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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치열밀집 모형에서 3종류의

인상재를 이용한 인상채득의

정확성 분석

홍 용 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구강해부학 전공

(지도교수 박영석)

목 적 : 구강 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탄성 인상재를

이용한 인상채득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치

열궁의 crowding 정도에 따라 인상재가 찢어지거나 악궁을 정확히

인기하지 못할 수 있고, 특정 부위가 변형되는 등 획득 정확성에 차

이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crowding이 있는 치열궁에 대한 인

상 정확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바, 본 연구에서는 3종류의

인상재를 사용하여 부정교합 정도에 따른 인상채득의 정확성을 비

교 분석하였다.

방 법 : 본 연구에서는 crowding이 없는 정상적인 치열궁과

crowding이 심한 부정교합 모형을 임의로 제작한 후, 이를 3종류의

인상재를 이용하여 인상채득을 시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인상재는

알지네이트(Aroma fine plus, GC Co., Tokyo, Japan), 부가중합형



실리콘(ImprintTM II, 3M ESPE, MN, USA), 폴리이써(Impregum

Soft, 3M ESPE, MN, USA)의 3종류이며, 알지네이트는 기성 금속

트레이를, 실리콘과 폴리이써는 개인트레이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통법에 따라 각 실험모형에 대한 인상채득을 18회씩 시행하여 각

종류별로 18개씩의 석고모형을 제작하였다. 각각의 석고모형은 3차

원 스캐너(Identica Blue, Medit, Seoul, Korea)로 스캔하여 STL 파

일을 추출하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Rapidform 2004, 3D Syste

ms, SC, USA) 상에서 3차원 계측 및 중첩을 시행하였다.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준값과의 차이의 절대값을 종속변수로 지정하

고, ANOVA test와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시행하여(p=0.05)

crowding의 유무와 각 인상재 종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 과 : 측정항목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3종류의 인

상재 모두에서 crowding이 있는 경우에서 기준값과의 차이의 절대

값이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 정상 치열궁을 가진 모형의 인상채득에

서는 전반적으로 실리콘, 폴리이써 등으로 채득한 모형에서 기준값

과의 차이의 절대값이 작은 경향을 보였으나, crowding이 심한 치열

궁을 가진 모형에서는 측정항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알지네

이트를 사용한 모형의 기준값과의 차이의 절대값이 더 작은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결 론 : 치열궁의 crowding의 정도에 따라 인상재의 재현성에 차이

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crowding이 심한 치열궁의 경우 기존의 인상

재를 사용한 인상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

주요어 : 인상재, 치열밀집, 인상채득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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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구강 내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획득하는 것은 성공적인 치과치료

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정보 획득을 위해 반유동

성 재료를 트레이에 담아 구강 내에 넣어 경화시켜 음형을 얻고, 치

과용 석고를 주입하여 모형을 제작하는 인상채득 방법이 전통적으

로 사용되어 왔다.1,2 다양한 종류의 인상재가 존재하나, 환자의 구강

내에서 제거할 때 치아와 주변조직의 언더컷에 의한 변형이 최소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탄성인상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탄성 인상재로 비가역성 하이드로콜로이드인 알지네이트, elastomer

중에서 부가중합형 실리콘, 그리고 폴리이써 등이 있다.3

이러한 재료들은 인상채득 시의 조건에 따라 각각의 정확도가 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4-8 또한 전통적인 방식은 인상체 및 모형의 변형, 환자의

불편감, 보관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강스캐너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9-12

그러나 구강스캐너는 아직까지 무치악 인상에 사용되기 어려우며,

정확성 및 신속성 측면을 볼 때 전악 인상과 같은 넓은 부위에서

아직까지 기존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Patzelt, Mehl 등은 전악 스캔의 경우 부분악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

진다고 하였으며,13,14 Flügge등은 구강스캐너를 사용했을 때 치간 사

이 인접면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구치부에서의 편차가 전치부,

소구치부보다 크다고 하였다.15 또한 Kim 등은 구강스캐너 iTero와

Trios를 사용하여 전악 인상채득을 시행했을 때의 소요시간이 각각

24분과 14분으로 보고하였는데,16 알지네이트 및 고무인상재의 평균

적인 작업시간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치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상재를 이용한 정확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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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득 과정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치열궁의 crowding이 심하거나 개개 치아의 경사가 과도한

