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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기도삽관 중 발생하는 치아손상 예방을 위한 삼차원 

프린터 기반 환자 맞춤형 치아 보호 장치 개발 

 

전신 마취를 위한 기도삽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손상을 안전하게 보

호하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 전 고위험군 환자의 치

과 검진 및 마우스가드 제작을 진행하는 것이나, 치과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

에도 수술 전 불필요하게 치과를 내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생기며, 이로 인하

여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치과를 내원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조치를 취하

기 어려울 수 있다.  

전신 마취 시 치아손상은 연구에 따라 0.17%에서 21%까지 이르고, 본래 치

료목적과는 다른 부위에 손상이 생기므로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 사고로 생각하

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치아가 깨지거나 수복물 조각이 폐로 

흡인되어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의 문제이며, 이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악화 시키고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삽관 

전 구강 보호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강 내 인상채득과 모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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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업, 진공형성기로 압축하여 만든 기존의 기공 과정은 치아 손상의 가능

성과 기공 과정과 시간, 재료를 많이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디지털 장비들이 이미 개

발되어 있으며, 디지털 장비를 구강 보호 장치 제작에 적용하게 되면 시간과 

재료를 아낄 수 있고 치아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삽관 시 발생

할 수 있는 치아 손상 가능성에 대한 위험요인, 예측할 수 있는 방법 및 구강 

보호 장치를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여 삼차원 프린터를 통한 효율적으로 제작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치아손상 고위험군 선별 검사를 통해 전신 마취를 위한

기도삽관을 계획 중인 환자들의 마취 전 치과 평가에서 치아우식증, 치주염, 

라미네이트, 임플란트, 심미수복물 장착 등 치아손상 고위험군을 쉽게 선별 

검사 하기 위한 비치과전문가용 문진표를 근거로 전신마취 전 치과검진을 위

해 내원한 환자의 구강 보호 장치의 제작 필요 여부를 가려 정확성 평가 및 

전향적 평가를 통한 구강 내 장치의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진행, 2) 환

자 맞춤형 구강 내 장치의 제작 시간을 줄이기 위한 효율성에 관한 임상연구

를 위하여, 기존방법으로 구강 보호 장치를 제작하는 방법과, 디지털 스캔과 

삼차원 프린터를 통한 구강 보호 장치의 제작 프로토콜을 비교하여, 삼차원 

프린터를 이용해 치과 수복물을 프린팅 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치아손상 예방

을 위한 적절한 두께와 성상을 가진 디지털 맞춤형 구강 내 장치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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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과 적합도 평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진표 평가에 대한 결과로는 치아 경조직과 치주조직의 통증유무, 근관

치료의 유무, 임플란트와 교정치료 등 직접적인 치료를 한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와 치과의사간의 설문지 일치도가 높았다. 설문지 작성 시 이 항목에서 

환자가 체크하였다면, 위험요인이 높으므로 구강 보호 장치의 제작을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 맞춤형 구강 내 장치의 효율성에 관한 임상연구에 대한 결과는 기

존 방식으로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삼차원 프린터

로 제작된 모형을 사용하여 만든 구강 보호 장치는 프린터 유형, 재료, 특성 

및 밀도에 따라 각각 다른 정확도를 나타냈다. Form2-photopolymer resin그룹, 

3Dwox-ABS그룹에서는 정확도가 높고, Ultimaker2+-PLA그룹과 3Dwox-PLA그룹

에서는 프린팅 밀도에 따라 다른 적합도를 보였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치과용 모델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 제작 

방식보다 적게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큰 불편함을 주지 않았다. 

