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1907년 Taggart가 lost wax technique을 통한 주

조법을 개발한 이후에 보철물 제작에 획기적인 전기

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조 과정을 거치면서

보철물이 완성되는 동안에 납형제작에서부터 매몰

및 주조과정까지 각 단계마다 어느 정도 오차의 가

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작된 보철물의

이상적인 조건으로서 주조물은 구강내의 지 치 상

에 정확히 장착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철물, 특히 전

장관(full veneer restoration)인 경우에 완전한 장착

은 구접착제에 의한 hydraulic pressure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방해를 받게 되는데1-5)이러

한 불완전한 장착은 보철물의 구접착 후에 교합면

의 바람직하지 않은 조기 접촉이나 교합간섭이 일어

나기도 하고 인접치아와 접촉의 소실이 일어나며 보

철물의 유지력이 저하되고 무리한 치관 장착에 의한

수복물의 변형, 변연의 부정확한 적합과 보철물의

변연과 치아 사이의 과도한 틈새(gap)로 인한 구

접착제의 구강내 과다한 노출과 그에 따른 급속한

용해(dissolution)나 치아의 과민증상(hypersensi-

tivity), 이차 우식증이 발생하거나 치태의 침착에

의한 치주질환의 발현을 일으킬 수 있다1,3,5-9).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

한 방법 등이 제시되어 왔다1-7,10-21). 즉, 치아에 구멍

(hole)을 형성하여 치관 장착시에 구접착제가 치관

의 변연을 통하여 배출되는 것보다 교합면의 hole을

통하여 빠져나가는 것이 더욱 용이하므로 치관내

구 접착제의 두께를 최소로 하여 최적의 치관 장착

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hole을 다시 봉합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추가 내원이

필요하고 hole 주위로 변연누출이나 변색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도재 전장관인 경우에 있어서는 도재

관에 hole을 형성하는 것은 도재의 강도를 현저히 떨

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하여 구강내 장착후 도재의 파

절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납형(wax pattern)상에서 내면을 약간 삭제하

거나(carving) 주조물의 내면을 갈아내던가(grind-

ing), 혹은 Aqua regia 등으로 산 부식을 시켜서 내면

에 완압(relief)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부정확하며 항상 일정한 공간을 얻을 수 없다는 단

점이 있으므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이

다3).

내면의 적절한 완압을 위하여 최근에 가장 보편적

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die spacing이다3,6,7,15,22,23). 이러

한 die spacing 방법은 접착 후 구 접착제에 의한

보철물의 고경의 증가를 억제시키고 보철물 변연

(margin)이 지 치 변연(finishing line)에 최 한 가

깝게 위치될 수 있도록 하며 구강내 지 치상에 보

철물의 장착 시간을 줄여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접착제의 점주도의 증가를 최 한 억제시킬 수 있

다8). 또한 이러한 접착제가 치관 밖으로의 배출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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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해 주며 완전 접착후 보철물의 유지력을 증

가시켜준다22). 현재 die spacer로서 여러 회사의 제품

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die spacer에

한 이상적인 두께와 그에 따른 보철물 장착에

한 효과는 아직까지도 매우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Fusayama 등10)은 die spacer로서 nail polish를 사

용하 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철물과 지 치

사이의 간격을 44μm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

다.  하지만 몇 μm 두께의 nail polish를 사용한 것

에 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Hembree와

Cooper 등24)은 여러 겹(coat)의 Tru-Fit die spac-

er(George Taub Co.)를 사용하 다고만 보고되었으

며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 다.

Eames 등12)은 4겹의 Tru-Fit die spacer를 사용하

여 25μm의 두께를 이루었으며 이는 또한 지 치 삭

제의 경사도가 10�일 때 약 45μm의 보철물의 장착

오차(seating discrepancy)를, 20�일 때 33μm의

지 치와 보철물간의 장착오차가 발생하 다.

