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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compare a degree of setting expansion of dental stone by
time depending on the mixing methods and mixing ratios of dental stone,  to compare the surface state of each
specimen with the use of an optical camera with microscope, and thereby to provide a fundamental material for
making dental prostheses.   

Methods: The test on setting expansion of dental stone is based on ISO 6873. With two different mixing ratios
and three kinds of stone mixing methods, test groups were created, and a total of six types of specimens (N=30)
were made. Based on the specimens, the setting expansion rate of each one was measured in each time slot of 24
hours, and the surface of the set stone was measured.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setting expansion rate of stone, the setting expansion of the specimen that
was created in the way of vacuum mixing at normal mixing ratio was 0.1944% at 120 minutes;  the setting
expansion of the specimen that was created in the way of vacuum mixing at the mixing ratio which was 40% higher
than normal mixing ratio was 0.195% at 120 minutes; the setting expansion of the specimen that was created in the
way of mixing with hands at normal mixing ratio and then removing bubbles in vacuum mixer was 0.196% at 120
minutes.

Conclusion: The setting expansion rate of each dental stone specime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e lapse of
time up to 24 hours(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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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임상에서사용되는치과보철은고정성보철과가철성보

철, 교정장치물 등 다양한 치과보철이 이용되고 있으며,

보철재료의 종류 또한 도재, 지르코니아, 골드합금, 니

켈-크롬 합금, 코발트-크롬 합금, 레진 등, 다양한 재료

들이사용되고있다. 최근에는일부치과기공소와치과에

서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모형을 제작

하여 보철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치과보철을

제작하기위해서는환자의구강에서인상채득을하여석

고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술식의 치과보철을 제작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치과재료 중 구강의 인상채

득에사용되는인상재는대부분수축하는성질을가지고

있고, 치과용석고는대부분팽창을한다. 석고의팽창은

식약청의료기기기준 규격과 ISO 6873 규격(2013)을 기

준으로 제1형의 치과용 인상용 석고, 제2형의 모형용 석

고, 제3형의모형용경석고, 제4형저팽창초경석고, 제5

형고팽창초경석고로분류된다. 

하지만, 석고의낮은강도와파절, 마모저항성은치형으

로 사용될 때 임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러

한 석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크릴 레진, 폴리에스

터, 에폭시 레진 등의 재료가 치과모형 재료로 이용되기

도하였으나소재의특성상높은중합수축발생과부정확

성, 인상재와의 적합성 문제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었다

(Schwedhelm & Lepe, 1997). 일부연구에서는 1%이하

의낮은농도의 경화된석고분말(calcium dihydrate)로

혼합 했을때 경화시간을 크게 변화시킨다 하였고

(Powders et al, 2008), Silky-Rock과 Fuji-Rock 2가

지 제 4형 초경석고를 1%의 이수화물 슬러리

DS(dihydrate slurry)와혼합했을때경화시간이급격한

감소한다고하였다(Song et al, 2002). 

치과용 알지네이트 인상재는 인상채득 후 주로 치과용

경석고를 이용하여 모형을 제작하며, 일반적으로 연구모

형이나, 대합치모형, 개인 Tray제작용 모형의 제작에 이

용되고 있으며(Yi et al, 2010), 정밀한 치아모형을 얻기

위해서제조회사에서제시한사용설명서방법으로제작해

야 하지만 치과병·의원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혼수비로

손으로혼합하여모형제작을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석고모형 제작시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혼수비 보다 많

은 양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경화팽창의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알려져있으며, 석고의혼합방법은손으로혼합하

여 모형을 제작하는 방법과 사람의 손으로 혼합 후 진공

매몰기에서기포를제거하여모형을제작하는방법, 진공

혼합기를이용하여모형제작하는방법등다양한방법들

이치과임상에서이용되고있다(Kim et al, 2010). 