또한, 삼차원프린터 Form2로 제작된 모델을 이용한 구강 보호장치는 기존 방법으로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 보다 좋은 편안함을 나타냈으며, 삼차원프린터 Sindohricoh로 

제작된 모델을 이용한 구강 보호 장치는 기존 방법으로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와 유

사한 편안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차원 프린팅 모델의 정확성을 얻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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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Photopolymer resin 등 과 같은 고온에 견디는 재료를 사용하고 최적의 

삼차원 프린팅 밀도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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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삽관 중 발생하는 고위험군의 치아손상  

예방을 위한 환자 맞춤형 삼차원 프린터를 활용한  

치아 보호 장치 제작 평가 

 

 

<지도교수 : 박 원 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서 율 

 

Ⅰ. 서론 

환자안전사고는 질병과 관계없이 발생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정의되며, 환자 안전이 지켜지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는 환자에게 끼친 피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오류, 실수,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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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므로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 및 재정적인 손실 등을 야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1,5,6

  

전신마취를 위한 흡인 마취시에는 구강 또는 비강을 통해 기도로 삽입하는 

기관 내 삽관이 필수적이며,
1,2

 기존에 환자가 갖고 있던 치주염과 치아 우식, 

약한 보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치아 손상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3,4 전신 

마취 시 치아 손상은 연구에 따라 0.17%에서 21%까지 이르고,
5
 본래 

치료목적과는 다른 부위에 손상이 생기므로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 사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치아가 깨지거나 수복물 조각이 

폐로 흡인되어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악화 시키고 의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 되고, 심미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치과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라미네이트, 세라믹, 

레진 등을 이용한 전치부 (앞니) 시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는 

전문가도 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치아와 거의 유사한 결과물이 많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 촬영과 면밀한 치과 검진을 병행해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 삽관 시행 전 치아 관련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은 치과검진을 통해 위험성을 미리 진단하고 필요 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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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비 치과 전문가인 마취과 의사나 환자 스스로가 문진표 등을 

통해 놓칠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 검사 할 수 있고, 환자 맞춤형 구강 

내 장치를 제작 • 착용하는 것이다. 

현재 치과 분야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제작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디지털 장비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으며, 그 영역도 넓어져 가고 있다. 

디지털장비를 구강 보호 장치 제작에 적용했을 때 시간과 재료를 아낄 수 

있으며, 기존 방법으로 인상채득 시 발생 할 수 있는 치아손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
 

앞선 연구에서 치아 모형을 구강스캐너, 컴퓨터 지원 설계 (Computer Aid-

ed Design, CAD) 프로그램, 삼차원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만든 삼차원모형 

상에서 제작된 마우스 가드도 실제 환자에게 적용가능 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9,11

 구강 보호 장치 제작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과 제작 

시간이며, 부가적으로 치과 인상 채득 자체가 손상 위험이 높은 치아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다. 최근 인상 채득을 하지 않고 디지털 

구강인상장비를 이용해 치아 형태 스캔 후 삼차원 프린터를 이용해 

치과수복물을 출력하는 첨단 기술이 치과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9,11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구강 내 인상 채득 – 석고 모형 제작 – 맞춤형 

장치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치과 전문가 (치과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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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인력 소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치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두께와 성상을 가진 삼차원 프린팅 재료와 다양한 

디자인을 통한 맞춤형 구강 보호 장치의 제작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 전신마취 전 기도 삽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치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치아 손상 고위험군 선별 검사를 위한 마취 전 

설문지의 제작 및 평가, ii) 환자 맞춤형 구강 보호 장치 (protective dental splint; 

PDS)의 제작 시간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장비의 효율성을 연구를 통하여 

평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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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2.1. 전신 마취를 위한 기도 삽관 시 발생하는 치아손상 고위험군 선별 

검사를 위한 설문지 설계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하에 진행되었으며 (IRB No. 2-2016-0020), 연구 수행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0월 (총 14개월)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주

염, 치아 우식증, 라미네이트, 치과 임플란트, 수복물 장착 등 치아 손상 고위험군을 

쉽게 선별 검사 하기 위한 비치과전문가용 문진표를 개발하여 평가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통합치의학과에 내원

한 환자 중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계획 중인 협진 환자로 정하였고, 

대상자 제외 기준은 예측되지 않는 질환이나 사고로 연구자가 시험을 계속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시험대상자가 연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임상연구가 취소되는 경우, 시험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