Campbell 등25)은 Tru-Fit die spacer를 사용하여

2겹으로 13.3μm, 3겹 24.9μm의 두께와 4겹으로

37.5μm의 간격을 형성하 다. 하지만 Campagni26)는

2겹으로 26.55μm와 4겹으로 58.76μm, 6겹으로

77.70μm의 두께를 측정하여 위의 연구치와 많은 차

이를 보 으며 또한 die상의 측정된 위치에 따라서도

두께의 차이가 많이 나서 교두 부위보다 교합면 중

앙 부위(midoulusal area)의 die spacer의 두께가 적

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그는 Belle de

St. Claire사의 die spacer도 측정하여 layer당 약 11.0

μm의 두께를 측정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Campagni는 제조회사에서 제시된 측정치와 일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하 다.  

Oliva 등11)도 역시 stone die에서 측정한 die space

의 두께의 측정치 사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고 보고하 고 이는 die 형태의 해부학적인 차이점

과 die spacer를 도포하는 방법상의 차이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보고하 다.

Rieger 등6)은 Tru-Fit die spacer 사용시 gold-col-

ored die spacer와 silver-colored die spacer 중에서

서로 두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수의 layer를

die 상에 도포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color의 die

spacer를 먼저 도포했는가에 따라서 최종 두께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임상가들은 다양한 재료를

die spacer로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같은 die spacer

라고 할지라도 실험자 사이에서 매우 다양한 값을

갖는 die spacer의 두께를 보고하 다. 이와 마찬가

지로 보철물의 완전한 장착을 위하여 필요한 die

spacer의 이상적인 두께 또한 연구자들 간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임상적으로 추천되는 die spacer

의 두께는 체적으로 25 - 45μm 범주에 드는 것 같

다2,8,10-12,25,27-31). 만일 높은 점주도를 갖는 최종 접착제

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다 충분한 공간을 갖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

무 과도한 공간을 치관 내면과 지 치 사이에 부여

할 경우에는 보철물의 유지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가

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러 가

지 die spacer의 각 layer에 한 두께를 측정하고 이

의 결과를 발표된 다른 연구들과 비교 분석하는 데

에 목적이 있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stone die를 제작하기 위하여 얇은 판상형의 직육

면체의 외형을 선택하여 putty type의 실리콘 인상재

(Reprosil, Dentsply Co)로 채득한 후 형성된 판상형

의 음형에 Type IV형 경석고(Silky-rock, Whip-

Mix Co)를 제조회사의 지시 로 물과 혼합하여 석고

모형을 제작한다. 이러한 석고 모형을 기공용 톱을

이용하여 길이×너비×두께가 12.0×2.0×0.6cm의

막 형으로 절단하여 제작한 후 이를 연필을 이용하

여 다시 12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각 부위에

하여 여러 다른 die spacer를 측정할 준비를 한다

(Fig. 1).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Tru-Fit(silver and

gold-colored, George Taub, Jersey City, N.J.,

U.S.A.), Whip Mix 제품의 die spacer(blue and gray-

colored, Whip Mix, Louisville, K.Y., U.S.A.)와 Belle

de St. Claire(blue-colored, Belle de St. Claire, Van

Nuys, Calif., U.S.A.) 제품의 die spacer를 사용하

여 각각 그 두께를 측정한다(Fig. 2).

Tru-Fit die spacer를 이용한 실험군에서는 석고 모

형의 이미 나뉘어진 각 부분에 금색(gold colored)의

die spacer 1겹(coat), 은색(silver colored)의 1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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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G-S), 3겹(G-S-G), 4겹(G-S-G-S)과 5겹(G-S-

G-S-G)으로 차례 로 도포한다. 이 때 제조회사가

제공하는 brush를 사용하 고 2겹 이상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층 위에 다시 도포할 때 충분한 시

간(2분)을 두고 도포하여 기존의 층이 완전히 경화

한 후에 새로운 층을 도포하도록 주의를 기울 다.