지금까지보고된치과용석고연구는인상재와치과용석

고모형의정확성과관련된연구(Joo & Lee 2015), 디지털

인상채득시 치과용 모형재의 정확성에 관련된 연구(Kim

et al, 2012), 혼합수에의한치과용초경석고경화시간과

강도에 대한 연구(Song et al, 2002)가 보고되고 있으나

치과용 석고의 경화팽창에 관련된 연구는 Kim 등(2002)

의식약청의료기기기준규격의치과용석고경화팽창의기

준 120분까지경화팽창에대한연구보고가있었다. 

Powders 등(2008)은 진공 혼합한 석고가 손으로 혼합

한석고보다경화팽창의작다고하였고, 식약청의료기기

기준규격의치과용경석고경화팽창의기준은석고혼합

후 120분±1초후 0.20% 이내로규정하고있지만 120분

이후의경화팽창에대한연구는없는실정이다. 또한임

상에서판매되는대부부의석고제품은사용방법과함께

석고의 경화팽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석고 제품의

경우 경화팽창량이 표기되지 않아 치과기공사와 치과의

사, 치위생사에게정보가제공되고있지않고있다. 

이연구의목적은국내에판매되고있는치과용경석고

중 제품에 경화팽창량이 기재되지 않은 경석고 1종을 선

정하여혼합방법과혼수비의차이에따른경석고의경화

팽창정도를시간별로측정조사하여비교하고, 각시편의

표면상태를현미경부착식광학카메라를이용하여비교

하여치과보철제작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연

구를실시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시험재료선정및경화팽창시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치과용 경석고는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중치과임상에서많이이용되고있는치과용경석고

제품중경화팽창량이표기되지않은치과용경석고(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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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tone, Maruishi Gypsum, Japan) 1종을 선정하였

고, 경화팽창량 시험의 기준은 식약청의료기기기준규격

과 ISO 6873(2013)의기준으로하였다. 경화팽창시험시

실내온도는 22 ± 1°를유지하였고, 경석고의혼합시간은

제조회사에서제시한 60초로동일하게하였다. 시험에이

용된 혼수비는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분말 : 액(100g :

24ml)의정상혼수비로손으로혼합하는방법(N=5)과손

으로 혼합 후 진공 매몰기(Bubble Removal, Seki

Dental, Korea)에서 기포를 제거하는 방법(N=5), 진공

혼합기(smartmix X2, Amann Girrbach, Austria)를

이용하여혼합하는방법(N=5)으로혼합방법을다르게한

측정군과, 혼수비를 40%증가한 분말 : 액(100g : 33ml)

의 혼수비로 손으로 혼합하는 방법(N=5)과 손으로 혼합

후진공매몰기에서기포를제거하는방법(N=5), 진공혼

합기를이용하여혼합하는방법(N=5)으로혼합방법을다

르게한측정군, 총 6가지치과용경석고시편을총 30개

제작하였다. 먼저 경화팽창기 내면에 정확한 경화팽창량

의 측정을 위해 이물질을 없도록 하고 팽창기 내면에 바

세린을전체적으로얇게도포하였다. 각시험군의혼합된

경석고는경화팽창측정기상부를넘게되면경석고의경

화시 고정되게 되어 팽창량의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기 상부 약 2mm 하방까지만 채워 표면을 평평하게

채워준후다이얼인디게이터(2046S, Mitutoyo, Japan)

를 경화팽창측정기에 체결 고정시켰다. 경석고의 예상경

화시간 1분전다이얼인디게이터의다이알게이지의눈금

을 0으로 조정하여 수평으로 놓고, 5분, 10분, 20분, 30

분, 40분, 5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40

분, 24시간까지의 경화팽창량을 0.001mm 단위로 구하

였다(Fig 1).

2. 경석고표면상태측정

6가지방법으로제작된치과용경석고시편들의경화팽

창 측정 후 치과용 경석고 시편의 중앙부를 절단하여

5.1M PIxels 의 해상도를 갖는 현미경 부착식 광학카메

라(HT-004, HIMAX, TAIWAN)를 이용하여 300배의

배율로각시편의표면상태를촬영하였다(Fig 2).

