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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과 치료에서 환자의 구강 내 조직을 복제한 치과용 
모형을 제작하는 것은 중요한 진료 과정이다. 환자의 구
강 내에서 치과 기공물이나 장치를 직접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치아 및 주위조직을 정확히 재현하는 치
과용 모형이 필요하게 된다.1 치과용 모형을 제작하기 위
해서는 구강 내 조직의 음형을 채득하는 과정인 인상 채
득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채득된 인상체에 치과용 석
고를 주입함으로써 치과용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2 인상 
채득에 사용되는 치과용 인상재는 하이드로콜로이드, 폴

리설파이드, 축중합형 실리콘, 폴리이써, 부가중합형 실
리콘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치과의사는 인상재의 조
작 용이성, 경제성, 선호도, 진료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인상재를 선택하게 된다.3 비가역성 하이드로콜로이드인 
알지네이트는 경화시간이 빠르고 가격이 저렴하며, 취급

과 조작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예비 인상, 진단 모형이나 
대합치 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인상재로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상재이다.4

알지네이트 인상재는 용해성 알긴산 나트륨염이 황산

칼슘 이수염과 반응하여 불용성의 침전반응으로 겔(gel)
화가 진행된다. 알지네이트 분말과 물을 혼합하면 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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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비가역적인 겔의 형태가 되고, 생성된 하이드

로콜로이드 겔은 치과용 인상재로 사용할 만한 충분한 
강도와 탄성변형을 갖는다. 하이드로콜로이드 겔의 약 
85%가 수분이기 때문에 겔의 수분함량이 인상재의 크
기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5 공기에 노출된 인상

체의 표면에서 수분이 소실되어 수축하는 이액현상이

나, 물과 접촉한 상태에서 수분을 추가로 흡수하여 팽창

되는 팽윤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득

된 인상체라 할지라도 부적절하게 보관하거나 석고를 
주입하는 시간이 지체된다면 변형이 발생한다.6

알지네이트 재료의 특성상 보관 조건과 석고 주입시

간에 따라 인상체의 크기 변화가 다른 인상재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크기 변화에 따른 모형의 정확

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과거의 연구에서 
Rudd 등7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인상재는 적절한 보관 방
법이 없기 때문에 인상 채득하여 즉시 모형을 제작하도

록 하였고, Eissmann 등8은 즉시 모형을 제작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최대 30분까지는 항습조에 보관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점차 알지네이트의 물성이 향상되면

서 Erbe 등9은 알지네이트 인상체는 즉시 석고를 주입해

야 하지만, 항습조에 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하였

고, Walker 등10은 연장된 보관 시간을 갖는 새로 개발된 
알지네이트 인상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시간까지도 
유의한 크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보관이 가능함을 보고

하였다. 알지네이트 인상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모형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는 실험에 사용된 알지네이트 인상

재의 제조회사, 보관 방법과 석고 주입 시간과 실험 설
계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연구

에서 알지네이트 인상체에 즉시 석고를 주입할 것을 추
천하고 있다. 그리고 즉시 석고를 주입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100% 상대 습도의 항습조에 보관하며, 보관 시간

은 최소한으로 해야 인상체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고 하였다.11

인상재의 크기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 
방법에는 주모형으로 단순화된 기둥모형을 사용하거나 
악궁의 형태를 재현한 치과용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단순화된 기둥모형을 주모형으로 사용하는 실험

은 인상을 채득하고 모형을 제작하여 기준점 간의 거리

를 직접 캘리퍼스로 측정하거나,12 영상 분석 장치를 이
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13 이러한 실험 방법

은 단순화된 실험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적
어 정확한 실험이 가능하지만 인상재 자체의 물성에 국

한된 자료만을 얻을 수 있었다. 악궁의 형태를 재현한 
주모형을 사용하는 실험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구강 내 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부여하여 임상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주모형의 인상을 채득하여 석고 모
형을 제작한 후, 모형 상에 설정된 참고점 간의 거리를 
직접 캘리퍼스를 이용하거나,14 영상 분석 장치를 이용

