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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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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재의 젖음성은 인상채득 시 구강 내 미세한 조직에 인상재가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하며,석고모형 제작 시에는 석고현탁액이 인상체의 미세한 부위로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인상재의 필수조건이므로 표면처리제를 사용하여 인
상재의 젖음성을 증가시켜왔다.최근에는 친수성이 더욱 개선된 초친수성 인상재
가 개발되어 상용되고 있다.인상재의 젖음성은 소독과정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석고모형을 제작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수성 인상재 ImprintⅡ(3M
ESPE,St.Paul,MN,USA),Twinz(BiscoAsia,Seoul,Korea),Perfect-F(Handae
Chemical,Jinchun,Korea)와 초친수성 인상재 Fusion(GC,Tokyo,Japan)과
Genie(Sultan,Englewood,NJ,USA)의 소독 전,후 접촉각을 측정하고,인상재 젖
음성의 변화가 인상재와 석고의 표면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험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소독 전 인상재의 접촉각은 초친수성 인상재인 Genie에서 인상채득 후 10분의
접촉각이 24시간 보다 더 크게 나타난 반면 Fusion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친수성 인상재 군에서는 동일하게 10분 보다 24시간에서 접촉각이 더
크게 나타났다(p<0.05).

2.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실험군에서는 Fusion과 Perfect-F에서 10분보다
24시간에서 접촉각이 더 크게 나타났고 PovidoneIodine으로 소독한 실험군에서
는 24시간보다 10분에서 Fusion,Genie,Twinz인상재의 접촉각이 더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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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p<0.05).

3.10분 실험군에서는 Genie를 제외하고 소독 전보다 소독 후의 접촉각이 더 크게
나타났다.친수성 인상재 군에서는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경우보다
Povidone Iodine으로 소독한 경우 접촉각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Genie는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했을 때 반대로 접촉각이 감소했다(p<0.05).24시간
실험군에서는 인상재별로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다.

4.인상재의 미세부재현성은 Fusion의 경우 소독 전보다 소독 후에 더 낮아졌고,
다른 인상재는 20㎛ 미세선을 모두 재현하였다.

5.석고친화성은 20㎛ 미세선에서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실험군보다
PovidoneIodine으로 소독한 실험군에서 더 낮은 석고친화성을 보였다.

6.소독 전,후 인상재의 표면형태에서는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 한 Genie의
경우 인상재 표면에서 많은 기포가 관찰되었고,ImprintⅡ와 Twinz는 소독 전
보다 소독 후 인상재의 표면이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변화되었다.

7.석고모형의 표면 결정은 표면이 매끄럽고 접촉각이 크게 나타난 인상재에서 만
들어진 석고모형에서 석고결정들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붕괴된 양상을 보였다.

8.인상재 표면성분 분석에서는 소독 전,후와 시간경과에 따른 성분차이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소독액은 인상재의 표면형태에 영향을 주어 소독 후 인상재의
접촉각과 다른 표면특성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핵심되는 말 :탄성고무인상재,젖음성,친수성,접촉각,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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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김 경 남>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수 화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치과용 인상재는 정확하고 정밀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 치아의 형태와 치
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조직을 복제하는 재료이다.치과에서 사용되는 탄성고무
인상재는 화학성분에 따라 폴리설파이드,축중합형 실리콘,부가중합형 실리콘,폴
리이써로 구분된다(Anusavice,2003).고무인상재는 여러 조성들이 화학반응하여
탄성을 가진 고무상태로 변화되는 중합에 의해 경화되는데,이런 중합반응은 반응
부산물의 형성여부에 따라 축중합과 부가중합반응으로 구분된다(한국치과재료학교
수협의회,2006).
고무인상재의 경우,초기에는 폴리설파이드가 주를 이루었다가 이후에 축중합

형 실리콘 인상재가 개발되었다(Wadhwani등,2005).하지만 두 인상재 모두 축
중합반응을 하는 인상재이므로 중합 시 수축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고무인상재는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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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이써 인상재이다.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는 우수한 크기안정성,변형회복
력,미세부재현성을 가지고 있다(Craig등,2002).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는 반응부산물이 없는 부가중합반응을 하므로 중합

수축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인레이,크라운,브릿지를 제작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
다(Kess등,2000;Anusavice,2003;한국치과재료학교수협의회,2006).Marcinak
등(1982)은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로 인상채득 후 168시간 후에 제작한 석고모
형이 인상채득 10분 후에 제작한 석고모형과 유사하게 정밀하다고 보고하였다.
인상채득의 궁극적 목적은 정밀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이다.구강 내에

서 인상채득 시와 인상채득 후 석고주입 시에는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
지 요인들이 존재한다.구강 내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상재의 친수성,탄성
회복률,소독조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현재 폴리이써 인상재와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는 앞서 언급한 인상재의 기본요구 조건을 상당히 만족시키기 때문에 재료
선택의 기준을 조작법이나 젖음성에 두고 있다(Lepe등,2002).
특히 인상재의 젖음성은 타액이 항상 존재하는 구강 내에서 인상재가 미세한

부위까지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하고,석고 주입 시에 기포형성을 감소시켜 더 정
확한 석고모형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되었다(Chong 등, 1990;
Vassilakos등,1993).인상재의 젖음성은 인상재 표면에 대한 액체의 접촉각으로
나타내는데 90°이상의 접촉각은 소수성을 보이며,0°는 표면에 대한 완벽한 젖음
성을 나타낸다(Pratten등,1990).
Walker등(2005)은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의 주요 한계점은 소수성이라고 하