3. 자료분석

치과용경석고의각그룹간의경화팽창시험후시편의

표면은 300배의 배율로 각 시편의 표면상태를 비교하였

다. 통계분석은 SPSS ver. 23.0 for Windows 프로그램

(SPSS Inc, Chicago, IL, USA)을이용하여치과용경석

고의 6가지 시편제작 방법간의 시간별 경화팽창량은 평

균과표준편차로나타내어표와그래프로나타내어비교

하였다. 시험군과각시편의시간변화에따라측정된결

과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Measure ANOVA)

을시행하여, 치과용경석고의경화팽창량에대한시간과

6가지 시편제작 방법간의 다변량 검정과 치과용 경석고

시편의제작방법에따른경화팽창량의차이검정을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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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논문

Fig 1. Setting Expansion Measuring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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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 과

1. 치과용경석고의경화후표면상태측정

진공 혼합기로 혼합한 경석고 시편의 경화된 표면을

300배로확대하여표면을분석한결과경석고 100g과증

류수 24cc의정상혼수비로혼합하여제작한경석고시편

의표면상태는 5개의시편모두기포가없는균일한형태

의표면상태를보였고(Fig 3), 정상혼수비보다 40% 증가

한 경석고 100g과 증류수 33cc의 혼수비로 혼합하여 제

작한경석고시편의표면상태는 3번시편에서 2개의기포

가측정되었고, 4개의시편에서 1개의기포가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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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ptical Camera with Microscope

Fig 3. The surface state of the stone created in the way of vacuum mixing at normal mixing ratio

Fig 4. The surface state of the stone created in the way of vacuum mixing at 40% increased mixing ratio

Fig 5. The surface state of the stone created in the way of mixing with hands at normal mixing ratio and then
removing bubbles in vacuum mixer 

손으로혼합후진공매몰기에서기포를제거하여제작

한경석고시편의경화된표면을 300배로확대하여표면

을분석한결과경석고 100g과증류수 24cc의정상혼수

비로제작한경석고시편의표면상태는 5개의시편모두

기포가없는균일한형태의표면상태를보였고(Fig 5), 정

상 혼수비보다 40% 증가한 경석고 100g과 증류수 33cc

의혼수비로제작된경석고시편의표면상태는 3번시편

에서 4개의기포가측정되었고, 1번시편과 2번시편에서

3개의기포가측정되었고, 4번시편에서 2개의기포, 5번

시편에서 1개의기포가측정되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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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혼합하여 제작한 경석고 시편의 경화된 표면을

300배로확대하여표면을분석한결과경석고 100g과증

류수 24cc의정상혼수비로제작한경석고시편의표면상

태는 3번시편에서 3개의기포가측정되었고 2번, 4번, 5

번 시편에서 1개의 기포가 측정되었고, 1번 시편에서는

기포가측정되지않았고(Fig 7), 정상혼수비보다 40% 증

가한 경석고 100g과 증류수 33cc의 혼수비로 혼합된 경

석고시편의표면상태는모든시편에서 2개의기포가측

정되었다(Fig 8). 

2. 치과용경석고의시간별경화팽창량

정상 혼수비(24/100)로 진공 혼합하여 제작한 경석고

시편의 시간별 경화팽창량은 30분에 0.1404%, 120분에

0.1944%, 24시간에 0.2216%로측정되어시간이증가할

수록 경화팽창량이 증가 되었고, 정상 혼수비보다 40%

증가한 혼수비(33/100)로 진공 혼합하여 제작한 경석고

시편의 시간별 경화팽창량은 30분에 0.106%, 120분에

0.195%, 24시간에 0.2016%로 측정되어 시간이 증가할

수록경화팽창량이증가되었다(Fig 9, Table 1). 