Whip-Mix 제품의 die spacer를 이용한 실험군에서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1겹의 blue-colored, 1겹의

gray-colored, 2겹(B-G), 3겹(B-G-B-G), 4겹(B-G-

B-G)의 순서 로 도포하 다.

Belle de St. Claire 제품의 die spacer를 이용한 실

험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1, 2, 3, 4겹의 Blue-

colored die spacer를 석고 모형 상에 도포하 다.

Die spacer를 도포하기 전에 용기를 약 20초간 흔들

어서 용액이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 다.

die spacer의 용기는 모두 ½OZ로서 균일하 으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die spacer를 사용하 다. 석

고 모형 위에 die spacer를 도포한지 1시간 후에

Type Ⅲ의 경석고를 물과 혼합하여 모형 위에 같은

두께로 덮는다. 경석고가 완전 경화된 후 기공용 톱

을 이용하여 각각의 석고 모형을 절단하 으며 단면

을 다시 표면이 가는 model trimmer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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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e spacer를 도포하기 위해 12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뉘어진 석고 모형판(stone

plate)

Fig. 2. 석고모형 위에 실험에 사용될 3가지의 die

spacer를 도포한 모습.

좌측으로부터 Tru-Fit die spacer(silver와

gold-colored), Whip-Mix사의 die spacer(blue

와 gray-colored), Belle de St. Claire사의

die spacer(blue-colored)

Fig. 3. 실험에 사용된 die spacer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석고 모형의 단면을 trimming한 모습



trimming 후에 모형의 단면에 나타난 die spacer의

정중앙부의 두께를 측정하 다(Fig. 3). 3명의 학

원생들이 이 실험에 참여하여 같은 조건 하에서 동

시에 실험을 실시하 으며 실험자에 의하여 100 배

율의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모든 측정값을 관찰하

다. 측정치는 총 810개의 표본을 측정하 다(표본

수 : Tru-Fit; 324, Whip-Mix; 270, Belle de St.

Claire; 216). One way analysis of variance와

Tukey’s multiple comparison 분석을 통하여 각

group 별과 재료 사이의 통계학적 유의차를 95% 신

뢰도 하에서 측정을 하 다.

Ⅲ. 연구성적

3종류의 die spacer의 두께를 측정한 바 각각의 평

균 측정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Table 1,

Fig. 4). 먼저 Tru-Fit die spacer의 평균 두께는 sil-

ver layer에서는 7.37±2.30μm, gold layer에서는

9.85±2.37μm, gold-silver의 2 layers에서는 20.48

±5.03μm, 3 layers는 30.22±7.62μm, 4 layers는

42.31±15.34μm 그리고 5 layers는 52.30±14.43

μm의 결과를 얻었다.

Whip-Mix die spacer의 평균 두께는 blue layer에

서는 17.13±4.83μm, gray layer는 21.28±7.18μm,

2 layers는 35.74±7.82μm, 3 layers는 56.73±14.78

μm 그리고 4 layers는 71.30±13.95μm의 측정값을

얻었다.

Belle de St. Claire사의 die spacer의 평균 두께는

단일층은 21.20±5.57μm, 2 layers는 34.54±7.97

μm, 그리고 3 layers는 60.09±15.03μm, 4 layers

에서는 71.48±19.66μm의 측정값을 얻었다.

Tukey’s multiple comparison 결과 Whip-Mix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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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e spacer의 평균 두께와 표준 편차

Tru-Fit die spacer silver 7.37 2.30

gold 9.85 2.37

2 20.48 5.03

3 30.22 7.62

4 42.31 15.34

5 52.30 14.43

Whip-Mix die spacer blue 17.13 4.83

gray 21.28 7.18

2 35.74 7.82

3 56.73 14.78

4 71.30 13.95

Group III 1 21.20 5.57

(Belle de St. Claire) 2 34.54 7.97

3 60.09 15.03

4 71.48 19.66

재 료 layer수 평균두께(μm) SD

Fig. 4.

s : silver-colored layer

g : gold-colored layer

b : blue-colored layer

g : gray-colored layer

두께(μm)

S G 2 3 4 5
Tru-Fit

B G 2 3 4
Whip Mix

1 2 3 4
Belle de St. C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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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gray layer가 가장 높은 두께의 수치를 나타냈으

나 Belle de St. Claire사의 blue layer와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차가 없었으며 Tru-Fit die spacer의 silver

layer는 가장 낮은 수치의 측정값을 보 지만 Tru-

Fit die space의 gold layer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차

가 없었다(Fig. 5).