였고,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조사는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친수성 폴
리비닐실록산 인상재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다.그의 연구에서는 건조
조건과 습윤 조건 하에서 인상재의 미세부재현성을 조사하였는데,건조한 조건 하
에서는 인상재의 100%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지만 습윤 조건 하에서는 폴리
비닐실록산 인상재의 29%만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DeWald등(1992)은 인상채득 후 소독에 의해서도 인상재의 젖음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석고모형의 기포 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인상체는 타
액과 혈액에 의해 치과진료실과 치과기공실에까지 감염이 전달될 수 있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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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Ivanovski등,1995),인상체나 석고모형을 소독하여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교차감염의 위험성을 예방해야 한다(Minagi등,1990;Lepe등,
1997;Memarian등,2007).치과 환자들과 치과 종사자들은 혈액이나 타액을 통하
여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되어 있고,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들과 접촉하면서 감
염이 될 수 있다(CDC,1993).소독과정은 혈액이나 타액으로 오염된 인상체에서
석고모형이 만들어지면서 전달되는 감염의 연결고리(chain ofinfection)(CDC,
1993)를 단절시킴으로서 교차오염을 예방한다.따라서 인상체의 소독과정은 필수
적인 과정이다.소독방법은 spray와 immersion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독용액이 인
상체와 트레이의 모든 면에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immersion하는 것
이다(Lepe등,1997).
소독과정은 교차감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소독조건과 소독액이

인상재의 특성과 젖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Pratten등,1990;
Lepe등,1997;Johnson등 1998;Lepe등,2002).Lepe등(2002)의 연구에서는 30
분 동안 소독 후 인상재의 접촉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인상재가 소독 전보
다 더 팽윤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부가중합형 실리콘에서보다 폴리이써에서 더 큰
팽윤현상을 나타냈다.소독액의 종류에 따라서도 인상재의 젖음성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르게 보고되었는데,Milward등(2001)은 어떤 종류의 소독액은 젖음성에 영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접촉각을 감소시키는 소독액도 있다고 하였다.Pratten등
(1990)은 소독 후 폴리설파이드의 젖음성은 증가하였지만,친수성 부가중합형 실
리콘의 젖음성은 감소시켰고 폴리이써는 소독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
고하면서,인상재 소독용액은 인상재의 크기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인상재의
표면 거칠기와 표면의 화학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 소독액은 모
든 인상재에 같은 경향을 미치지 않으며,종류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몇몇 인상재의 경우는 그 특성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위 연구들로 보아 인상재의 소독과정은 인상재의 친수성을 변화시키고,이런

인상재 젖음성의 변화는 인상체와 석고모형의 표면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
료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는 대부분 친수성 인상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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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제조사가 초친수성 인상재라고 주장하는 친수성이 더욱 개선된 인상재
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2종류의 초친수
성 인상재와 3종류의 친수성 인상재의 소독 전,후에 따른 접촉각을 측정하고 이
러한 인상재 젖음성의 변화가 인상재와 석고의 표면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임상응
용 가능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미세부재현성,석고친화성,인상재 표면형태와 석고
표면 관찰,인상재 표면성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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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본 연구에서는 초친수성 인상재로 Fusion(GC,Tokyo,Japan)과 Genie(Sultan,
Englewood,NJ,USA),친수성 인상재로 ImprintⅡ(3M ESPE,St.Paul,MN,
USA),Twinz(BiscoAsia,Seoul,Korea),Perfect-F(Handae Chemical,Jinchun,
Korea)를 사용하였으며,인상재 점도는 모두 저점도(low viscosity)로 통일하였다.
소독액은 6% Sodium Hypochlorite(Duksan,Ansan,Korea)와 10% Povidone
Iodine(Sungkwang,Bucheon,Korea)을 사용하였다(Anusavice,2003).석고모형재
는 MG CrystalRock(MaruishiGypsum,Osaka,Japan)을 사용하여 시편을 제작
하였다(Table1).본 실험에 사용된 인상재는 모두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자동혼
합기를 이용하여 혼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인상재의 성분으로 Fusion은 Vinyldimethylpolysiloxane과

Polyethercompound가 포함되어 있고,Genie는 Vinylpolysiloxane,ImprintⅡ는
Vinyl polydimethylsiloxane과 Quartz silica, Twinz는 Polyvinylsiloxane과
Polyvinylsiloxane crosslinker,Perfect-F는 Vinyldimethylpolysiloxane,Silicone
dioxide등으로 각 재료의 MSDS(MaterialSafetyDataSheet)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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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Materialsusedinthisstudy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가가가...인인인상상상재재재 소소소독독독

각 실험에 필요한 인상재 시편을 35±1℃의 수조에 넣어 제조사가 지시하는
시간 동안 경화시키고,경화된 후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세척하고 압축공기로 15
초 동안 건조시켰다.6% Sodium Hypochlorite는 0.6%로,10% PovidoneIodine
은 0.1%로 증류수를 사용하여 희석하였고,인상재 시편을 각 소독용액에 30분 동
안 immersion하여 소독하였다.소독 후에는 시편을 흐르는 물로 30초 동안 세척하
고 압축공기로 15초 동안 건조시킨 후 각 실험을 시행하였다.

Materials Classification Products Manufacturer LotNumber

Impression
materials

Improved
hydrophilic

Fusion
Genie

GC,Tokyo,Japan
Sultan,Englewood,NJ,

U.S.A.

0512221
040725209

Hydrophilic
ImprintⅡ
Twinz
Perfect-F

3M ESPE,St.Paul,
U.S.A

BiscoAsia,Seoul,Korea
HandaeChem.,Jinchun,

Korea

51LP1A1

BA05000239

CL0080601

Disinfectants
6% Sodium
Hypochlorite

10% PovidoneIodine
Duksan,Ansan,Korea
Sungkwang,Bucheon,

Korea
A606221
0691133

Gypsum MGCrystalRock Maruishi,Osaka,Japan 8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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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접접접촉촉촉각각각 측측측정정정

시편을 제작하기 위하여 유리판 위에 polyethylene필름을 올려놓고,지름 20
mm,두께 2 mm 원형 금속 몰드를 위치시켰다.몰드에 인상재를 주입하고,
polyethylene필름으로 덮은 후 같은 크기의 유리판을 올려놓아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었다.인상재를 경화시키기 위해 35±1℃의 수조에 넣어 제조사가 지시하는
경화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꺼내어 시편을 분리하였다(Figure1).경화된 시편을
흐르는 물로 30초 동안 세척하고 압축공기로 15초 동안 건조시켰다.
소독 전 접촉각은 시편 건조 후 10분과 24시간에 측정하였는데,이 시간은 인

