin을 사용하

고 있는 사진이다. 두 개 모두 쉽게 레진의 적용

이 가능하였지만 Pattern resin LS가 수축이 

낮아서 제거가 용이하였고 높은 강도로 bur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trimming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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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재료는 나날이 개발, 발전하여 많은 임상

가, 기공사 그리고 환자들 모두에게 만족스런  

치료를 제공한다.특별히 재료, 장비 및 기술의 

발전은 기공사들에게 정밀하고 심미적인 수복과 

더 나아가서 자연스러움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구

강 내 상태를 정확하게 기공실로 전달하는 작업

은 치과의사-기공사 간의 만족스런 팀워크를 

더욱 확실하게 하여 정밀 수복을 가능하게 한

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처음 Pattern resin

을 접하고서 그 정밀성과 취급의 용이성 등으로 

매일의 치료에 필수적인 재료로서 사용하고 있

다. 최근 다시금 보다 정밀한 Pattern resin 

LS가 개발, 소개되어서 기존의 레진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물성을 보여 주고 있다.(사진 1) 특

히 레진의 가장 큰 문제인 중합 수축이 기존 제

품의 0.67%에서 0.36%로 크게 개선되어서 

다양한 증례에 적응이 가능하게 되었다.(표 1)

물론 기존 제품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런 임상 결

과를 일정하게 얻었었지만 신제품은 수축율이 

낮아서 정밀한 제작이 가능하며 특히 passive 

fit이 요구되는 임플란트 보철이나 이중관 보철

에서 그 장점을 잘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사진으로 기존 제품 및 타사 제품과 그 

정밀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사진 2에서 A는 Pattern resin LS이고 B는 

기존의 Pattern resin이고 C는 타사 제품이

다.C는 두 시편에 비하여 기포가 매우 많이 발

생하고 변연의 정밀도가 낮아 보인다.그러나 A, 

B 두 제품에는 큰 차이가 안보이지만 작업성에 

있어서 Pattern resin LS가 더 우수하였고 기

포의 발생이 현저히 적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붓으로 적층시에 취급이용이하고 미세한 

부분에서도 작업성이 우수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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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노란 화살표가 내면의 기포를 보여주는데 

물론 조작 방법에 따라서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A의 경우는 쉽게 기포 발생 없이 균일한 제작이 

가능하였다.(사진4)

특히 이 제품은 brush on technic에 적용하

기 좋아서 레진 다이제작, 납착을 위한 고정, 

밀링, 코아 축성, 접착 보철물 제작, 이중관 보

철의 외관 제작, 임플란트 등에 다양하게 적용

할 수 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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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간혹 임상에서 접하는 당혹스런 경우 중의 하나인 기존 국소의치에 surveyed crown을 쉽고 정확하게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

반적으로는 surveyed crown을 먼저 제작하고 거기에 맞게 clasp 국소의치를 제작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장기간 사용하거나 교합면 삭제 부족으로 인

한 교합면 천공, 지대치의 이차 우식 등으로 기존 crown이 실패하여 내원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문헌에 이 경우에 crown을 제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또한 대부분은 기존 국소의치

도 같이 기공소에 보내야 하므로  제작 기간 동안은 저작, 심미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교합 상태로 레진의 중합을 기다

린 후에 구강 내에서 제거해서 clasp 및 

occlusal rest 안쪽으로 레진이 충분히 잘 

흘러들어 갔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붓으로 첨가하여 충분히 채우고 중합 후에 제

거한다. 간혹 clasp 외면으로도 레진이 넘

쳐서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bur로 제거한 

후에 하면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사진 7)

제거된 cap을 다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다. 화살표가 가르키는 부위가 다른 부위보

다 반짝이는데 이 부분이 clasp에 접촉하는 

부분이다.(사진 8)

이번에는 Pattern resin을 이용해서 쉽고 편

하게 그리고 정확한 surveyed crown의 재제

작 방법을 사진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하악 국소의치 지대치의 구치부 crown 교합면 

천공의 구강내 사진이다. 지대치 상태는 약간의 

이차 우식이 있지만 지대치로써 계속 사용이 가

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지대치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삭제하고 인상을 채득한다.(사진 5)

인상체를 이용해서 작업 모형을 제작하고 변연 

작업을 한 후에 Pattern resin LS를 이용해서 

resin cap을 제작한다. 이때 변연부에 정밀하

게 적합되게 cap을 제작할 필요는 없지만 내면

에 긴밀하게 적합되는 cap이 되어야 한다. 신

제품은 수축이적어서 cap 제작 후에 다이에 손

상 없이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작된 

cap을 준비하고 환자를 다시 내원토록 하여 레

진 cap을 구강 내에 장착하고 그 위에 국소의

치를 장착한다. 이때 clasp이 cap에 걸려서 

안착이 안되면 cap을 약간 삭제하여 안착이 되

는지 확인한다. 그 후에 clasp 내면으로 레진

을 붓을 이용해서 적층시킨다.(사진 6) 

충분히 형태를 조작한 다음에 통법에 따라서 

매몰, 주조한다. 주조 후 연마하고 clasp에 

적합을 확인한다. 전과정을 정밀하게 한 경

우에는 특별한 조정 없이 clasp에 적합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간혹 약간의 형태 수정

으로 사진과 같이 적합을 얻을 수 있다.

(사진 10)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기존 국소의치를 계속 사

용이 가능하므로 환자에게 매우 만족스런 결과

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붓을 이용해서 조작

하기가 용이하고 수축이 낮은 Pattern resin 

LS의 장점 중의 하나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임

상 및 기공과정에서 이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계속 이 부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자 한다.

이제 교합기에 부착된 상태에서 앞 사진의 화

살표가 가르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

분에 왁스 조각을 해서 치아 형태를 만든다. 

변연부는 레진 보다는 최종 매몰 직전에 왁스

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수한 적합을 얻을 수 

있다.(사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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