Ⅳ. 총괄 및 고안

Die spacing은 보철물이 구강 내의 지 치 상에 적

절하게 위치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공과정 중

의 하나이다32). 비록 각 die spacing 재료들이 제조 회

사가 추천하는 layer수와 이에 따른 두께를 표시하고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행한 실험 결과는 이와는 상

이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이상적인 두께

의 die spacer에 해서도 논란이 많다. ADA spec.

No 8에서는 인산아연 cement에 한 추천하는 최

허용치는 25 - 40μm이다33). 그러므로 이상적으로는

25 - 40μm의 구접착제의 공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die spacer의 두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점주도가 높은 접착제 및 합착제를 사용 시

에는 보다 충분한 공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재 임상에서 구접착제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의 점주도 및 film thickness는 일반적으로 만족

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다. 부분의 실험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적으로 25 - 45μm 사이의

die spacer 두께를 추천하고 있는 실정이다2,10-12,16,25,27-

31,34,35).

본 실험에서는 25 - 45μm의 범위에 들어가는 die

spacer의 layer 수는 Tru-Fit die spacer에서는 3, 4

layers, Whip-Mix die spacer에서는 2 layers,

Belle de St. Claire die spacer에서는 2 layers가 이

범위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결과는 제조회사가 제

시한 수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Tru-Fit

die spacer의 권장 layers 수는 4 layers로써 이는 25

μm의 두께를 지닌다고 발표를 하 으나 실험방법

등에 한 것 등은 언급이 되지를 않았다.

이와는 달리 Grajower 등28)은 Tru-Fit die spacer

의 1 - 4 layer까지 측정한 결과 76μm의 두께가 측정

된 4 layers의 die spacer가 1, 2, 3 layers보다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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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각각의 제품들 사이의 single layer에 있어서 두께에 한 통계학적 유의차

Tukey’s Studentized Range (HSD)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 21.2778 54     W2

A

A 21.2037 54     B1

B 17.1296 54     W1

C 9.8519 54     G2

C

C 7.3704 54     G1

G1 : Tru-Fit die spacer (silver-colored)

G2 : Tru-Fit die spacer (gold-colored)

W1 : Whip-Mix die spacer (blue-colored)

W2 : Whip-Mix die spacer (gray-colored)

B1 : Belle de St. Claire die spacer (blue-colored)

Tukey Grouping Mean N    Group



체를 die에 적합시킬 경우 최소한의 변연 오차를 이

룰 수 있었다고 주장하 다. 그러므로 보철물을 장

착 시에 최소한의 오차를 위해서는 70μm 정도의

die spacer 두께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 고

Wilson35)의 인산아연 cement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30μm 이하의 장착 오차(seating discrepancy)를

위해서는 최소한 40μm 이상의 die spacer 두께를 가

져야 한다고 발표하 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공간의 부여는 보철물의 유지

력에 오히려 좋지 않은 향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보

철물의 지 치에 한 적절한 장착을 위한 방향성

(orientation)을 상실할 수 있다. 

Fusayama 등10)은 manicure와 약 40μm 두께의 tin

foil을 사용하여 최고 37μm까지의 보철물 장착의 최

소오차를 실현하 으나 이러한 manicure 사용시 몇

coats를 사용했는지와 manicure를 포함하여 완압

을 위한 총두께에 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Campagni 등26)은 적절한 die spacer 두께로서 2 -

4 layer를 추천하 으나 어떠한 제품을 사용했는지

와 이에 한 최종적인 두께의 측정은 보고하지 않

았다.