상채득 후 석고주입 시간을 의미한다.10분은 인상채득 후 즉시 석고를 주입한 시
간을 의미하며,24시간은 석고주입이 지연된 시간을 나타낸다.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는 24시간 후의 크기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인상재이므로 24시간을 석고주
입 지연시간으로 하였다(Powers등,2006).
소독 후 접촉각은 인상재 시편을 Sodium Hypochlorite와 PovidoneIodine에

immersion하여 소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압축공기로 건
조시킨 후 10분과 24시간에 측정하였다.제작한 시편은 실내온도에서 보관하였다.
인상재 표면과 액체의 접촉각은 ContactAngleAnalyzer(Phoenix 300,SEO

Co.,Suwon,Korea)로 측정하였고,wettingliquid로 증류수를 사용하였다(Figure
2).접촉각 측정 물방울의 양은 10㎕로 하였고,인상재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린
후 30초에 측정하였다.본 실험 전 예비실험을 통하여 물방울을 떨어뜨린 후 인상
재의 접촉각이 감소하는 정도가 작아지는 시간이 약 30초로 나타나 이 시간을 접
촉각 측정시간으로 하였다.각 실험군당 5개 시편의 접촉각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8

Figure1.Specimensofimpressionmaterialsfor
contactanglemeasurement.

Figure2.Equipmentforcontactanglemeasurement
(Phoenix300,SEOCo.,Suwo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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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미미미세세세부부부재재재현현현성성성 평평평가가가

ISO 4823:2000에서 규정하는 시험블록(testblock)을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
고(Figure3),35±1℃ 수조에 넣어 제조사에서 지시하는 경화시간 동안 경화시켰
다.각 인상재별로 소독 전 그룹과 두 가지 소독액으로 각각 소독한 그룹의 시편
을 관찰하였다.각 실험군당 5개 시편씩 시험하였다.
인상재 미세부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LeicaStereomicroscope(LeicaMZ16

FA,Wetzlar,Germany)을 사용하였고 시편을 10배 확대하여 시험블록의 미세선을
관찰하였다(Figure4).
실험군별로 인상재 미세부재현성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블록의

미세선이 재현된 상태를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1점은 선을 재현하지 못한 경우,2
점은 불연속적으로 선을 재현한 경우,3점은 선을 재현하지만 선명하지 않은 경우,
4점은 정확히 선명하게 선을 재현한 경우를 나타낸다.

Figure3.Testblockfordetailreproductionandcompatibilitywithgyp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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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Equipmentforobservation ofdetailreproduction andcompatibility
withgypsum (LeicaMZ16FA,Wetzlar,Germany).

라라라...석석석고고고친친친화화화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인상재 미세부재현성 평가에서 사용된 시험블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상을 채
득하고 소독 전과 후에 각각 석고를 주입하였다.
초경석고(MG CrystalRock)는 제조사의 지시대로 혼수비를 분말 100g당 물

24ml의 비율로 진공혼합기를 사용하여 60초 동안 혼합하였다.
LeicaStereomicroscope를 이용하여 석고친화성을 평가하였고,x10배율로 석

고 시편을 관찰하였다.
인상재 소독 전 그룹에서는 인상재 경화 후 10분,24시간에 각각 석고를 주입

하여 석고시편을 준비하였고,인상재를 소독한 그룹에서는 소독 후 각각 10분,24
시간에 석고를 주입하여 시편을 만든 다음 석고친화성을 관찰하였다.각 실험군당
5개씩 시편을 평가하였다(Figure5).
석고친화성의 평가 등급은 인상재 미세부재현성에서와 같이 미세선의 재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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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1점은 선을 재현하지 못한 경우,2점은 불연속적
으로 선을 재현한 경우,3점은 선을 재현하지만 선명하지 않은 경우,4점은 정확히
선명하게 선을 재현한 경우를 나타낸다.

Figure5.Specimensforcompatibilitywithgypsum.

마마마...인인인상상상재재재 표표표면면면형형형태태태 관관관찰찰찰

소독 전과 후에 인상재 표면 접촉각이 변화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상
재 표면을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JEOL JSM-6700F,
Tokyo,Japan)으로 x1000배율로 관찰하였다.
미세부재현성에 사용된 시험블록을 사용하여 미세부재현성 실험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하고 20㎛ 미세선과 인상재 표면을 관찰하였다.인상재의
소독과정과 세척방법은 위 실험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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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석석석고고고모모모형형형 표표표면면면관관관찰찰찰

소독 전,후 인상재의 표면변화가 석고모형 표면에 어떤 변화를 야기시키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지름 6mm 원형블록의 인상을 채득하여 35±1℃ 수조에서 제조
사의 권장시간대로 경화시킨 다음 석고시편을 제작하였다(Figure6).인상재 소독
전 그룹에서는 인상재 경화 후 10분과 24시간에 석고 시편을 제작하였고,소독 실
험군에서는 소독 후 10분과 24시간에 석고시편을 제작하였다.시편의 세척과 건조
는 앞의 실험에서와 동일하게 흐르는 물로 30초 동안 세척하고 압축공기로 15초
동안 건조시켰다.석고는 제조사가 지시하는 혼수비를 맞추어 진공혼합기로 혼합
하였다.석고모형 시편의 표면을 ScanningElectronMicroscope(JEOLJSM-840A,
Tokyo,Japan)으로 x500배율 하에서 관찰하였다(Figure7).

Figure6.SpecimensforSEM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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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Scanningelectronmicroscope(JEOLJSM-840A,Tokyo,Japan).

사사사...인인인상상상재재재 표표표면면면성성성분분분 분분분석석석

인상재의 표면성분이 젖음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독 전,후
와 시간경과(10분,24시간)에 따라 인상재 표면의 성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였다.표면성분 분석을 위한 시편은 인상재 접촉각 측정 시 제작하였던 시편과 동
일한 방법으로 준비하였고,시편을 압축하여 IR(infrared)을 투과하는 방법으로
FT-IR(NICOLET 6700,ThermoFisherScientific,Waltham,MA,U.S.A.)분석을
시행하였다(Figur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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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8.Equipmentforsurfacecompositionanalysisofimpressionmaterials
(NICOLET 6700,ThermoFisherScientific,Waltham,MA,U.S.A.).