하여 측정할 수 있다.15 최근에는 디지털 치의학이 발전

함에 따라서 석고 모형을 디지털 스캔을 통하여 데이터

화하고 프로그램 상에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이용

되고 있다. 16 삼차원 디지털 모델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정확하고, 측정자에 따른 변위가 적어 재현성이 
높기 때문에 교정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17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석고 모형 상에서 참
고점 간의 거리 차이로 모형의 변형률을 평가하였기 때
문에 모형에 발생된 변형의 크기와 부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관 조건이나 석고 주입 시
간에 따라 알지네이트 인상체로부터 제작된 석고 모형

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삼차원 디지털 분석을 이
용한 참고점에서의 거리 측정에 따른 변형률과 중첩을 
통한 표면 변위의 크기와 부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주모형

인상을 채득할 주모형은 구강 내 치아와 악궁을 재현

한 치과용 모형(Dental model D51DP-500A-M, Nissin 
dental, Kyoto, Japan)을 이용하였다. 인상 채득 시에 각 
인상체가 주모형과 동일한 간격을 가질 수 있도록 주
모형을 인상 채득을 위한 장치를 제작(Samjin industry, 
Chungju, Korea)하였다. 상악과 하악의 주모형 전방

과 후방에 인상용 트레이의 위치를 고정하는 3개의 수
직 기둥을 설치하였다(Fig. 1A). 인상용 트레이(Micron 
perforated adult EL tray, Micron Dental, Seoul, Korea)
의 후방에는 수직 기둥의 정지점에 위치되는 금속판을 
추가로 용접하여 부착하여, 인상용 트레이의 전방과 후
방에 부착된 금속판은 인상용 트레이가 인상 채득 장치

에 수직으로 삽입, 제거되도록 하였다. 수직 기둥의 정
지점 상부에 나사를 조여 주모형과 인상용 트레이 사이

의 알지네이트 인상재가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인
상재가 경화되는 동안 인상용 트레이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1B).

Three dimensional accuracy analysis of dental stone casts fabricated using irreversible hydrocolloid im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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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상채득

알지네이트 인상재는 Aroma Fine Plus (GC Co., 
Tokyo, Japan) normal setting type을 사용하였다. 제조

사의 지시에 따라서 혼수 비를 맞추어, 알지네이트 인상

재 진공혼합기(Tornado, Shinhung, Seoul, Korea)를 이
용하여 혼합하였다. 알지네이트의 혼합시간은 14초였

고, 균일하게 혼합된 알지네이트를 인상용 트레이에 담
아 주모형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120초 동안 유지하였

다. 혼합에서부터 3분 30초가 경과한 후에 인상체를 제
거하였으며, 제거 시 인상체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주모형에서 인상용 트레이를 단번에 제거하였다. 실
험의 일관성을 위하여 한명의 실험자에 의해서 인상채

득이 수행되었으며, 상, 하악 모형에서 보관조건과 석고 
주입 시간에 따른 각 실험군 별로 각각 15개의 인상을 
채득하였다.

3. 모형제작

채득된 인상체는 실온에서 실험실 내의 공기(상대습

도 35%) 중에 노출되는 상태와 항습조(상대습도 100%)
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나누고, 각각 석고 주입 시간을 
다르게 하였다. 석고 주입 시간은 채득 즉시, 채득 후 10
분, 30분, 60분, 180분, 360분 경과 후였다. 보관 조건과 
석고 주입시간에 따라 치과용 경석고(Neo Plum stone, 
Mutsumi Chemical Co., Yokkaichi, Japan)를 제조사의 
혼수비에 맞추어 진공 혼합한 후, 채득된 인상체에 주입

하였다. 석고가 주입된 각각의 인상체는 채득 후, 인상

체를 보관하였던 실험실 내의 공기 중과 항습조에 같은 
조건으로 석고가 경화되는 동안에 보관하였다.  

석고를 주입하고 1시간 경과한 후에 인상체로부터 
석고모형을 분리하였다. 제작된 석고 모형은 각각 치
과용 삼차원 레이저 스캐너(MyS 3D Dental Scanner, 
Raphabi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스캔을 시행하여 
STL (sterolithography)파일을 획득하였다. 