Carter 등22)은 Tru-Fit의 제품과 Belle de St.

Claire사의 die spacer를 사용함에 있어서 재료의 구

별함이 없이 2 - 3 layers의 사용을 추천하 다. 하지

만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 재료의 두께가 유의성있

게 차이를 보 다(2 layers에서는 20.48±5.03μm와

34.54±7.79μm, 3 layers에서는 30.22±7.62μm와

60.09±15.03μm)

Campbell25)은 die spacer 자체로만 보철물의 제작

과정중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류를 완전히 수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die spacer 두께를 측정하는 것

은 무의미하다고 주장을 하 다. 하지만 보철물의

주조상의 오차(casting error)와 같이 보철물의 제작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균일하지 않은 치관의 변형 등

에 의한 지 치와의 binding을 방지하고36) 치관과

지 치 사이의 너무 긴 한 공간으로부터 야기된 접

착제나 합착제의 hydraulic pressure의 급격한 증가

에 의한 보철물 장착의 실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die spacer 두께는 확보를 해야하며 다수

의 실험에서 25μm를 최소한의 허용 두께로 인식을

하고 있다.

각 die spacer들의 평균 두께를 조사하면 앞서 제시

한 것과 같이 본 실험과 제조 회사가 제공한 자료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듯이 여러 연구 결과들이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ames 등12)은 제조회사의 추천된 자료와 마찬가지

로 4 layers의 Tru-Fit die spacer가 25μm 정도의 두

께를 이루고 있다고 발표를 하 으며 이러한 완압은

주조물의 수축 변형 등에 의해서 보철물이 지 치에

잘 맞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반발 효과(rebounding

effect)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

다. 

Oliva 등11,14)은 4 layers의 Tru-Fit die spacer를 사

용하며 평균 39.8μm의 두께를 얻어서 Eames나 제조

회사의 측정자료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발표하 으

나 본 실험에서는 42.31μm로서 이와 유사한 결과는

얻을 수 있었다.

Campagni26,27)와 Tjan 등32)은 3가지의 다른 die

spacer를 조사한 결과 6 layers의 aerogloss를 이용하

여 20.84 - 39.12μm 두께를 얻었으며 Belle de St.

Claire를 이용한 결과는 22.92μm/2 layers, 42.17μm

/4 layers를 얻었으며 Tru-Fit die spacer는 2 lay-

ers로써 26.55μm와 4 layers로 58.76μm의 측정값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측

정값이 제조회사의 결과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고

하 다.

Rieger 등6)은 Tru-Fit의 silver color의 die spac-

er는 6.95μm/layer, gold color의 die spacer는 6.03

μm/layer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2가지 이

상의 다른 종류를 가진 die spacer kit를 사용시 어떠

한 die spacer를 주모형의 지 치 상에 먼저 적용하

는가에 따라서 전체의 die spacer 두께에 향을 미

칠 수 있다. 또한 4 - 5 coats의 die spacer로서 약

23.93 - 32.95μm의 두께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결과보다 다소 낮은 수

치를 보이고 있으며 silver layer가 gold layer의 두께

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Tylman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35 - 40μm 두께의

spacer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3 coats의 Tru-Fit die

spacer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에 한 자세

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았다.

Campbell 등25)은 2, 3, 4 layers의 Tru-Fit die s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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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에서 각각 13.3, 24.9, 37.5μm의 측정치를 얻었으

며 Belle de St. Claire die spacer에서는 각각 16.0

과 25.1μm의 측정값을 얻었으나 Passon 등은 4, 8,

12 layers의 Tru-Fit die spacer의 두께가 각각 34,

71, 100μm의 측정치를 나타내어 다른 실험의 측정

값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체적으로 stone die

상에 die spacer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die 상에서

crown elevation의 수치는 낮아진다는 사실, 즉 장착

오차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각각의 결과

치들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로서는 실

험 방법의 차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6,11,14,29,30,38). 실험 재