경우 등의 부정교합이 있는 환자에게 인상채득을 하게 되는 경우,

인상재가 찢어지거나 정확히 인기하지 못할 수 있고, 특정 부위가

변형 혹은 변성되는 등 구강 인상 정확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통상적으로 I급 부정교합의 발치 여부 진단 시에 치열궁이나 치아

밀집도를 평가하기 위해 arch length discrepancy(ALD)를 사용하는

데17-18, ALD 양에 따라서 crowding을 경도, 중등도, 고도로 분류해

오고 있다.19 중등도 이상의 심한 crowding의 경우 인상용 트레이가

잘 맞지 않아 정확한 형태를 인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상체가

잘 빠지지 않거나 제거과정 중 변형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환자에

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 수많은 crowding 양상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crowding 정도에 따른 여러 인상재의 인상채득 정확성은 아직

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인상재의 변형을 비교하기 위해 개별

die를 이용하거나 부분악 혹은 편악을 대상으로 하거나,20-22 전악이

지만 crowding이 없는 정상 악궁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

었고,23 치간유두의 소실로 언더컷이 발생한 경우의 인상체의 체적변

화를 관찰한 연구는 있었으나24 crowding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을

연구한 것은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종류의 인상재를 사용하여 crowding 정도에

따른 인상채득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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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주모형의 제작

본 연구에서는 2종류의 주모형을 제작하였다. (Fig.1)

Group 1. crowding이 없는 정상 모형

Group 2. 전치부 crowding 모형 (ALD = 8mm)

주모형 제작을 위해 각각의 Group에 해당하는 표준적인 주모형 형

태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상에서 디자인 하였고, 이를 3D printer

를 이용하여 printing하였다. printing에 사용된 재료는 clear resin으

로, 석고모형을 사용할 경우 반복된 실험으로 인해 모형이 파손되어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 인상채득

본 연구에서는 3종류의 인상재를 사용하여 각각 18회씩 레진 주모

형의 인상을 채득하였다. (n=18)

① 알지네이트(Aroma fine plus, GC Co., Tokyo, Japan)

② 부가중합형 실리콘(ImprintTM II, 3M ESPE, MN, USA)

③ 폴리이써(Impregum Soft, 3M ESPE, MN, USA),

알지네이트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혼수비를 조절하였으며, 진공

혼합기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후 천공된 메탈 트레이(GC,

Tokyo, Japan)에 담아 2분간 유지하였다. 경화 후 인상체 제거시 트

레이를 최대한 신속히 제거하여 변형을 최소화하였다. 부가중합형

실리콘과 폴리이써의 경우 정확한 인상채득을 위해 균일한 인상재

공간을 부여하고자 하였고, Baseplate wax(Kerr Co., CA, USA)를

모형에 균일한 두께로 적합시켜 약 3mm 정도의 공간을 만든 다음

아크릴릭 레진(Vertex Trayplast NF, Vertex Dental, Soester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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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erlands)을 이용한 맞춤형 개인트레이를 제작하여 24시간 이상

경과 후 사용하였다. 개인트레이 인상채득 15분 전에 트레이 내면에

인상재 접착제(Adhesive, GC, Tokyo, Japan)를 도포하였으며, 1인의

보조자가 트레이에 medium body를 담고 술자는 시린지에 light

body를 모형에 주입한 후 5분간 경화시켰다. 폴리이써의 경우 숙련

된 보조자가 인상재를 혼합하여 트레이에 담고, 술자는 시린지에 담

긴 인상재를 모형에 주입하여 마찬가지로 5분간 경화시킨 후 모형

에서 제거하였다.

3. 석고모형 제작

알지네이트 인상재의 경우 인상채득 직후 치과용 경석고

(Hi-Koseton, Maruishi, Osaka, Japan)를 진공 혼합하여 모형을 제

작하였으며 혼수비 및 혼합시간은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였

다. (Fig.2) 부가중합형 실리콘과 폴리이써 인상재는 상온에서 1시간

보관 후 IV형 초경석고(MG Crystal Rock, Maruishi, Osaka, Japan)

를 이용하여 모형을 제작하였다. 모든 모형은 1시간 후 완전히 경화

가 이루어진 후에 분리하였다.