정상혼수비(24/100)로손으로혼합후진공매몰기에서

기포를 제거하여 제작한 경석고 시편의 시간별 경화팽창

량은 30분에 0.107%, 120분에 0.196%, 24시간에

0.2338%로측정되어시간이증가할수록경화팽창량이증

가 되었고, 정상 혼수비보다 40% 증가한 혼수비(33/100)

로손으로혼합후진공매몰기에서기포를제거하여제작

한경석고시편의시간별경화팽창량은 30분에 0.1132%,

120분에 0.2262%, 24시간에 0.2314%로측정되어시간이

증가할수록경화팽창량이증가되었다(Fig 9, Table 1). 

정상혼수비(24/100)로손으로혼합하여제작한경석고

시편의 시간별 경화팽창량은 30분에 0.1326%, 120분에

0.2128%, 24시간에 0.2526%로측정되어시간이증가할

수록 경화팽창량이 증가 되었고, 정상 혼수비 보다 40%

증가한 혼수비(33/100)로 손으로 혼합하여 제작한 경석

고시편의시간별경화팽창량은 30분에 0.1082%, 120분

에 0.2324%, 24시간에 0.2368%로 측정되어 시간이 증

가할수록경화팽창량이증가되었다(Fig 9,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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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surface state of the stone created in the way of mixing with hands at 40% increased mixing ratio and then
removing bubbles in vacuum mixer

Fig 7. The surface state of the stone created in the way of mixing with hands at normal mixing ratio

Fig 7. The surface state of the stone created in the way of mixing with hands at normal mix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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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용경석고의경화팽창량의다변량검정

치과용경석고의경화팽창량에대한구형성(sphericity)

검정결과유의확률이 p<.001로나타나구형성가정 P 값

0.05 이상을충족하지못해다변량검정의Wilks의람다

항목을이용하였다. 

치과용경석고의경화팽창량의다변량검정의Wilks의

람다항목을분석한결과각시편의경화시간 5분에서 24

시간까지시간의변화에따라치과용경석고의경화팽창

량의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 시간과경석고혼합방법과

혼수비차이에따른시편제작방법간의경화팽창량도유

의한차이가있었다(p<.00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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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tting expansion change of stone specimens by time depending on mixing ratios and mixing methods of stone 

Table 1. Setting expansion change of stone specimens by time depending on mixing ratios and mixing methods of stone

5Min

VACCUM

MIXER

24/100

VACCUM 

MIXER

33/100

HAND+V

ACCUM

24/100

HAND+V
ACCUM
33/100

HAND
MIXING
24/100

HAND
MIXING
33/100

.0062±.0008

10Min

.0276±.006

20Min

.094±.009

30Min

.1404±.007

40Min

.1504±.007

50Min

.1622±.006

60Min

.1816±.006

90Min

.189±.008

120Min

.1944±.007

150Min

.2004±.010

180Min

.205±.010

240Min

.2102±.012

24Hr

.2216±.014

0±0

.006±.001

0±0 .0066±.008 .044±.007 .1132±.011 .1456±.011 .185±.014 .1964±.012 .222±.007 .2262±.006 .2292±.007 .231±.007 .231±.007 .2314±.008

.004±.001

0±0

.013±.004

.0194±.006

.0176±.003

.0042±.002

.0284±.005

.049±.009

.0526±.007

.0402±.006

.106±.009

.107±.014

.1326±..008

.1082±.004

.13±.011

.1334±.018

.1484±.007

.1518±.010

.1618±.011

.157±.013

.174±.005

.1924±.009

.1822±.010

.169±.011

.1934±.006

.2112±.008

.193±.020

.1862±.007

.2024±.004

.2292±.009

.195±.019

.196±.006

.2128±.005

.2324±.008

.1978±.016

.2128±.003

.2212±.005

.2336±.008

.199±.015

.2152±.003

.2242±.005

.235±.008

.2016±.012

.217±.003

.2288±.005

.235±.008

.2016±.012

.2338±.008

.2526±.005

.236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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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용 경석고 시편의 제작방법에 따른 경화팽창

량의차이검정

치과용 경석고 시편의 제작방법에 따른 경화팽창량의

차이검정결과정상혼수비(24/100)로진공혼합하여제

작한경석고시편은정상혼수비보다 40% 증가한혼수비

(33/100)로진공혼합하여제작한경석고시편과정상혼

수비보다 40% 증가한 혼수비(33/100)로 손으로 혼합하

여제작한경석고시편그룹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

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p<0.05)(Table 3). 