료의 상이성과 표준화된 실험 방식의 부재, 예를 들

면 치아 모형이나 재료의 차이, 지 치 삭제의 차이,

매몰 및 주조과정 및 환경에 관한 요소, 접착제를 보

철물의 치관 내면에 바른 후 실험용 석고 모형에 위

치시킬 때까지 경과한 시간 및 die의 axial surface에

서 die spacer를 변연까지 도포하는지 혹은 변연의

1mm 상방까지 도포하는지의 차이에 따라, 혹은 die

에 장착 시에 어느 정도의 장착력(seating force)을 주

었는가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22,39,40). 그러므로 향후 die spacer에 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수에 한 표준화가 필요하리라고 생각

한다. 위의 증거를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Donovan 등
29)은 비록 single layer의 die spacer 평균 두께가 sil-

ver layer에서는 7.3±2.30μm와 gold layer에서는

9.85±2.37μm를 나타내었지만 이 두께는 편차가

아주 커서 3 coats의 Tru-Fit die spacer의 결과가 20

- 210μm까지 측정되었다고 보고하 다. 부분의

일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Rosentiel 등은 보철물

을 접착시에 die spacer가 보철물의 유지력과 장착시

의 오차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15) die spac-

er를 도포하더라도 접착제에 의하여 장착된 보철물

의 장착오차는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die spacer를 도

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보철물의 유지력을 감소시

키지 않으면서 만족할 만한 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

다고 하 다.

또한 여러 층의 die spacer를 도포할 시에도 먼저

도포한 층에 새로운 층의 die spacer를 도포할 경우,

경과한 시간에 따라서도 두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재료 자체의 특성 때문만이 아니

라 이전에 도포한 재료가 완전히 경화하기 전에 새

로운 액상의 die spacer를 도포함으로써 기존층의 부

분적인 용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die spacer 도포시에는 이같은 특성을 잘 이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적으로 2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도포시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

각한다. 또한 재료에 따라서는 stone die에 도포시에

부분적으로 흡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전체적인 die spacer의 두께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으로 Grajower 등28)은 새로 뚜껑을 열고 처음

사용하는 Tru-Fit die spacer에서 silver layer는

23μm의 측정치를 나타내었고 gold layer는 15μm를

나타내어 타 실험 수치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사용한지 6개월이 지난 Tru-Fit die spacer에서는 각

각 36μm와 29μm의 수치를 보 다.

Gardner와 Vermilyea 등38)은 처음 사용하는 3가지

의 다른 die spacer와 계속 사용했던 old die spacer

의 두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Tru-Fit die spacer가

점조도의 변화가 가장 심했으며 또한 3 layers의

Belle de St. Claire die spacer에서는 51μm에의 두

께를 나타내었고 Tru-Fit die spacer에서는 29μm의

측정치가 기록되어 본 실험과 유사한 측정값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 로 Rieger6)의 연구에 의

하면 Tru-Fit die spacer의 gold와 silver layer에서

계속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우수한 점

조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위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점조도의 변화

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각 제품이나 여

러 실험 결과에 따라서 점조도의 변화가 서로 상이

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이 시간에 따른 점조도의 변화와 함께 각

제품마다의 점조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점조도의 변화가 적은 안정성이

있는 die spacer의 선택과 항상 적절한 두께의 die

spacer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old die spacer의 사용시에 thinner 사용의 효과

와 die hardening agent 사용에 의한 die spacer두께

의 향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brush를 이용

하여 die spacer를 도포하 는데 Oliva 등11)의 연구에

서는 제조회사가 제공한 brush와 sable brush를 이용

하여 die spacer 두께를 측정한 결과 sable brus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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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이 보다 높은 두께의 측정치를 얻었다.

Die spacer를 사용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접

착된 수복물의 유지력에 한 향이다. 이것에

한 연구 결과들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2,7,8,10,12,

13,15,22,29,32).