4. 석고모형의 3차원 스캔

얻어진 석고모형에 대하여 탁상용 3차원 스캐너인 Identica

Blue(Medit, Seoul, Korea)를 이용하여 3차원 스캔을 시행하였고

(Fig.3), 얻어진 모형의 3차원 데이터는 STL(stereolithography) 파

일로 변환되어 프로그램 상에서 분석하였다. (Fig.4)

5. 측정

본 연구에서는 얻어진 STL 파일을 역설계 프로그램(Rapidform

2004, 3D Systems, SC, USA) 상에서 분석하였다. 각각의 crow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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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의 디지털 모형의 특정 부위 간 거리를 계측하여 인상재의 종

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통상적으로 모형계측에 쓰이는 기준

점들을 사용하였고,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1명의 조사자가 계측

을 시행하였으며 계측 부위는 다음과 같다. (Fig.5)

1. 좌, 우측 측절치 간 근심우각 사이의 거리 (12M-22M)

2. 좌, 우측 견치 교두정간 거리 (13-13)

3. 좌, 우측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정간 거리 (16M-26M)

4. 우측 견치 교두정과 우측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정간 거리

(13-16M)

5. 좌측 견치 교두정과 좌측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정간 거리

(23-26M)

6. 우측 중절치 근심우각과 좌측 제1대구치 근심협측 교두정간 거

리 (11M-26M)

7. 우측 측절치 원심우각과 우측 제1대구치 근심협측 교두정간 거

리 (12D-16M)

8. 좌측 측절치 원심우각과 좌측 제1대구치 근심협측 교두정간 거

리 (22D-26M)

9. 좌측 중절치 근심우각과 우측 제1대구치 근심협측 교두정간 거

리 (21M-16M)

각 참고점을 기준으로 측정된 주모형의 거리를 기준값으로 실험군

의 모형에서 측정된 거리와의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이를

crowding 유무, 인상재 종류에 따른 변형 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동일 crowding group에서, 원본 STL 파일과 3종류의 인상재 STL

파일을 best fit 알고리즘에 따라 중첩하여 변형이 발생하는 주요 부

위와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best fit 알고리즘은 두 STL 파일의 3

차원적인 거리를 측정한 후 최소한의 편차를 갖도록 자동적인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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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color map을

통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Fig.6)

6.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3종류의 인상재를 대상으로 crowding 정도에 따른

변형을 비교하기 위해 SPSS 18.0(IBM, Armonk, NY, USA)를 사용

하여 95% 유의수준(p=0.05)으로 independent sample t-test와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 test)를 시행하였고, Tukey HSD test

를 통해 유의성을 사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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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연구 결과 3종류의 인상재 모두에서, 기준값에 대한 편차 절대

값의 정상교합과 부정교합간 평균 비교를 위해 실시한 independent

sample t-test의 결과는 모든 측정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인상재의 종류와 관계없이 crowding

이 있는 경우에서 정확도가 낮았으며, crowding이 없는 정상 모형에

비해 더 많은 변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7,8)

인상재간의 정확성을 상호 비교한 일원분산 분석의 결과에서 정상

교합 모형의 경우, 16M-26M과 11M-26M 항목을 제외하고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정 교합 모형의 경우 23-26M

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사후 분석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모형의 인상채득 재현성은 정상교합 모형에서 전반적으로 실리콘,

폴리이써, 알지네이트 순으로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부정교합

모형에서는 측정항목마다 다른 경향이 있었고, 기존의 알려진 바와

다르게 알지네이트를 사용한 인상체의 재현성이 더 높은 경우가 다

수에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2M-22M, 13-16M, 11M-26M,

12D-16M, 22D-26M, 21M-16M에서 기준값에 대한 편차 절대값이

작게 관찰되었다.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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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Silicone Polyether Alginat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2M-22M* 0.182 0.099 0.179 0.105 0.265 0.075