술 전 치과치료 기왕력이 있거나 치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먼저 평가 

하였고, 치과적인 전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환자에 대하여 연세대

학교 치과대학병원 통합치의학과에 협진 의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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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항목은 총 5 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는 구강 건강에 

전반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불편감, 및 정기적인 치과 검진 여부 등에 대한 

문항, 기관 삽관 중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치아 경조직과 치주 

조직과 관련된 문항, 보철물과 관련하여 임플란트의 시술 여부 및 흔들림 

여부를 확인하고, 가철성 보철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나누어 진행 

하였다 (Figure 1). 

선별 검사 문진표를 근거로 마취 전 치과 평가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서 

구강보호장치 제작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문진표의 정확성 평가 및 

유용성 검증을 시행 하였다. 

Givol N et al.
2
 의 논문에 근거하여 전신마취 삽관 시 발생하는 치아 손상 

여부에 대한 효과 크기 (effect size)를 산출 하였고, 이를 유의성 0.05, 검정력 

80%로 고려하여 초기 목표 수를 군당 91 명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최종 100 명을 산출하였다.  

설문지 항목에서 환자와 치과의사간의 답변 일치도에 대한 평가로서 Co-

hen Kappa 계수의 결과는 (Table 4), ICC 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일치도가 0.6~0.74 의 경우 Good, 0.75~1.00 에 대해서는 Excellent 로 해석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1) Figure 1 의 설문지를 환자가 먼저 작성하고, 2)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및 구내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3) 치과의사의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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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후 치과의사의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졌다. 이후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치과적인 처치 및 구강 보호 장치 제작을 시행하였다. 치과의사에 의한 

구강 검진은 동일한 숙련도를 가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통합치의학과 

수련의 총 9 명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통계적인 분석은 IBM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별 치과의사와 환자간의 설문지 답변의 일치도에 대한 

검사로서 Cohen Kappa 계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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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Questionnaire of screening high-risk patients before general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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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도 삽관에 의한 치아 손상 예방을 위한 구강 보호 장치 제작 - 삼차원 

프린터를 이용한 모델의 제작 방법 설계 

치아 모형 (D12DP-500A-QF, Kyoto, Japan)을 이용한 구강 보호 장치 제작

을 위해 기존의 방식과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한 방식을 적용하여 각각의 적합

도를 평가하였다. 비교 기준을 정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으로 구강 보호 장치

를 제작하고, 알지네이트 인상재를 이용하여 치아 모형 인상을 채득하고 석고

를 부어 석고 모형을 제작 후, 석고 모형이 굳으면 다듬어서 진공 압착이 가

능한 형태로 준비하고 3 mm soft silicon film (Bioplast, Scheu-dental, Iserlohn, Ger-

many)을 vacuum former (Biostar, Scheu-dental, Iserlohn, Germany)로 구강 보호 장

치를 제작하였다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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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udy design of model process using conventional method and 3D printer 

 

치아 모형 (Figure 3A) 의 상/하악을 구강 스캐너 (CS3500, Carestream Den-

tal, USA)및 3 차원 CAD 프로그램(Exocad, Darmstadt, Germany)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상에서 치아 모형의 삼차원 모형을 획득하였다. (Figure 3B, C). 

이렇게 획득 된 치아 모형의 삼차원 영상 파일은 Form2, 3D wox, Ultimaker2+ 

세 가지 종류의 삼차원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Form2 (Formlabs,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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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는 photopolymer resin, 3Dwox DP200 (Sindoh, Seoul, Korea)은 Poly lactic aicd 

(PLA)와 Acrylonitril e-Butadien e-Styrene(ABS), Ultimaker2+ (Ultimaker, Utrecht, 

Netherlands)는 PLA 와 high-temperature resistance biopolymer(HT)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Figure 4). Form2 삼차원프린터에 사용된 Photopolymer resin 은 