정상 혼수비(24/100)로 손으로 혼합 후 진공 매몰기에

서기포를제거하여제작한경석고시편은정상혼수비보

다 40% 증가한 혼수비(33/100)로 손으로 혼합 후 진공

매몰기에서기포를제거하여제작한경석고시편과정상

혼수비(24/100)로 손으로 혼합하여 제작한 경석고 시편,

정상 혼수비보다 40% 증가한 혼수비(33/100)로 손으로

혼합하여제작한경석고시편그룹간에통계적으로유의

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p<0.05)(Table 3).

정상혼수비(24/100)로손으로혼합하여제작한경석고

시편은 정상 혼수비 보다 40% 증가한 혼수비(33/100)로

진공 혼합하여 제작한 경석고 시편과 정상 혼수비

(24/100)로손으로혼합후진공매몰기에서기포를제거

하여제작한경석고시편그룹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

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p<0.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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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time for setting expansion rate of dental stone and the methods of 
making dental stone specimens

Effects Value F
Degree of
Freedom of
Hypothesis

Degree of
Freedom of

Error

Significance
Probability

Time

Time
Time *
Methods of
making 
dental stone
specimens

Pillai's Trace

Wilks' Lamda

Hotelling's Trace

Roy's Maximum Root

Pillai's Trace

Wilks' Lamda

Hotelling's Trace

Roy's Maximum Root

.999

.001

1986.669

1986.669

4.446

.000

95.495

45.025

2152.225b

2152.225b

2152.225b

2152.225b

11.370

16.849

18.144

63.785c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60.000

60.000

12.000

13.000

13.000

13.000

13.000

85.000

64.652

57.000

17.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Table 3. Test for the difference in setting expansion depending on the methods of 
making dental stone specimens

Methods of making dental
stone specimens

Mean 
Difference

Standard 
Error

P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VACCUM
MIXER 24/100

VACCUM
MIXER 33/100

.013*

.006

-.006

-.006

-.010*

-.013*

-.007

-.019*

-.020*

-.023*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VACCUM MIXER 33/100

HAND+VACCUM 24/100

HAND+VACCUM 33/100

HAND MIXING 24/100

HAND MIXING 33/100

VACCUM MIXER 24/100

HAND+VACCUM 24/100

HAND+VACCUM 33/100

HAND MIXING 24/100

HAND MIXING 33/100

.009

.193

.207

.191

.047

.009

.140

.000

.000

.000

.023

.016

.004

.003

.000

-.004

.003

-.010

-.010

-.014

.004

-.003

-.016

-.016

-.019

-.023

-.017

-.029

-.02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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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치과용 석고는 모형과 치형의 제작, 모형의 교합기 부

착, 덴쳐의중합을위한음형의제작, 석고결합매몰재의

결합재등사용하는용도에따라다양한형태의석고제품

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석고 중 치과용 경석고는 치

과·병의원과 치과기공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많

은보철제작에사용하는재료임에도치과용석고에대한

연구는 인상채득과 치과용 석고모형의 정확성과 관련된

연구, 혼합수와 치과용 석고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지만(Joo & Lee 2015; Kim et al, 2012); Song et al,

2002), 치과용석고의경화팽창에관련된연구는부족한

실정이다. 