13-13* 0.117 0.082 0.172 0.091 0.16 0.096

16M-26M 0.293 0.097 0.339 0.132 0.328 0.128

13-16M* 0.212 0.107 0.183 0.081 0.245 0.147

23-26M* 0.153 0.115 0.114 0.099 0.184 0.153

11M-26M 0.19 0.105 0.215 0.135 0.235 0.128

12D-16M* 0.25 0.153 0.298 0.158 0.328 0.153

22D-26M* 0.276 0.173 0.330 0.105 0.328 0.117

21M-16M* 0.196 0.074 0.217 0.107 0.246 0.112

측정항목
Silicone Polyether Alginat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2M-22M* 0.823 0.237 0.882 0.241 0.635 0.353

13-13* 0.142 0.081 0.136 0.124 0.238 0.123

16M-26M* 0.325 0.169 0.485 0.181 0.565 0.169

13-16M* 0.231 0.151 0.148 0.113 0.086 0.05

23-26M 0.428 0.330 0.382 0.288 0.402 0.315

11M-26M* 0.803 0.285 0.861 0.226 0.628 0.320

12D-16M* 0.227 0.231 0.135 0.114 0.081 0.07

22D-26M* 0.279 0.184 0.338 0.204 0.245 0.126

21M-16M* 0.611 0.217 0.683 0.164 0.532 0.229

Table 1. 정상교합 모형에서 기준값과의 편차 절대치

* deno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p<0.05)

Table 2. 부정교합 모형에서 기준값과의 편차 절대치

* deno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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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정확한 인상채득을 위해서는 인상재의 물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알지네이트는 다루기 쉽고 언더컷을 잘 인기하여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인상재이나 재료의 변형이 빠르고 쉽게 발생하여 술자

의 주의가 요구된다.23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는 알지네이트에 비

해 영구변형이 적고 크기 안정성이 우수하며 반응 부산물이 없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25 폴리이써 인상재는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

와 마찬가지로 반응 부산물이 없고 경화 후 수축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우수한 재현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작업시간이 짧고 경화

가 끝난 후 단단해져 언더컷이 심한 경우 인상체가 찢어지거나 치

아가 손상될 수 있다.26

인상재 종류에 따른 모형의 재현성 비교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Lacy, Yel 등은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가 가장 우수한 크기 안

정성을 보였다고 하였으며25,27, Stauffer, Sawyer 등은 폴리이써 인

상재가 가장 정확한 재현도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4,6 단순 악궁이

아닌 조건의 선행연구를 보면, Lee 등은 인접면에 언더컷이 있는 경

우에서 알지네이트와 실리콘 인상재를 사용하여 인상체의 체적 정

확도를 분석했을 때 언더컷이 있는 경우 알지네이트에서 실리콘보

다 전체적으로 많은 변형을 보인다고 하였고, 측정값들의 편차가 크

게 나왔다고 보고하였다.24 이와 같이 알지네이트 인상재는 일반적으

로 실리콘 및 폴리이써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으나,

2015년 Joo 등은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후 즉시 모형을 제작했을 때

상악에서는 0.04~0.23%, 하악에서는 0.11~3.50%까지의 선변형률을

보였으며 중첩시에도 20㎛정도의 적은 표면 변위량을 보인다고 하

여, 알지네이트도 적절한 조건에서는 우수한 체적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렇듯 인상재의 정확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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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어왔으며, 이는 인상재 자체의 물성뿐 아니라

인상채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성 혹은 맞춤형 트레이의 사용 여부, 모형 혹은 구강 내에서 인상

체를 제거하는 속도와 방향, 인상채득 후 경석고 혹은 초경석고 모

형을 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정확성 및 재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7,8

본 연구에서는 crowding 정도와 인상재의 종류 이외의 요인을 최

대한 배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알지네이트는 팽윤 및 이액현상

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성품인 금속 트레이를 사용하였고, 고무인상

재인 폴리이써와 부가중합형 실리콘은 균일한 인상재 두께를 부여

하기 위해 아크릴릭 레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맞춤형 트레이를 사용

하였다. 이상적인 고무인상재의 두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

며,5,29 대부분 2-4mm 범위의 두께를 주장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3mm 두께의 공간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정상교합 모형에서