액체 상태이며 무게로 측정되었다. 다른 FDM 유형 삼차원프린터는 필라멘트 

유형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Form2 는 단일 출력 조건, 3Dwox DP200 및 Ulti-

maker2+는 각 재료 별로 네 가지 출력 조건 (25, 50, 75, 100%의 밀도)으로 

제작 되었다. 디지털 방법으로 제작된 치아 모형은 기존 방법의 구강 보호 

장치 제작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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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3D Cast design process (A) Dentiform; (B) Scanned cast; (C) Designed cast 

 

 

Figure 4. Conventional gypsum cast and 3D printed cast before using vacuum former (A) 

Conventional gypsum cast; (B) Form2, Photopolymer Resin; (C) 3Dwox DP200, Poly Lactic Acid 

(PLA); (D) 3Dwox DP200, Acrylonitrile Butadiene Stryene (ABS); (E) Ultimaker2+, Poly Lactic 

Acid (PLA); (F) Ultimaker2+, Co-Polyester (CP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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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그룹 당 10개 (상악 5개, 하악 5개)씩의 삼차원으

로 출력된 치아 모형 180개와 구강 보호 장치 180개를 제작하였고, 구강 보

호 장치를 치아 모형에 (Figure 3A)에 장착하였을 때의 적합도를 5개의 등급

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Table 1). 

 

Table 1.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suitability of oral protective devices 

등급 분류기준 

1 
수축이나 변형 때문에 삼차원 출력 모형과                     

구강 보호 장치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2 구강 보호 장치가 치아 모형에 전혀 장착되지 않는 경우 

3 
#3 - #3 치아까지 장착되나 #4 이후의 치아에서                    

3 mm 이상 틈이 있으면서 장착되지 않는 경우 

4 
#5 - #5 치아까지 장착되나 #6 이후의 치아에서                    

3 mm 이상 틈이 있으면서 장착되지 않는 경우 

5 #7 - #7 의 모든 치아에서 잘 장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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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양한 삼차원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의 

적합도를 위한 방법 설계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 승인을 

받았다 (IRB No. 2-2017-0027). 2017 년 7 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의 기간 동안 

공고문을 통하여 모집된 임상연구 대상자 중 선정/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20 명 

(10 여자, 10 남자)을 모집하여 진행 \되었다. 임상연구 대상자의 선택기준은 

치과적 질환이 없는 건강한 구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다. 

제외기준은 (1) 임산부, (2) 소아, (3) 치아 교정치료중인 환자, (4)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으로 치아 동요도가 있는 환자, (5) 기타 연구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였다.  

구강 스캔 전 구내 5 분할 사진 및 상/하악 인상 채득을 실시하였다. 이 

후, 구강 스캐너 (TRIOS3, 3Shape, Copenhagen, Denmark)를 이용하여 전체 치아 

및 주변 조직을 포함하여 스캔하였고, 스캔된 영상은 STL 파일로 변환하였다. 

변환 된 STL 파일은 3 차원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 가공 후 세 가지 

종류의 삼차원 프린터(Form2, 3Dwox DP200, Ultimaker2+)로 치아 모형을 

제작하였다. Stereolithography (SLA) 유형의 Form2 (Formlabs, MA, USA) 삼차원 

프린터는 photopolymer resin 을 사용하여 모형을 출력하였다. Filament Fused Fab-

rication (FFF)type 인 3Dwox DP200 (Sindoh, Seoul, Korea) 및 Ultimaker2+ (Ultim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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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Utrecht, Netherlands)는 poly lactic acid (PLA)를 이용하여 모형을 출력하였다 

(Figure 5). 또한 각 장비 별 프린팅 시간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방법으로 

제작된 모형은 65 분으로 통일하였다 (alginate 혼합 1 분, 경화 3 분; gypsum 

혼합 1 분, 경화 60 분). 

 

  
Figure 5. Study design for the suitability of oral protectiv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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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3D Printers’ information  

Printer Manufacturer Print Technology 
Layer Thick-

ness 
Printing Material 

Form2 

Formlabs Inc. 