 

4. 측정

획득된 석고 모형의 STL 파일을 이용하여 기존의 연
구 방법에서 사용된 모형에서의 참고점 간의 길이 측정

과 삼차원 모델의 정량적인 비교를 시행하기 위하여 3D 
metrology software (Geomagic Control, Cary, USA)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삼차원 디
지털 모형의 각 참고점에서 길이 측정을 시행하였다. 그
리고 주모형과 실험군의 모형을 삼차원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중첩을 시행하였다. 중첩 방법은 주모형에서 무
작위로 선택된 300개의 지점에서 주모형과 실험군의 모
형을 정렬을 시행 한 후에, 두 모형의 일치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무작위로 선택된 1500개의 지점에서 추
가로 두 모형을 정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최종적으

로 두 모형이 중첩된 상태에서 표면에서 발생하는 변위

의 크기(mm)를 측정하여 삼차원 비교를 시행하였다.

Fig. 1. Impression taking device. (A) Master model fixed on a metal plate, (B) Positioning rod hold the impression tray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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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점에서 거리 측정과 변형률 계산

상악과 하악에서 견치의 절단,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두정과 제2대구치 원심 협측 교두정과 좌우측 중절치

의 사이에 참고점을 설정(Fig. 2)하고 거리를 측정하였

다. 측정자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한 명의 조사자에 
의하여 측정이 이루어 졌다.

a: 견치 간 거리- 양측 견치의 교두정간 거리

b:  제1대구치 간 거리- 양측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
두정간 거리

c:  제2대구치 간 거리- 양측 제2대구치의 원심 협측 교
두정간 거리

d:  악궁의 길이- 양측 중절치에서 제2대구치를 이은 
선과 만나는 수직 거리

e:  제1대구치의 치관 높이- 제1대구치 근, 원심 협측교

두정을 이은 선에서 치은연의 가장 낮은 부위까지

의 수직 거리

f:  제2대구치의 치관 높이- 제2대구치 근, 원심 협측교

두정을 이은 선에서 치은연의 가장 낮은 부위까지

의 수직 거리

각 참고점을 기준으로 측정된 주모형의 거리를 기준

으로 실험군의 모형에서 측정된 거리를 이용하여 변형

률을 계산하였다.

2) 삼차원 모형의 중첩을 통한 크기변화량 측정

보관조건과 석고 주입 시간에 따른 각 실험군에서 제
작된 15개 석고모형의 데이터를 정렬하여 삼차원 디지

털 모형의 평균 모형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실험군의 평
균 모형을 주모형에서 제작된 디지털 모형과 중첩을 시
행하여 전체 크기 변화량을 측정하고, 변형이 발생하는 
부위를 확인하였다(Fig. 3).

Fig. 2. Linear measurements at reference point of 3D 
model. a, inter canine distance; b, inter first molar 
distance; c, inter second molar distance; d, arch length; 
e, first molar height; f, second molar height.

Fig. 3. Superimposition procedure for dimensional change analysis between master model and experimental group 
model.

Master model

Stone model of experimental group

Color-coded
superi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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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분석

참고점에서 길이 측정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
용하여 인상체의 보관조건과 석고 주입 시간에 따른 크
기변화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유의성의 검증은 SPSS 
통계 프로그램(SPSS 20.0 for Windows, IBM SPSS Inc., 
Chicago, USA)에서 이원 분산 분석(Two-way ANOVA)
을 통해 실시하였고, Turkey 다중 범위 검증법을 이용하

여 유의성을 사후 검증하였다(P < 0.05). 

결과

1.  보관 조건과 석고 주입 시간에 따라 알지네이트 

인상체에서 제작된 석고 모형의 디지털 삼차원 

거리 측정에 따른 변형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1) 견치 간 거리(a)의 변형률 

인상 채득 즉시 ,  석고를 주입하는 경우 상악에서 

Table 1. Linear dimensional change (%) according to storage condition and stone pouring time

Storage time
Immediately 10 minutes 30 minutes 60 minutes 180 minutes 360 minutes