Kim 등(2002)의선행연구에서는 2시간후석고경화팽

창량을 측정한 연구에서 HI-Koseton의 경화팽창량은

약 0.17%로보고하여, 본연구의정상혼수비로진공혼

합한 HI-Koseton의 2시간후석고경화팽창0.1944%와

차이를 보였다. Kim 등(2010)은 혼합시간이 증가할수록

경화팽창량이증가한다고한보고를볼때Kim 등(2002)

의선행연구에서는 30초간혼합하여시편을제작하였고,

본연구에서는제조회사에서제시한 1분간혼합하여경화

팽창량이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   

Powers 등(2008)은 혼합조건과 화학물질의 첨가로 차

이가나며기계로혼합한석고의경화팽창량이손으로혼

합한 것 보다 경화팽창량이 작다고 하였고, Garber 등

(1985)의연구에서진공상태로기계로혼합한초경석고의

2시간후경화팽창량이 0.037%로손으로혼합한초경석

고의 0.045%의약 82% 수준이었다. 본연구에서도정상

혼수비로진공혼합하여제작한경석고의 2시간후경화

팽창량이손으로혼합하여진공매몰기에서기포를제거

하여정상혼수비로제작한경석고와손으로혼합하여정

상혼수비로제작한경석고보다낮게측정되어앞선연구

들과유사한결과를보였다. 

본 연구에서 혼수비의 차이를 갖고 동일한 혼합방법으

로제작한경석고의 24시간후경화팽창량의차이는정상

혼수비에서 경화팽창량이 높게 측정되어, Powers 등

(2008)의 혼수비가 증가할수록 석고의 경화팽창량은 감

Methods of making dental stone
specimens

Mean 
Difference

Standard 
Error

P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HAND+VACC
UM 24/100

HAND+VACCU
M 33/100

HAND MIXING
24/100

HAND MIXING
33/100

-.006

.007

-.012*

-.013*

-.016*

.006

.019*

.012*

.000

-.004

.006

.020*

.013*

.000

-.003

.010*

.023*

.016*

.004

.003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VACCUM MIXER 24/100

VACCUM MIXER 33/100

HAND+VACCUM 33/100

HAND MIXING 24/100

HAND MIXING 33/100

VACCUM MIXER 24/100

VACCUM MIXER 33/100

HAND+VACCUM 24/100

HAND MIXING 24/100

HAND MIXING 33/100

VACCUM MIXER 24/100

VACCUM MIXER 33/100

HAND+VACCUM 24/100

HAND+VACCUM 33/100

HAND MIXING 33/100

VACCUM MIXER 24/100

VACCUM MIXER 33/100

HAND+VACCUM 24/100

HAND+VACCUM 33/100

HAND MIXING 24/100

.193

.140

.014

.013

.002

.207

.000

.014

.961

.432

.191

.000

.013

.961

.461

.047

.000

.002

.432

.461

.003

.017

-.003

-.003

-.006

.016

.029

.022

.009

.006

.016

.029

.022

.010

.006

.019

.033

.026

.013

.013

-.016

-.003

-.022

-.022

-.026

-.004

.010

.003

-.010

-.013

-.003

.010

.003

-.009

-.013

.000

.014

.006

-.006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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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다고 연구보고와 유사하였으나, 진공 혼합하여 제작

한 경석고의 경화팽창량 측정결과에서는 60∼120분 후

측정된경화팽창량은정상혼수비보다 40% 증가한혼수

비로진공혼합한경석고의경화팽창량이정상혼수비로

제작한 경석고보다 높았고, 손으로 혼합 후 진공 매몰기

에서기포를제거하여제작한경석고의경화팽창량측정

결과에서는 30∼240분후측정된경화팽창량은정상혼

수비보다 40% 증가한 혼수비로 손으로 혼합 후 진공 매

몰기에서 기포를 제거하여 제작한 경석고의 경화팽창량

이 정상 혼수비로 제작한 경석고보다 높았으며, 손을 혼

합하여 제작한 경석고의 경화팽창량 측정결과에서는 40

∼120분 후 측정된 경화팽창량은 정상 혼수비보다 40%

증가한혼수비로제작한경석고의경화팽창량이정상혼

수비로 제작한 경석고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화팽창량의

차이는 많은 양의 혼수비 증가로 인한 혼합된 증류수의

수화팽창과, 혼합방법의 차이에 의한 차이로 판단되나,

이연구는한개의경석고제품을대상으로하여그차이

를증명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향후, 다양한석고제

품을이용한경화팽창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연구에서 300배로확대한경석고시편의표면은정