아아아...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본 실험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SPSSWIN 14.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접촉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인상재별 10분과 24시
간 사이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고,소독조건별 유의성은 one-way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사후검정(Multiplecomparison)은 Duncan법을 사용하였고,
95% 신뢰도 구간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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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인인인상상상재재재의의의 젖젖젖음음음성성성

(((111)))소소소독독독 전전전 시시시간간간경경경과과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접접접촉촉촉각각각

소독 전 인상재의 접촉각은 10분 실험군에서는 Fusion,ImprintⅡ,Perfect-F,
Genie,Twinz순으로 Fusion이 가장 작게,Twinz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24시간
실험군에서는 Fusion,ImprintⅡ,Genie,Perfect-F,Twinz순으로 Fusion의 접촉
각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Figure9).친수성 인상재(ImprintⅡ,Twinz,Perfect-F)
는 24시간 후에 측정한 접촉각이 10분 후에 측정한 접촉각보다 유의하게 더 크게
변화하였다(p<0.05).특히 Twinz와 Perfect-F의 접촉각은 10°이상으로 24시간에
서의 접촉각이 10분에서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Fusion은 시간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p>0.05),Genie는 다른 인상재와 반대로 10분에
서 보다 24시간에서 접촉각이 더 낮게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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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9.Contactangleofimpressionmaterialsbeforedisinfection(p<0.05).
Horizontallineingraphmeansnosignificantdifferenc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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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소소소독독독 후후후 시시시간간간경경경과과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접접접촉촉촉각각각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 한 경우,Fusion의 접촉각이 가장 낮게,Twinz의
접촉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Figure10).10분과 24시간 그룹 간에는 Fusion과
Perfect-F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두 인상재 모두 24시간에 측정한
접촉각이 10분에서의 접촉각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Perfect-F는 10°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다.
Povidone Iodine으로 소독 한 경우에도 Fusion에서 가장 낮은 접촉각을,

Twinz에서 가장 큰 접촉각을 보였다.하지만 시간별 실험군 간에는 Sodium
Hypochlorite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Fusion,Genie,Twinz는 10분 실험군보다
24시간 실험군에서 반대로 더 작은 접촉각을 나타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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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0.Contactangleofimpressionmaterialsafterdisinfection(p<0.05).
Horizontallinesingraphmeannosignificantdifference(p>0.05).



19

(((333)))소소소독독독 전전전과과과 후후후의의의 접접접촉촉촉각각각 비비비교교교

10분 실험군에서,Fusion과 친수성 인상재 그룹(ImprintⅡ,Twinz,Perfect-F)
은 소독 후 접촉각이 소독 전보다 증가했다(Table2).Fusion의 경우는 소독 후
접촉각이 소독 전보다 증가했으나 소독용액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친수성
인상재 그룹의 경우에는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경우보다 Povidone
Iodine으로 소독한 경우에 더 접촉각이 증가했다(p<0.05). Genie는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경우 접촉각이 소독 전보다 더 낮아졌고(p<0.05),Povidone
Iodine으로 소독 한 후에는 소독 전과 접촉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24시간 그룹에서는 인상재별로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경우 Fusion,ImprintⅡ,Perfect-F는 접촉각이 소독 전보다 더 커졌고,
Twinz의 경우 소독 전보다 접촉각이 더 작게 나타났다(p<0.05).PovidoneIodine
으로 소독한 경우는 ImprintⅡ와 Perfect-F에서만 유의하게 소독 전보다 접촉각이
더 크게 나타났고 Genie는 소독 전보다 접촉각이 낮아졌다(p<0.05).Genie와
Perfect-F는 소독용액에 따른 접촉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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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Contactangleofimpressionmaterialsaccordingtodisinfectants

a, b, c Same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mea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in10mingroup(p>0.05).

A, B, C Same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mea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in24hrsgroup(p>0.05).

Impression
Materials

10min.(Mean±SD) 24hrs.(Mean±SD)

None Sodium
Hypochlorite

Povidone
Iodine None Sodium

Hypochlorite
Povidone
Iodine

Fusion 34.9±3.5a 40.5±1.4b 41.1±2.2b 35.7±1.2A 45.7±1.9B 36.3±2.1A

Genie 64.2±0.9b 61.3±1.3a 65.3±1.4b 60.4±0.7B 59.9±1.2A,B 58.2±1.4A

ImprintⅡ 53.2±1.2a 60.5±0.7b 62.1±1.7c 57.9±0.6A 60.1±0.6B 62.7±0.9C

Twinz 77.6±2.1a 81.6±1.4b 92.9±1.7c 87.9±2.8B 82.0±0.5A 90.4±1.5B

Perfect-F 57.5±2.4a 63.2±1.7b 72.2±2.3c 70.9±0.5A 73.7±0.9B 74.3±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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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인인인상상상재재재 미미미세세세부부부재재재현현현성성성

인상재의 소독조건에 따른 미세부재현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Table 3).
Fusion을 제외한 인상재 그룹은 소독 전과 후 모두 20㎛ 미세선을 명확히 재현
하였다.하지만 Fusion의 경우 20㎛ 선을 재현하는데 다른 인상재 그룹과 차이를
보였다.소독 전보다 소독 후 인상재의 미세부재현성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소독
후에 20㎛ 두께의 선을 선명하지 않게 재현한 경우가 각 2개,불연속적으로 재현
한 경우가 각각 3개였다.

Figure11.DetailreproductionofFusion;(a)non-disinfection,(b)disinfection
withpovidoneiodine,and(c)disinfectionwithsodium hypochlorite.
(b)and(c)showeddiscontinuouslineso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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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Detailreproductionofimpressionmaterials

Impression
Materials Classification

75㎛ 50㎛ 20㎛

4 3 2 1 4 3 2 1 4 3 2 1

Fusion
None
PovidoneIodine
Sodium Hypochlorite

5
5
5

0
0
0

0
0
0

0
0
0

5
5
5

0
0
0

0
0
0

0
0
0

4
0
0

0
2
2

1
3
3

0
0
0

Genie
None
PovidoneIodine
Sodium Hypochlorite

5
5
5

0
0
0

0
0
0

0
0
0

5
5
5

0
0
0

0
0
0

0
0
0

5
5
5

0
0
0

0
0
0

0
0
0

ImprintⅡ
None
PovidoneIodine
Sodium Hypochlorite

5
5
5

0
0
0

0
0
0

0
0
0

5
5
5

0
0
0

0
0
0

0
0
0

5
5
5

0
0
0

0
0
0

0
0
0

Twinz
None
PovidoneIodine
Sodium Hypochlorite

5
5
5

0
0
0

0
0
0

0
0
0

5
5
5

0
0
0

0
0
0

0
0
0

5
5
5

0
0
0

0
0
0

0
0
0

Perfect-F
None
PovidoneIodine
Sodium Hypochlorite

5
5
5

0
0
0

0
0
0

0
0
0

5
5
5

0
0
0

0
0
0

0
0
0

5
5
5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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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석석석고고고친친친화화화성성성