Inter canine distance 
Maxilla Air

0.04
0.51 0.70 0.84 0.70 0.95

Humidor 0.36 0.44 0.38 0.51 0.50
Mandible Air

-0.14
-0.54 -0.25 -0.40 -0.69 -0.44

Humidor -0.30 -0.45 -0.54 -0.35 -0.56
Inter first molar distance

Maxilla Air
-0.06

0.13 0.41 0.35 0.36 0.21
Humidor -0.08 0.10 0.12 0.06 0.10

Mandible Air
0.11

0.28 0.33 0.35 0.21 -0.14
Humidor 0.26 0.17 0.19 0.40 0.32

Inter second molar distance 
Maxilla Air

-0.23
-0.31 -0.39 0.24 -0.32 -0.42

Humidor -0.25 0.32 -0.45 -0.61 -0.51
Mandible Air

0.19
0.35 0.25 0.27 0.48 0.50

Humidor 0.28 0.26 0.28 0.36 0.28
Arch length 

Maxilla Air
-0.07

-0.34 0.08 0.29 0.40 0.53
Humidor -0.10 -0.13 -0.03 0.25 0.09

Mandible Air
0.82

0.92 1.01 1.12 2.48 3.27
Humidor 0.99 0.91 0.84 1.85 1.95

First molar height
Maxilla Air

-0.42
1.79 2.93 2.78 1.68 1.89

Humidor -0.86 3.14 2.23 1.82 1.97
Mandible Air

3.50
3.87 4.23 4.41 5.95 6.55

Humidor 3.65 3.92 4.11 5.57 5.55
Second molar height

Maxilla Air
-0.11

0.38 -1.19 -1.25 -1.40 -1.42
Humidor 0.30 0.97 0.73 0.04 0.52

Mandible Air
2.73

2.92 3.75 3.64 4.21 5.17
Humidor 2.85 3.42 3.03 3.13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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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하악에서 -0.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관 조
건이나 석고 주입 시간에 따라 상악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하악에서는 보관 조건에 따라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석고 주입 시간에 따라서는 60분 
이후부터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제1대구치 간 거리(b)의 변형률

인상 채득 즉시 ,  석고를 주입하는 경우 상악에서 
-0.06%, 하악에서 0.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관 조
건에 따라 공기 중에 보관한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고, 석고 주입 시간에 따라서는 하악에서만 360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제2대구치 간 거리(c)의 변형률

인상 채득 즉시 ,  석고를 주입하는 경우 상악에서 
-0.23%, 하악에서 0.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관 조
건과 석고 주입시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악궁의 길이(d) 변형률

 인상 채득 즉시, 석고를 주입한 상악에서 -0.07%, 하
악에서 0.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하악 모두에서 
보관 조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석고 주입 시간에 따라서는 180분 이후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5) 제1대구치의 치관 높이(e) 변형률

인상 채득 즉시 ,  석고를 주입하는 경우 상악에서 
-0.42%, 하악에서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관 조

건과 석고 주입 시간은 상악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하악에서는 석고 주입 시간에 따라서 180분 
이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6) 제2대구치의 치관 높이(f) 변형률

인상 채득 즉시 ,  석고를 주입하는 경우 상악에서 
-0.11%, 하악에서 2.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관 조
건과 석고 주입 시간은 상악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하악에서는 석고 주입 시간에 따라서 60분 
이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주모형과 각 실험군의 평균 모형의 중첩에 따른  표

면 변위량를 상악과 하악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1) 상악 모형

상악 주모형과 각 실험군의 삼차원 디지털 모형을 중
첩한 결과, 알지네이트로 인상 채득 즉시 석고 모형을 
제작한 경우 표면 변위량이 0.02 mm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석고 주입 시간에 따른 결과에서 시간에 따라 표
면 변위량은 증가하며, 100% 상대습도의 항습조에 보
관한 경우가 35% 상대습도의 공기 중에 보관한 경우에 
비해 표면 변위량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항습조에 보
관한 경우 10분과 30분의 표면 변위량은 0.06 mm, 0.04 
mm로 30분의 표면변위가 10분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

다. 표면 변위는 주로 제2대구치 협측 치은부위에서 가
장 크며, 180분이 경과하면 보관 조건 모두에서 교합면

에 변화가 발생한다. 실온에서 360분을 보관한 경우에

서 구치부 교합면의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냈다(Fig. 4-6).