상혼수비로진공혼합한경석고와정상혼수비로손으로

혼합후진공매몰기에서기포를제거한경석고에서는기

포가측정되지않았으나, 높은혼수비로혼합방법을다르

게한 3가지 경석고에서 모두 기포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기포의 발생은 치아모형의 부정확성과 모형의 강도저하

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혼수비로 진공 혼합하

여제작하는방법이가장좋은방법으로판단된다. 이연

구에서사용된현미경부착식카메라는 2300배까지측정

이가능하고치수의측정도가능한수동초점방식을갖고

있다. 하지만 시험에 사용된 경석고의 절단 표면상태가

균일하지않아표면상태의정밀한분석에한계가있어측

정가능한 상태의 배율상태까지 낮춘 결과 300배에서 측

정이가능하였고, 300배의배율로석고표면의체결구조,

상태 등을 측정에는 연구에 한계가 있어 표면의 기포의

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포의 크기는 기포의 특성상

측정되는부위에따라서기포의상부, 중간, 하부의노출

되는 부분에 따라서 기포의 크기가 틀려질 수 있어 기포

크기를측정하지않았다. 향후연구에서는전자현미경과

같은정밀한표면구조의측정이가능한시험장비를이용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연

구들이치과용경석고의 2시간까지의경석고경화팽창량

에대한연구에국한되었으나이연구에서는경석고의혼

합방법에 차이와 24시간까지 경석고의 경화팽창량을 측

정하여의미있는연구였다고판단된다.         

치과용 경석고는 임상에서 연구모형, 가철성모형의 베

이스, 작업모형의 대합치아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임상

의 치과병·의원에서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후 경석고를

주입하여모형을제작하는경우가많다. 선행연구의알지

네이트 인상재 미세재현성시험에서 0.025mm의 V자형

태의구를재현하는능력이제 3형의모형용경석고가제

4형의 저팽창 초경석고보다 표면의 품질과 재현성이 우

수하고 적합성이 우수하다고 하였다(Powers et al,

2008). 하지만, 국내의치과병·의원대부분에는진공혼

합기가설치되어있지않아손으로혼합하여모형을제작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치과기공소의 대부분은 진공

혼합기가설치되어있어경석고를이용하여모형을제작

하거나, 가철식 분할 모형의 베이스 작업에 진공 혼합기

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치과병·의원에진공혼합기의설치가필요할것으로판

단되며, . 경석고의경화팽창량이 2시간이후에도 24시간

까지증가되는결과를볼때경석고를이용한보철물제작

은 경석고 경화팽창의 변화가 없는 경화 24시간 이후에

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향후, 경석고와초경석고에대한경화팽창에대한정밀

성 관련한 많은 연구들과 경석고의 표면과 압축강도, 재

현성시험등다양한연구들이필요하며, 이와같은연구

보고들이 이루어져 치과기공사와 치과의사, 치위생사들

에게제공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경화팽창량이 표기되지 않은 치과용 경석고

(Hi-Kosetone, Maruishi Gypsum, Japan) 1종을선정

하여혼수비차이와 3가지경석고혼합방법의차이로시

편을 제작하여 24시간까지의 시간대별 경화팽창율을 측

정하고 경화된 경석고의 표면을 측정하여 치과보철제작

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한 결과

치과용경석고의사용방법에따른경화팽창과표면상태비교연구

실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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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1. 정상혼수비로진공혼합기로혼합한경석고시편과

정상 혼수비로 손으로 혼합 후 진공 매몰기에서 기포를

제거하여제작한경석고시편에서는기포가없는균일한

형태의표면상태를보였으며, 정상혼수비보다 40% 증가

한혼수비로손으로혼합하여제작된경석고시편과정상

혼수비보다 40% 증가한 혼수비로 손으로 혼합 후 진공

매몰기에서기포를제거하여제작한경석고시편의표면

에서기포가측정되었다.    