인상재와 석고의 친화성 시험의 경우,75㎛와 50㎛ 선에서는 모든 실험군에
서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20㎛ 선을 재현하는데는 차이가 있었다.인상재 그룹별
로 소독 전과 소독 후에 석고친화성의 일정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하지만,소독
용액에 대한 차이는 나타났는데,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경우가,Povidone
Iodine으로 소독한 경우보다 20㎛ 선을 더 많이 재현하였다(Table4).시간경과에
대한 석고친화성의 차이는 인상재별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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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Gypsum compatibility

Impression
materials Classification 75㎛ 50㎛ 20㎛

43 2 1 4 3 2 1 4 3 2 1

Fusion

Non-disinfection10min.
Non-disinfection24hrs.
PovidoneIodine10min.
PovidoneIodine24hrs.
Sodium Hypochlorite10min.
Sodium Hypochlorite24hrs.

5
5
5
5
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5
5
5
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2
1
1
2
5
3

2
4
3
3
0
2

0
0
1
0
0
0

Genie

Non-disinfection10min.
Non-disinfection24hrs.
PovidoneIodine10min.
PovidoneIodine24hrs.
Sodium Hypochlorite10min.
Sodium Hypochlorite24hrs.

5
5
5
5
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5
5
5
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3
3
1
1
4
3

1
1
4
2
0
1

1
1
0
1
1
0

ImprintⅡ

Non-disinfection10min.
Non-disinfection24hrs.
PovidoneIodine10min.
PovidoneIodine24hrs.
Sodium Hypochlorite10min.
Sodium Hypochlorite24hrs.

5
5
5
5
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5
5
5
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2

5
4
3
3
3
3

0
0
2
2
1
0

0
0
0
0
0
0

Twinz

Non-disinfection10min.
Non-disinfection24hrs.
PovidoneIodine10min.
PovidoneIodine24hrs.
Sodium Hypochlorite10min.
Sodium Hypochlorite24hrs.

5
5
5
5
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5
5
5
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1

4
4
3
4
5
4

1
1
1
0
0
0

0
0
0
0
0
0

Perfect-F

Non-disinfection10min.
Non-disinfection24hrs.
PovidoneIodine10min.
PovidoneIodine24hrs.
Sodium Hypochlorite10min.
Sodium Hypochlorite24hrs.

5
5
5
5
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5
5
5
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2
5
4
5
3
5

3
0
1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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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2.Imagesofgypsum compatibility;reproductionof20㎛;
(a)clearreproduction:4point,(b)unclearreproduction:3
point,(c)discontinuousreproduction:2point,and(d)none-
reproduction:1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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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인인인상상상재재재 표표표면면면

소독 전과 후,인상재 접촉각이 변화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독 전,후
의 인상재 표면을 FE-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Figure13,14).FE-SEM 사
진 가운데 보이는 선은 미세부재현성 시험블록의 20㎛ 미세선이다.
10분 실험군에서 Genie의 경우 소독 전과 PovidoneIodine으로 소독한 경우 인

상재 표면에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후
에는 인상재 표면에 많은 void가 관찰되었다.ImprintⅡ와 Twinz의 경우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소독 전 인상재 표면은 굴곡이 많고 뚜렷하게 나타났으나,소독
후 인상재 표면은 굴곡이 부드럽게 완화되었고 표면이 소독 전보다 더 매끄럽게
관찰되었다.그리고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 한 경우보다 PovidoneIodine으
로 소독한 경우 표면이 더 매끄럽게 나타났다.Fusion과 Perfect-F표면에서는 소
독 전과 후에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24시간 실험군에서는 인상재 표면의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2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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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3.Surfaceimagesofimpressionmaterialspecimensin10mingroup.
Non-disinfection,Sodium Hypochlorite,PovidoneIodinedisinfection
from lefttoright;(a)Fusion,(b)Genie,(c)ImprintⅡ,(d)Twinz
and(e)Perfe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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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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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4.Surfaceimagesofimpressionmaterialspecimensin24hrsgroup.
Non-disinfection,Sodium Hypochlorite,PovidoneIodinedisinfection
from lefttoright;(a)Fusion,(b)Genie,(c)ImprintⅡ,(d)Twinz
and(e)Perfe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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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석석석고고고모모모형형형 표표표면면면

소독 전과 후,인상재의 표면변화가 석고모형의 표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상체 소독 전,후에 석고를 주입하고 석고모형을 제작하여 그
표면을 SEM으로 관찰하였다(Figure15,16).
굴곡이 많고 뚜렷하게 나타난 인상재에서 만들어진 석고표면의 결정들은 위를

향해 서 있는 구조를 나타냈다.하지만 Genie,Twinz,Perfect-F에서 표면이 매끄
럽고 부드럽게 관찰된 인상재에서 만들어진 석고표면의 석고결정들은 옆으로 기
울어져 붕괴된 양상을 보이며 다른 석고표면보다 평평해진 면을 보였다.24시간
그룹에서는 소독 전과 후의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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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5.SEM imagesofgypsum specimensin10mingroups.
Non-disinfection,Sodium Hypochlorite,PovidoneIodinedisinfection
from lefttoright;(a)Fusion,(b)Genie,(c)ImprintⅡ,(d)Twinz
and(e)Perfe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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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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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6.SEM imagesofgypsum specimensin24hrsgroups.
Non-disinfection,Sodium Hypochlorite,PovidoneIodinedisinfection
from lefttoright;(a)Fusion,(b)Genie,(c)ImprintⅡ,(d)Twinz
and(e)Perfe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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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인인인상상상재재재 표표표면면면성성성분분분