Fig. 4. Maxillary surface deviation according to storage condition and stone pouring time.
R.H, relative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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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악 모형

하악 주모형과 각 실험군의 삼차원 디지털 모형을 중
첩한 결과, 알지네이트로 인상 채득 즉시 석고 모형을 
제작한 경우 표면 변위량은 0.02 mm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석고 주입 시간에 따른 결과에서 시간에 따라 표
면 변위량은 증가하며, 100% 상대습도의 항습조에 보

관한 경우가 35% 상대습도의 공기 중에 보관한 경우에 
비해 표면 변위량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면 변위가 
상악에서는 주로 제2대구치의 협측 치은부위에 발생하

였고, 하악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치부쪽으로 변
위가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치아의 순측과 협측에는 
팽창, 설측과 절단연에는 수축이 발생하였다(Fig. 7-9).

Fig. 5. Maxillary surface deviation of stone pouring time on relative humidity 100 % humidor. (A) Immediately, (B) 10 
minutes, (C) 30 minutes, (D) 60 minutes, (E) 180 minutes (F) 360 minutes.

A B C

D E F

Fig. 6. Maxillary surface deviation of stone pouring time on relative humidity 35% air. (A) Immediately, (B) 10 minutes, (C) 
30 minutes, (D) 60 minutes, (E) 180 minutes, (F) 360 minutes.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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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ndibular surface deviation according to storage condition and stone pouring time. 
R.H, relative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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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andibular surface deviation of stone pouring time on relative humidity 100% humidor. (A) Immediately, (B) 10 
minutes, (C) 30 minutes, (D) 60 minutes, (E) 180 minutes, (F) 36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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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andibular surface deviation of stone pouring time on relative humidity 35% air. (A) Immediately, (B) 10 
minutes, (C) 30 minutes, (D) 60 minutes, (E) 180 minutes, (F) 36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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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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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콜로이드는 분자들 또는 분자 군이 모여 덩어리를 이
룬 것의 현탁액을 말하며 일종의 분산용액이다. 콜로이

드는 분산 입자들과 분산액의 두 가지 상이 존재한다. 
하이드로콜로이드란 용어는 분산액이 물인 경우이며, 
물이 기본이 되는 인상재를 하이드로콜로이드 인상재라

고 한다.18 그러므로 하이드로 콜로이드 인상재는 인상

체 내부의 수분의 변화에 의해 안정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재의 혼합, 혼합 방법, 채득된 인상체의 보
관 조건이나 석고 주입 시간에 따라 크기 안정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보관 조건과 석고 주입 시간을 변수로 

하여, 실험의 변수 외에는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하였

다. 인상재의 혼합은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혼수 비에 
맞추어 동일한 알지네이트 분말과 계량된 물을 사용하

였고, 알지네이트 인상재를 혼합과정에서 일정한 혼합 
시간(14초)과 균일한 혼합을 위해서 알지네이트 인상재 
진공혼합기를 이용하였다. 알지네이트는 손으로 혼합할 
때에 비하여 진공혼합기의 인상재가 더 균질 하게 혼합

되기 때문에 공기유입이 적고 경화시간이 더 일정하며, 
탄성회복과 인장강도가 증가하게 된다.19 인상 채득에서 
트레이의 선택도 모형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실
험에서는 진료실에서 알지네이트 인상 채득 시에 기성 
금속 트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의 트레이

를 사용하였다. 기성 금속 트레이를 이용하는 경우 치아

와 알지네이트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상악의 구개부

위에서는 다른 부위에 비해 간격이 클 수 있다. Frank 등20

은 알지네이트 인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악의 구
개부에서 개인 트레이를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를 유지

하는 것과 기성 트레이를 사용하는 것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탄성 인상재는 일
정한 두께를 갖도록 제작된 개인 인상용 트레이를 사용

하는 경우에 정확한 인상이 채득되지만, 알지네이트 인
상재는 두꺼운 인상체가 더 큰 표면적 대비 체적의 비율

을 갖기 때문에 크기 변화를 야기하는 이액과 팽윤에 덜 
민감하게 되기 때문이다.18 

인상 채득 과정에서 알지네이트 인상재가 겔화 되는 
동안 트레이가 움직이는 경우, 트레이 내에 인상재를 부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경우, 채득된 인상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도 부정확한 석고 모형이 제작될 
수 있다.1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알지네이트 인상제가 