2. 정상혼수비로진공혼합기로혼합한경석고와정상

혼수비보다 40% 증가한혼수비로진공혼합기에혼합한

경석고, 정상 혼수비로 손으로 혼합 후 진공 매몰기에서

기포를 제거하여 제작한 경석고의 2시간까지의 경석고

경화팽창량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의료기기기준규격 경

석고경화팽창기준에충족하였고, 모든경석고시편은 2

시간이후부터 24시간까지경화팽창이진행되었다.

3. 치과용 경석고의 경화팽창량의 다변량 검정을 실시

한결과각시편의 24시간까지의치과용경석고의경화팽

창량의유의한차이도있었으며, 시간과경석고혼합방법

과혼수비의상호작용에따른치과용경석고의경화팽창

량도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5).

이러한결과로볼때경석고를이용하여작업모형의대

합치와 가철성 모형의 베이스를 작업할 때는 경화 후 최

소 24시간이후에작업하는것이경석고의경화팽창량에

의한치과보철물의오차를줄일수있는방법으로판단되

며, 석고 작업시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혼수비로 진공 혼

합기를이용하여모형을제작해야모형내부의기포가적

으며, 경화팽창량의 변화가 최소화 된 상태에서 모형과

가철성모형의베이스작업이가능해져보다정밀한보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 임상에서 사

용되는여러종류의석고제품과다양한조건에서경화팽

창에대한추가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REFERENCES

Garber DK, Powers JM, Brandau HE. Effect of  

spatulation on the properties of high-

strength dental stones. J Mich Dent Assoc,

67(3), 133-136, 1985.

ISO 6873. Dentistry &#8211; Gypsum products. 1-   

19, 2013. 

Joo YH, Lee JH. Three dimensional accuracy 

analysis of dental stone casts fabricated

using irreversible hydrocolloid impressions. J

Dent Rehabil Appl Sci, 31(4), 316-328, 2015.

Kim KB, Lee GT, Kim HY, Kim JH. The Influence

of Different Gypsum Materials on the

Accuracy from Complete Arch Digital

Impressio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2(6), 617-623, 2012.

Kim YU, Kang JK, Lee YK, Kim KM, and Kim KN. 

Mechanical Properties of Dental Gypsums

according to ISO 6873. Korean J Dent Mater,

29(1), 47-54, 2002.

Kim WT, Kim SH, Kim EN, Nam SY, Ryu JK, Sung 

HK, Chen JN, Jung IH, Cha SS, Han MS.

Dental Technology materials. 4th ed,

Komoonsa, 69-84, 2010.

Powers, JM, Sakaguchi, RL, Craig, RG. Craig's 

restorative dental materials. 12th ed,

JeeSeung, 339-361, 2008.

Schwedhelm ER, Lepe X. Fracture strength of type 

Ⅳ and type Ⅴ die stone as a function of

time. J Prosthet Dent, 78(6), 554-559, 1977.

Song YH, Lee HH, Dong JK. Effects of mixing 

waters on setting time and compressive

strength of high-strength stone. J Korea Res

Soc Dent Mater, 29(4), 369-374, 2002. 

Yi HJ, Lim JH, Lee JS.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curacy of impression body according to the

types of impression tra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48(1),

48-54, 2010.  

02박수철 외2N  2016.12.30 3:58 PM  페이지272   mac2 가상 프린터 2438DPI 200LPI  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