소독 전과 후 인상재의 표면성분에 대한 FT-IR분석에서는 실험군에 따른 인
상재 표면성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igure17,1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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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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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7.FT-IRspectroscopeofimpressionmaterialspecimens
in10mingroups;(a)Fusion,(b)Genie,(c)ImprintⅡ,
(d)Twinzand(e)Perfe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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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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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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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8.FT-IRspectroscopeofimpressionmaterialspecimens
in24hrsgroups;(a)Fusion,(b)Genie,(c)ImprintⅡ,
(d)Twinzand(e)Perfe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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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인상재의 불충분한 젖음성은 석고모형에 표면결함이나 기포를 야기하는 요소
로 여겨지고 있다(Abdelaziz등,2005).즉 더 큰 접촉각은 석고모형에서 표면결함
을 형성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Abdelaziz등,2002).
하지만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는 젖음성이 낮기 때문에 항상 수분이 존재하는
구강 내 환경에서 미세한 부위까지 침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따라서
제조사들은 수분이 존재하는 구강 내 환경에서 인상재가 잘 침투하도록 하고,석
고주입 시 젖음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수성 인상재를 개발하였다
(Kess등,2000).인상재의 우수한 젖음성과 친수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면활성
제의 사용이 석고모형의 기포수를 감소시킨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었다(Chong
등,1990;Cullen 등,1991;Vassilakos등,1993;Millar등,1995;Ragain 등,
2000).Cullen등(1991)은 계면활성제로 표면처리된 인상재가 표면처리하지 않은
인상재보다 더 작은 접촉각을 보였고,기포수가 더 적었다고 하였고,Abdelaziz등
(2005)도 표면처리된 인상재 표면에서 석고의 젖음성이 더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인상재의 젖음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말단에 친수기를 가지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친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김 등,2000;김 등,2001).Oh등(2003)은 계면
활성제가 인상재의 표면 성분을 변화시켜 인상재의 친수성을 증가시킴으로서 실
리콘 인상재의 젖음성을 증가시키고 기포수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인상재의 젖음성은 인상재의 표면처리에 의해서 변화가 되기도 하지만 인상을

채득한 후 소독과정에서 소독액의 종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DeWald등,
1992).인상채득 후 타액이나 혈액 등으로 오염된 인상체로 인한 교차감염을 예방
하기 위하여 소독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소독과정에서 사용하는 소독액의
종류가 인상재의 표면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독액의 사용에는 주의를 요
한다.
Pratten등(1990)은 소독 과정 중 폴리설파이드의 접촉각은 감소하였고 친수성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의 접촉각은 증가했다고 보고하면서 인상재의 표면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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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형시키는 소독은 인상재의 친수성을 변화시켜 젖음성이 더 좋아지거나,혹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인상재의 소독과정이
젖음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영향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Anusavice(2003)의 저서에서 인상재 소독에 대한 내용을 참고

로 적용범위가 넓은 chlorine compound와 iodophor계 소독액인 Sodium
Hypochlorite와 PovidoneIodine소독액을 0.6%와 0.1%로 각각 희석하여 인상재
를 소독한 후 석고주입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 경과에 따라 10분과 24시간,두 시
간대에서 인상재의 접촉각,미세부재현성,석고 친화성을 실험하였고 인상재와 석
고모형의 표면형태 관찰,인상재 표면성분을 분석하였다.실험에 사용된 두 소독액
은 흔히 주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쉽고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독액이다.
Memarian등(2007)은 0.5% Sodium Hypochlorite용액이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성장을 억제한다고 하였고,Ivanovski등(1995)과 Rosling 등(2001)은 Povidone
Iodine 용액이 미생물을 감소시키고 항균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Povidone
Iodine은 polyvinylpyrrolidone(PVP-I)과 Iodine의 복합체로 박테리아,진균류,포
자,바이러스 등 넓은 범위에 효과가 있다.이것은 Iodine이 PVP로부터 유리될 때
항균효과를 나타낸다.하지만 어떻게 iodine이 PVP분자로부터 유리되는지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Balin등,2002).Sodium Hypochlorite는 HIV,hepatitis
B를 포함하는 박테리아,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효과가 있고 가격이 저렴하여 널리
쓰이는 소독액이다(Bond등,1983;Bloomfield등,1990;Thouati등,1996).
인상재의 접촉각은 10분 실험군에서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 한 Genie를

제외하고,소독 후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Sodium Hypochlorite보다
PovidoneIodine으로 소독 한 그룹에서 접촉각이 더 뚜렷하게 증가하였는데,특히
ImprintⅡ,Twinz,Perfect-F에서 접촉각의 변화가 두드러졌다.24시간 실험군에서
도 Genie와 Twinz를 제외하고 소독 후 접촉각이 소독 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Lepe등(2002)은 2% glutaraldehyde용액으로 인상재를 소독한 실험에서 한 종
류의 부가중합형 인상재를 제외한 모든 인상재가 소독 후 접촉각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Pratten등(1990)의 연구에서는 소독액은 소수성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의 젖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모든 친수성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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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 시편의 젖음성을 감소시켰다.이 실험에서는 소독재로 AcidGlutaraldehyde,
ChlorineDioxide,Iodophor,Sodium Hypochlorite를 사용하였는데 모든 소독재에
서 친수성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의 젖음성을 감소시키는 같은 결과를 보였다.
친수성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에는 계면활성재가 포함되어 있고,소독액에 의
해 계면활성재가 용출되어 접촉각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Lee등(2004)의 연구에
서는 친수성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의 표면 특성은 인상재 표면에서의 계면활성
제 농도와 분포에 의해서 결정되며,경화된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를 ethyl
alcohol에 24시간 담그어 놓았을 때 가장 접촉각이 낮은 인상재 시편에서 계면활
성제가 용해되어 빠져나가 많은 void가 관찰되었다.소독과정 중 사용된 소독 용
액에 의해서도 인상재의 표면변화가 야기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인상재 표면변화
가 접촉각을 변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되며,소독에 따른 인상재의 표면변화는 아래
에서 설명할 것이다.
인상재의 미세부재현성에서는 Fusion은 20㎛ 미세선을 재현하는데 소독 전과