는 실리콘, 폴리이써, 알지네이트 순으로 적은 변형을 보였으나, 부

정교합 모형에서는 항목별로 다른 양태를 보였으며, 특히 다수의 항

목에서 오히려 알지네이트로 채득한 인상에서 편차의 절대값이 더

작은 경우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알지네이트에 비해 비교적 단단한

실리콘이나 폴리이써 인상체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힘에 의

해 의한 변형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rowding 모형의 경우는 주로 공간 부족이 순

측 경사의 형태로 발현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악궁에서는

전통적인 인상재를 사용한 인상 채득 과정에서 제거할 때 상당한

힘을 가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치과용 인상재들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탄성을 가지고 있으나, 때로 제거할 때 드는 힘이 상당할 경

우 인상체 자체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거나 환자의 고통을 수반하

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인상체의 변형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러



- 11 -

한 인상체의 제거에 드는 힘은 undercut의 양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

지만, 그 외에도 악궁의 크기나 구개의 높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인상채득이 필요한 치열궁의 상태가 undercut의 양이 과

도할 때에는 기존의 인상재를 이용한 인상 채득을 고집하기보다는

3D 구강스캐너를 이용한 디지털 인상이 경우에 따라 더 유리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상채득을 통해 얻어진 석고모형의 정확도를 비교

하기 위해 석고모형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계측과 중첩을

시행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의 디지털 측정의 정확성은 선

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바 있으며 실제 모형을 직접 계측하는 방

법에 비해 정밀하다고 하였다.30,3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상에서 특정 기준점에 대한 계측을 통해 인상체의 변형률

을 평가하였다. 또한 3차원 중첩을 통해 모형 표면 변위의 구체적인

위치와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모

두 시행하여 3차원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시키고

자 하였다.24,32

본 연구에서 석고모형을 스캔하는데 사용된 탁상용 스캐너는

Identica blue로 blue LED light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설정된 여

러 각도에서 빛을 방출하여 모형을 스캔하는데, 1차 스캔으로 모형

데이터를 온전히 얻을 수 있었던 정상모형과 달리 crowding 모형에

서는 1차 스캔 시에는 전치부 순측 치경부에서 스캔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스캔이 필요했다. 따라서

crowding이나 치아의 rotation이 심한 부위는 전통적인 인상재를 이

용한 방식의 인상채득 뿐만 아니라 3차원 스캐너 또한 정확히 인지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crowding 모형에 대한 인상채득 시 전통적

인 방법 및 구강스캐너를 이용한 디지털 방법 모두에서 해당 부위

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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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강스캐너의 발전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Grünheid 등과 Flügge 등은 구강스캐너의 정확도가 석고모형과 비

교하여 뒤떨어지지 않음을 보고한 바 있다.15,33 그러나 기존의 구강

스캐너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단일 지대치 혹은 부분악궁을

대상으로 하였고,12,34 전악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부정교합이나

crowding이 없는 정상적인 악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35 전악 악

궁에 대한 구강스캐너의 정확성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양쪽 구치

부로 갈수록 스캔 편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구강스캐

너의 영상획득 방식이 악궁의 한쪽에서 반대편까지의 정보를 순차

적으로 병합하여 완성되는데 전악 스캔시 치열궁의 만곡에 따른 오

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3,15,32,35,36 Ender등은 2011년 연구

에서 실리콘 인상으로 제작한 석고모형과 구강스캐너로 스캔한 디

지털 모형과의 재현성 비교에서 실리콘 석고모형의 재현성은 61㎛,

CEREC AC Bluecam은 31㎛으로 구강스캐너가 우수하다고 보고하

였고,37 2015년 연구에서 디지털 인상과 실리콘 인상재 및 알지네이

트를 비교했을 때 각각 17㎛과 162㎛의 편차를 나타냈다고 하였다.38

또한 Flügge 등은 itero와 실리콘 인상재로 얻은 모형을 중첩시켜

비교하여 약 57㎛의 편차를 보였다고 하였다.15

최근에는 치과교정학 분야에서 구강스캐너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부정교합 형태에서 스캐너의 정확도를 평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데, Ahn 등은 경도, 중등도 및 고도의 crowding 모형에서 구강스