경화되는 시간 동안 트레이가 주모형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인상 채득 장치를 제작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인상 채득 장치는 전방과 후방에 
인상용 금속 트레이가 동일한 위치에 고정되도록 하며, 
나사로 고정이 되어 알지네이트 인상재가 동일한 압력

을 유지하면서 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상 채득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지네이트 인상재는 임상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상재이다. 모형의 부
정확성은 인상재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적절한 
조작과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다.21 
가장 정확한 모형을 얻기 위해서는 채득된 알지네이트 
인상체 내로 석고 주입을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임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석고 주입

을 바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100% 상대습도가 유
지될 수 있도록 항습조에 보관해야 한다. 알지네이트 인
상체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석고 주
입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이다.22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모형의 각 참고점에서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계산된 변
형률은 인상 채득 즉시, 석고를 주입한 경우가 가장 낮
게 나타났고, 디지털 삼차원 중첩을 통한 표면 변위량

에서도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 인상 채득 과정에서 
알지네이트 인상재는 치아와 조직부위의 언더컷과 채
득 방법에 따라 압축력에 의한 변형이 발생한다. 알지네

이트는 탄성 인상재로 인상 채득 후에 탄성회복이 나타

나지만, 영구변형이 발생되게 된다. 국제표준규격에서

는 영구 변형률을 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22 본 실험

에서 변형률은 대부분의 참고점에서의 거리는 5% 이하

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악 제1대구치에서 석고 주입시

간이 180분 이상일 경우에 보관 조건에 관계없이 5% 이
상의 변형률을 보였고, 공기 중에 보관된 인상체에서 석
고 주입 시간이 6시간일 때 제1대구치에서 6.55%로 가
장 높은 변형률을 나타냈다. 견치 간 거리, 제1대구치 
간 거리, 제2대구치 간 거리와 같이 수평적인 길이에서

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1%이내의 변형률을 보였다.23 
Nassar 등24의 연구에서는 수평적인 길이의 변형률을 측
정하였기 때문에 0.5% 이내의 변형률을 보이는 4시간

까지 지연된 석고 주입 시간이 허용된다고 하였으나. 대
구치의 높이 변형률을 측정한 본 연구의 결과를 따르면 
석고 주입 시간은 180분을 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임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
재하고, 모형이 사용되는 진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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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크기 변화량은 특별하

게 제시된 기준이 없다. 그러나 최적의 정확성을 얻기 
위해서는 가급적 인상 채득 후에 즉시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 추천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인상재의 크기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주로 인상체에 석고를 주입하여 모형을 제작하

고 모형 상의 참고점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었

기 때문에 변형률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변형이 발생

된 부위와 크기는 확인이 어려운 제한 점이 있었다.12-16 
본 실험에서 사용된 3D metrology software (Geomagic 
Control, 3D Systems)는 삼차원 모형 스캐너로부터 획
득된 점군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단면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동 반복 측정 오류를 감소시켜 측정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기준 모형과 실험군의 모
형을 중첩을 통하여 삼차원적 평가가 가능하고, 편차를 
색깔로 표시하여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형 발생

한 표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25 본 실험에

서는 중첩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주모형과 실험군 모
형의 차이는 표면 변위량으로 평가하였고, 표면 변위를 
보인 부위를 확인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임상에서 모형

이 사용될 때 전체 부피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변형률을 
확인 하는 방법보다 더 임상에서 효과적으로일 것으로 
사료된다.

상악과 하악 모두에서 표면 변위는 석고 주입 시간이 
경과하여 보관시간이 증가할수록 표면 변위량은 점차 
증가하였고, 항습조에 보관한 모형이 실험실 공기 중에 
보관한 모형보다 표면 변위량이 적었다. 상악의 경우에

는 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구치부위의 변위량이 증
가하였으며, 하악의 경우에는 전치부의 순면과 구치부

의 협면을 따라 변위량이 선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리 
측정에 따른 결과에서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치관 
높이는 석고 주입 시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중첩에 따른 결과에서 상악은 180분이 경
과하면 보관 조건에 관계없이 교합면에 변화가 증가하