후의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인상재 그룹에서는 20㎛ 선을 모두 재현하여 소독
전과 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usion은 소독 전보다 소독 후에 미세선을 불연
속적으로 재현하는 경우가 더 많아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다른 인상재의 경우
에도 소독 후 접촉각이 증가했으나 인상재의 미세부재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므로 Fusion의 경우에만 접촉각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또한 Fusion의 소독 후 접촉각은 다른 인상재의 접촉각 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나 접촉각의 변화만으로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요인을 고려
해 보아야 한다.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Fusion의 성분이다.Fusion은 폴리비닐실
록산과 폴리이써 화합물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인상재이다.이 인상재에 포함된 폴
리이써에 의한 수분 흡수는 인상재의 미세부재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소독
후 폴리이써의 미세부재현성과 크기안정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Tullner등,1988;Rios등,1996;Johnson등,1998),
Walker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에서는 소독 후 크기변
화와 표면특성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폴리이써는 NaOCl로 10분 동안 소독
한 후에도 유의한 크기변화를 보였다.또한 인상재의 표면특성에서도 1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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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했을 때에는 실험 시편의 30% 표면에서 반점이 형성되었고,1시간 동안 소
독한 경우에는 100% 시편에서 모두 표면 광택이 사라지고 끈적한 상태가 되었
다.따라서 Fusion의 결과는 친수성으로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진 폴리이써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인상재와 석고의 친화성에서는 소독 전과 후에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PovidoneIodine으로 소독한 실험군보다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실험군의 석고친화성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이는 접촉각 측정 시 Povidone
Iodine으로 소독했을 때 접촉각이 더 크게 증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다른
실험그룹보다 PovidoneIodine으로 소독한 인상재 그룹에서 접촉각이 더 크게 나
타난 것은 젖음성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므로 석고친화성이 낮아질 수 있다.
Walker등(2005)의 연구에서 수분이 있는 환경에서 폴리이써의 미세부재현성은
100%인 반면에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의 미세부재현성이 단지 29%였다고
하였고 Pratten과 Craig(1989)는 접촉각이 49.1°인 인상재의 석고 주조성은 77.4
%였고,접촉각이 95.9°인 경우는 33.0%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인상재의 친수성이 미세부재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인상재의 미
세부 재현성은 석고모형의 재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두 소독 그룹간의
차이를 유발한다.
인상재의 표면형태가 젖음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독 전,후

인상재 표면형태를 관찰한 결과 소독과정에 따라 인상재 표면에 변화가 나타났다.
10분 실험군에서 Genie는 소독 전과 PovidoneIodine으로 소독 한 경우 인상재 표
면에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이 경우 접촉각에서도 두 실험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후에는 인상
재 표면에 많은 void가 관찰되었다.이 실험군에서는 소독 전보다 접촉각이 더 작
게 나타났는데 소독용액에 의해서 인상재 성분이 용출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void내부로 wettingliquid가 스며들어가면서 인상재와 물의 접촉각이 낮아진 것
으로 사료된다.ImprintⅡ와 Twinz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소독 전보다 소독
후 인상재 표면의 굴곡이 부드럽게 완화되었고 더 매끄럽게 관찰되었으며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 한 경우보다 PovidoneIodine으로 소독한 경우 표면이 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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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럽게 나타났다.접촉각에서도 소독 전보다 소독 후 접촉각이 더 증가했고,두 소
독용액 중 PovidoneIodine으로 소독했을 때 접촉각이 더 크게 증가했는데,이러
한 접촉각의 변화는 인상재의 표면이 소독 전보다 소독 후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변화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즉 소독액에 의해서 인상재의 표면형태가
변화되었고,이러한 변화가 인상재 접촉각에 영향을 주었다.접촉각에서도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던 24시간 실험군에서는 인상재 표면형태에도 뚜렷한 변화가 관찰
되지 않았다.
소독 전과 후,인상재의 접촉각과 표면형태 변화가 석고모형 표면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석고모형 표면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석고 결정
들이 위치한 모습에서 차이가 나타났다.접촉각이 크고 표면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나타난 인상재 표면에서 제작된 석고모형의 결정들이 다른 실험군의 석고 결정들
보다 옆으로 기울어져 붕괴되어 있는 듯한 양상을 나타냈다.10분 그룹에서는
Genie,Twinz,Perfect-F에서 석고결정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24시간 그룹에
서는 인상재별로 접촉각이 다양하게 나타나 석고모형의 표면에서도 뚜렷한 차이
가 관찰되지 않았다.Abdelaziz등(2002)은 Sodium Hypochlorite는 석고의 결정구
조를 변화시킬 수 있고,석고 결정들이 서로 맞물리는 특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하였다.Ahmad등(2007)의 연구에서는 인상재의 소독과정이 석고표면의 특
성을 변화시켰다고 보고하였다.알지네이트와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를 20분
동안 소독한 후 제작한 석고모형의 표면경도를 측정하였는데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의 경우는 표면경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알지네이트의 경우는 경도
가 더 낮게 나타났다.본 실험에서는 석고모형의 표면 양상이 인상재 표면형태와
접촉각의 변화에 따라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인상재의 표면특성 변화가
석고모형의 표면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상재 표면성분을 FT-IR로 분석한 실험에서는 소독 전과 후,시간경과에 따

른 성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소독 후 흐르는 물로 세척하는 과정에
서 소독액의 성분이 씻긴 것으로 여겨지며,또는 표면에 다른 성분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매우 소량이므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독 후 인상재 젖음성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원인을 인상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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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형태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하지만 인상재의 표면변화만으로
인상재의 친수성이 변화된 원인과 소독 용액의 종류에 따른 다른 결과를 명확하
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소독액이 인상재의 표면성분과 어떠한 화학적 작용
을 일으키고 그러한 화학적 기전이 인상재의 친수성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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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인상재의 젖음성은 인상채득 시 구강 내 미세한 조직에 인상재가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하며,석고모형 제작 시에는 석고현탁액이 인상체의 미세한 부위로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인상재의 필수조건이다.인상재의 젖음성은 소독과정
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석고모형을 제작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친수성과 친수성
이 더욱 개선된 초친수성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의 소독 전,후 접촉각을 측정
하고,인상재 젖음성의 변화가 인상재와 석고의 표면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소독 전 인상재의 접촉각은 초친수성 인상재인 Genie에서 인상채득 후 10분의
접촉각이 24시간에서 보다 더 크게 나타난 반면 Fusion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친수성 인상재 군에서는 동일하게 10분에서 보다 24시간에서 접
촉각이 더 크게 나타났다(p<0.05).