Die spacer는 보철물 장착시 접착제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부여하여 접착제에 의한 보철물의 변연오차

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더욱이 이

러한 완압은 보철물 제작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를 보상해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

한 장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Passon 등2)은 최

종 접착제의 두께의 정도보다는 일정한 간격의

cement thickness를 이루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

장했으나 부분의 실험에서나 임상에서는 주조 후

주조체 내면의 매몰재를 제거하기 위해 aluminum

oxide particle로 sandblasting 과정을 거치고 또한 die

spacer의 적용이 일정한 두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균일한 접착제의 두께를 얻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

이다. 또한 비록 균일한 공간과 두께를 이루었다 할

지라도 주조체 내면과 접착제 사이의 microirregu-

larities에 의한 유지력의 향에 해서도 좀 더 연구

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3가지의 die

spacer인 Tru-Fit, Whip-Mix와 Belle de St. Claire

제품의 die spacer에 한 평균적인 두께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Tru-Fit die spacer에서의 각 layer 사이의 평균 두

께는 다음과 같다.

Silver layer : 7.37±2.30μm, Gold layer :

9.85±2.37μm이며 임상적으로 추천할 만한 lay-

er 수는 3 layers와 4 layers로서 각각 30.22±7.62

μm와 42.31±15.34μm의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2. Whip-Mix die spacer에서는 각 layer의 평균 두

께는 Blue layer는 17.13±4.83μm, gray layer는

21.28±7.18μm이며 임상적으로 추천할 만한

layer 수는 2 layers로서 35.74±7.82μm가 측정

되었다.

3. Belle de St. Claire 제품의 die spacer에서는

21.20±5.57μm의 측정값을 나타내었으며 임상적

으로 추천할 만한 layer는 2 layer로서 34.54±

7.97μm의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4. 3가지 종류의 die spacer의 단일층에 한 두께에

서 Whip-Mix 제품의 gray layer가 가장 높은 수

치를 나타내었으나 Belle de St. Claire 제품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차가 없었으며 Tru-Fit die

spacer의 silver layer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

었고 Tru-Fit die spacer의 gold layer와는 통계학

적인 유의차가 없었다.

5.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포함한 다른 연구들

과의 비교 결과 측정치에 한 높은 편차를 나타

내었으며 die spacer 측정값의 객관적인 결과를

위해서 실험 방법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

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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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optimal quality of the restorations, there should be a least amount of seating discrepancy

between the casting and abutment teeth. However, high viscosity of the cementing medium and

its resulting thickness may prevent complete seating of the restoration. The use of die spacing mate-

rial provides adequate internal relief for the cementing medi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thickness of three commonly used die spacing materials.  

Materials and Methods: Stone plates were fabricated and divided into 12 sections to be paint-

ed with die spacers. Tru-Fit, Whip-Mix and Belle de St. Claire die spacer which are commonly

used in dental practice were tested in this study. Each die spacers were painted layer by layer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recommendation. The average thickness of each die spacers were

measured with light microscope(×100) and compared between them. Results and Conclusions:

A silver-colored Tru-Fit die spacer has the lowest value of thickness without statistical signifi-

cance comparing with a gold-colored Tru-Fit die spacer and a gray layer of Whip-Mix die spac-

er has the highest value of thickness without any statistical significance comparing with Belle de

St. Claire die spacer. Three and four layers of Tru-Fit die spacer and two layers of Whip-Mix and

Belle de St. Claire die spacers seem to be in the acceptable range of thickness of 25 to 45μm for

optimal seating of the restorations. The standard experimental design and method should be fur-

ther evaluated for more consistent and objective results.

A STUDY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COMMONLY USED DIE SPACING MATERIALS

Hong-Seok, Moon, D.D.S., M.S.D., Jong-Jin Kim*, D.D.S.,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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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buk Samsung Hospital*

650

ABSTRACT

Key words : Die spacer, Die spacing material, internal relief, seating discrepa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