기 시작하고 360분이 경과하면 제1, 2대구치에 표면 변
위가 200 um까지 변화하게 되므로 대합치로 사용되는 
모형의 경우에는 교합관계의 변화를 야기하여 수복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참고점에서의 길
이 측정과 디지털 모형의 중첩을 통하여 표면 변위량 측
정을 시행한 이번 실험에서 이차원적인 수평 길이 변형

률이 작을 지라도 모형의 삼차원 표면 변위는 발생하며, 
특히 표면 변위가 대구치부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

형의 대합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자의 구강 내에

서 채득된 인상체로부터 최적의 정확성을 갖는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즉시 석고를 주입한다. 보관이 필요

한 경우에는 100% 상대습도가 유지되는 항습조에 보관

하며, 석고 주입 시간은 18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은 인상을 채득 한 후에 보관 조건과 석고 주
입 시간에 따라 제작된 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그
러나 진료실에서는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

되는 인상체의 세척과 감염 관리 과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인상체를 30분 이내의 화학

소독제를 이용하여 침적 소독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
다.26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감염 관리 과정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진료실에서 행해지는 침적 소독 후
에 알지네이트 인상체로부터 제작된 모형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보관 조건과 석고 주입 시간에 따라 알지네

이트 인상체로부터 제작된 모형의 정확성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채득된 인상체는 100% 상대습도가 유지되

는 항습조에 보관하는 것과 진료실 내의 공기 중에 노출

되는 상태로 보관 조건을 달리하였다. 보관 조건에 따라 
각각 즉시, 채득된 후 10분, 30분, 180분, 360분으로 나
누어 보관한 후에 석고 모형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석고 
모형을 3D 레이저 스캐너로 삼차원 디지털 모형을 구성

하였고 구성된 디지털 모형의 참고점에서 거리를 측정

하여 변형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 실험군의 삼차원 디
지털 평균 모형을 제작한 후 중첩을 시행함으로써 표면 
변위가 발생한 부위와 크기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인상 채득 즉시 제작한 모형의 변형률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2.  공기 중에 보관한 인상체보다 항습조에 보관한 인
상체의 변형률이 작게 나타났다.

3.  석고 주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형률은 증가

하였다.
4.  석고 주입 시간이 180분을 지나면 보관 조건에 관

계없이 대구치 부위에서 변형률과 표면 변위가 증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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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알지네이트 인상체로부터 제작된 모
형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인상 채득 후, 즉시 모형을 제
작해야 한다.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 상대습도

가 유지되는 항습조를 이용하고, 보관 시간은 18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정확한 모형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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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네이트 인상체에서 제작된 치과용 석고 모형의 정확도에 대한 삼차원 디지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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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보관 조건과 석고 주입 시간에 따라 알지네이트 인상체로부터 제작된 모형의 정확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채득된 알지네이트 인상체는 습도가 유지되는 항습조에 보관하는 것과 진료실 내의 공기 중에 노출

되는 상태로 보관 조건을 달리하였다. 보관 조건에 따라 각각 즉시, 채득된 후 10분, 30분, 180분, 360분으로 나누어 보
관한 후에 석고 모형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석고 모형을 3D 레이저 스캐너로 삼차원 디지털 모형을 구성하였고 구성된 
디지털 모형의 참고점에서 거리를 측정하여 변형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 실험군의 삼차원 디지털 평균 모형을 제작

한 후 중첩을 시행함으로써 표면 변위가 발생한 부위와 크기를 확인하였다. 
결과: 인상 채득 즉시 제작한 모형의 변형률이 가장 작게 나타났고, 공기 중에 보관한 인상체보다 항습조에 보관한 인
상체의 변형률이 작게 나타났다. 석고 주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형률도 증가하였으며, 석고 주입 시간이 180분

을 지나면 보관 조건에 관계없이 대구치 부위에서 변형률과 표면 변위가 증가한다.
결론: 알지네이트 인상체로부터 제작된 모형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인상 채득 후, 즉시 모형을 제작해야 한다.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 상대습도가 유지되는 항습조를 이용하고, 보관 시간은 18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정확한 모형

을 얻을 수 있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5;31(4):3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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