2.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실험군에서는 Fusion과 Perfect-F에서 10분보다
24시간에서 접촉각이 더 크게 나타났고 PovidoneIodine으로 소독한 실험군에서는
24시간보다 10분에서 Fusion,Genie,Twinz인상재의 접촉각이 더 크게 나타났다
(p<0.05).

3.10분 실험군에서는 Genie를 제외하고 소독 전보다 소독 후의 접촉각이 더 크게
나타났다.친수성 인상재 군에서는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경우보다
PovidoneIodine으로 소독한 경우 접촉각이 더 크게 증가하였지만 Fusion은 소독
용액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Genie는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했을 때
반대로 접촉각이 감소했다(p<0.05).24시간 실험군에서는 인상재별로 다양한 결과
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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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상재의 미세부재현성은 Fusion의 경우 소독 전보다 소독 후에 더 낮아졌고,
다른 인상재는 20㎛ 미세선을 모두 재현하였다.

5.석고친화성은 20㎛ 미세선에서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한 실험군보다
PovidoneIodine으로 소독한 실험군에서 더 낮은 석고친화성을 보였다.

6.소독 전,후 인상재의 표면형태에서는 Sodium Hypochlorite로 소독 한 Genie의
경우 인상재 표면에서 많은 void가 관찰되었고,ImprintⅡ와 Twinz는 소독 전보다
소독 후 인상재의 표면이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변화되었다.

7.석고모형의 표면 결정은 표면이 매끄럽고 접촉각이 크게 나타난 인상재에서 만
들어진 석고모형에서 석고결정들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붕괴된 양상을 보였다.

8.인상재 표면성분 분석에서는 소독 전,후와 시간경과에 따른 성분차이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소독액은 인상재의 표면형태에 영향을 주어 소독 후 인상재의
접촉각과 다른 표면특성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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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of disinfectants on the surface properties of 

hydrophilic elastomeric impressi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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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tabilityofimpressionmaterialsisreportedasplayinganimportantrole
whilemaking impression andpouring gypsum.Althoughhydrophilicaddition
silicone impression materials is commonly used,butproducts named ultra
hydrophilicimpressionmaterialswithimprovedhydrophilicpropertyhavebeen
developed and introduced.It was reported that wettability of impression
materialsmightbeaffectedby thedisinfection and disinfectantstoprevent
crossinfectionthroughsalivaandbloodaftermakingimpression.Thisstudy
wastodeterminethecontactanglebeforeandafterthedisinfectionofImprint
Ⅱ (3M ESPE,MN,USA),Twinz(BiscoAsia,Seoul,Korea)and Perfect-F
(Handae Chem.,Jinchun,Korea) for hydrophilic impression materials and
Fusion (GC,Tokyo,Japan) and Genie (Sultan,NJ,USA) for improved
hydrophilicimpression materials,andtofindoutwhateffectthechang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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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tability haveon thecharacteristicsofimpression materials.Theresults
wereasfollows:

1.Beforethedisinfection,thecontactangleofGenie,improved hydrophilic
impressionmaterials,washigherat10minaftermakingimpressionthanat24
hrs,whilethecontactanglesofhydrophilicimpressionmaterialsgroupwere
higherat24hrsthan10min(p<0.05).

2.The contactangles ofFusion and Perfect-F disinfected with Sodium
Hypochloritewerehigherat24hrsthan at10min.Thecontactanglesof
Fusion,GenieandTwinzdisinfectedwithPovidoneIodinewerehigherat10
minthan24hrs(p<0.05).

3.Asforthe10minuteexperimentalgroup,thecontactanglesofimpression
materialsafterdisinfectionwerehigherthanbeforedisinfectionexceptGenie.
The contact angle of hydrophilic group disinfected with Povidone Iodine
increasedmorethanthosedisinfectedwithSodium Hypochlorite(p<0.05).In
theexperimentalgroupof24hrs,variousresultswereshownbyimpression
materials.

4.As for detail reproduction test,only Fusion reproduced 20 ㎛ line
discontinuouslyafterdisinfection.

5.As for gypsum compatibility,rather than the group disinfected with
PovidoneIodine,thegroupdisinfectedwithSodium Hypochloriteshowedbetter
results.

6.ThesurfaceofGeniedisinfectedwithSodium Hypochloriteshowedalo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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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s.ThesurfacemorphologyofImprintⅡ andTwinzbeforedisinfectionwas
irregularandtwistedwhilethesurfaceafterdisinfectionwassmootherthan
before.

7.The surface crystalstructure ofthe gypsum castproduced from the
impressionmaterialswithsmoothsurfaceafterdisinfectionseemedtocollapse
morethanothergroups.

8.Thesurfacecompositionanalysisofimpressionsdidn'tshow cleardifference
betweenbeforeandafterdisinfection.

Withtheresultsofthisstudy,itwasindicatedthatdisinfectantschanged
thesurfacemorphologyofimpressionmaterials,andsuchchangeresultedin
changesofwettability aswellas thesurfacecharacteristicsofimpressi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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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elastomericimpressionmaterial,wettability,
hydrophilic,contactangle,disinfection


	차 례
	국문요약
	Ⅰ.서론
	Ⅱ.연구재료 및 방법
	1.연구재료
	2.연구방법
	가.인상재 소독
	나.접촉각 측정
	다.미세부재현성 평가
	라.석고친화성 평가
	마.인상재 표면형태 관찰
	바.석고모형 표면관찰
	사.인상재 표면성분 분석
	아.통계분석


	Ⅲ.연구결과
	1.인상재의 젖음성
	(1)소독 전 시간경과에 따른 접촉각
	(2)소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촉각
	(3)소독 전과 후의 접촉각 비교

	2.인상재 미세부재현성
	3.석고친화성
	4.인상재 표면
	5.석고모형표면
	6.인상재 표면성분

	Ⅳ.고찰
	V.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