캐너 itero와 Trios를 대상으로 재현성을 평가하여 두 가지 스캐너

모두 crowding 정도에 관계없는 재현성을 보였으나 고도 crowding

모형의 경우 crowding 부위에서 접근성이 제한되어 인접면의 정확

한 영상을 얻지 못했다고 하였다.36 Chun등은 spacing 모형에 대해

마찬가지로 itero와 Trios 구강스캐너를 사용하여 재현성을 평가하

였는데, 치간 공극이 커질수록 스캔 편차가 커진다고 보고하였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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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구강스캐너를 이용한 디지털 인상과

인상재를 이용한 전통적인 인상채득 간 정확도 차이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심한 crowding 의 경우 아직까지 정확히 해당부위를 인식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crowding 모형에서의 인상채득 정확성을 분석하였

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다양한 양상의 crowding이 있어 더 많은 표

본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보다 명확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crowding의 정도에 대한 표준

화된 실험환경이 요구된다. 또한 상악의 경우 구개의 깊이, 하악의

경우 혀의 넓이나 위치 등 실제 구강에서는 치열궁 이외에도 인상

채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고

려한 임상연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crowding 치열에서 전통적인 인

상법과 구강스캐너를 통한 디지털 인상법과의 정확성 비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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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는 3종류의 인상재를 이용하여 정상 및 crowding 모형

에 대해 인상채득을 시행하여 석고모형을 제작한 후 3차원 스캔을

통해 그 정확도를 비교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든 인상재에서 crowding 모형이 정상모형보다 더 많은 변형을

보였다.

2. 정상교합 모형에서 인상재의 정확도는 실리콘, 폴리이써, 알지네

이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crowding이 심한 모형의 경우 측정항

목에 따른 차이가 많았으며, 알지네이트를 이용한 인상의 변형이 적

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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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Reference model (A : normal dentition, B : crowding

dentition)

Fig.2. Stone model (A,D : alginate, B,E : additional silicone,

C,F : polyether)



- 21 -

Fig.3. 3D scanner (Identica Blue, Medit, Seoul, Korea)

Fig.4. STL file (A : normal dentition, B : crowding

dentition)



- 22 -

Fig.5. measurement point (A : normal dentition, B :

crowding dentition)

Fig.6. colorered presentation of deviation between surfaces

of original and stone STL file (A : alginate, B : additional

silicone, C: polyether)



- 23 -

Fig.7. The absolute value of difference from the reference

measurements in normal dentition

Fig.8. The absolute value of difference from the reference

measurements in crowded den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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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of accuracy of

three impression materials

in model with dental crowding

Yong-Shin Hong, DDS

Department of Oral Anatom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 Professor, Young-Seok

Park, D.D.S., M.S.D., Ph.D.)

Objective: The aim of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impression

taking accuracy of three type impression materials in full arch

normal and crowding dental model.

Materials and methods: In this study, two full arch dental

models, which are no crowding(group A) and severe crowding

dentition(group B) respectively, were fabricated by 3D printing.

And then, impression taking was performed 18 times for each

group by using three type impression materials, which are

irreversible hydrocolloid impression material alginate(Aroma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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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GC Co., Tokyo, Japan), additional silicone(ImprintTM II, 3M

ESPE, MN, USA), and polyether(Impregum Soft, 3M ESPE, MN,

USA). For impression taking, stock metal tray was used to

alginate, and customized acyrlic resin tray was used to additional

silicone and polyether. Next, stone models were made for each

impression and models were scanned by three-dimensional model

scanner(Identica Blue, Medit, Seoul, Korea). Then, STL

(stereolithography) files were extracted for comparisons with

original model by three dimensional measurement and

superimposition among three impression materials type was

performed using the reverse-engineering software program

(Rapidform 2004, 3D Systems, SC, USA). For statistical analysis,

one-way ANOVA test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performed by using SPSS 12.0(SPSS Inc., Chicago, USA) at the

p=0.05 level of significance.

Results: In the comparison of three impression materials,

crowded model showed lower accuracy and more deformation

than no crowding model. The additional silicone impression

materials showed highest and alginate showed lowest accuracy in

normal model, but there was several measurments in which the

alginate impression was more accurate than the other 2

impression materials.

Conclusions: There can be happen the difference in the

impression accuracy according to the crowding of the dentition.

Especially, the conventional impression materials showed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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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when crowding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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