(USA) 

Stereolithography 

(SLA) 

140 microns  

(laser spot size) 

Photopolymer  

Resin 

Ultimaker2+ 

Sindoh Ltd.  

(Korea) 

Fused Filament 

Fabrication (FFF) 

0.05 ~ 0.4 mm 

Poly Lactic Acid 

(PLA),  

Acrylonitrile Buta-

diene Styrene 

(ABS) 

 

3Dwox DP 

200 

Ultimaking Ltd.  Fused Filament  0.01mm 

Co-Polyester 

(CP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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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법(gypsum study model)으로 제작된 치아 모형과 삼차원 프린터로 

출력된 치아 모형을 이용하여 상/하악 구강 보호 장치 한 세트씩 임상연구 

대상자 1 인당 총 4 세트의 구강 보호 장치를 제작하였다. 구강 보호 장치는 3 

mm soft silicon film (Bioplast, Scheu-dental, Iserlohn, German)을 이용하여 진공 

형성기 (Biostar, Scheu-dental, Iserlohn, Germany)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는 20 명의 임상연구 대상자가 설문지를 통하여 조이거나 헐거운 정도 

등을 각각 앞니, 좌측 어금니, 우측 어금니 부위로 나누어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Figure 6). 

통계는 IBM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진행하였

다. 크기의 Non-inferiority test를 이용하여 conventional method군과 각 Digital 

method군과의 비교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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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valuation sheet VAS SCORE of clinical research applicants 

  



１９ 

 

 

 

Ⅲ. 결과 

3.1.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 삽관 시 발생하는 치아손상 고위험군 선별 

검사를 위한 설문지의 평가 

환자가 의뢰 된 세브란스 병원의 의뢰 과 분포에서는 순환기내과와 관련 

된 환자가 64 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식외과, 흉부외과와 심혈관 외과, 혈액 

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순이었다. 연령은 30 대에서 60 대에 이르는 

연령이 총 88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Table 3). 

100 명의 대상 환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27 명의 환자가 치아 손상이 

예상되어 구강 보호 장치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중 1 명은 

제작을 보류하여 최종적으로 제작하지 않았고, 다른 1 명은 환자의 협조도 

저하 (주의요망)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제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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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patients referred for dental examination before intubation 

특성   %  

성별 

남성 53 

여성 47 

의뢰 과 

순환기내과 77 

이식외과 11 

혈액내과 7 

호흡기내과 1 

소화기내과 1 

나이 

10~19 1 

20~30  4 

31~40 12 

41~50 20 

51~60 26 

61~70 30 

71~80 6 

81~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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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errater reliability (Cohen`s Kappa) Asterisk means statically significant        

* 0.60 < P < 0.749; **0.75 < P < 1 

Patient*Dentist Crosstabulation Valid 

A  

(구강면접) 
1 

스스로 생각할 때 치아와 잇몸 등 본인의 구강건강이 비교적 

좋다고 생각한다. 
0.567   

B 

(경조직) 

1 

아픈 치아는 없지만 거울을 통해 입안을 보았을 때 치아 전체가 

균일하게 흰색 또는 상아색을 띠지 않고 치아의 씹는 면을 주름 

부위를 중심으로 검게 변한 곳이나 구멍이 있다. 

0.585 
 

2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물을 먹을 때 시리거나 아픈 치아가 있다. 0.81 ** 

3 
치아가 검게 변하고 가끔 잇몸위로 뾰루지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한다. 
0.638 * 

4 심한 충치가 있다. 0.566 
 

5 치아 균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0.577 
 

6 신경치료 받은 치아가 있다. 0.718 * 

7 사고로 이를 부딪히거나 다친적이 있다. 0.787 ** 

8 치아 변색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다. 0.381 
 

9 세라믹(도재)수복물 치료를 받은적이 있다. 0.749 * 

10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은적이 있다. 0   

C 

(치주조직) 

1 흔들리는 이가 있다. 0.64 * 

2 잇몸이 내려간 치아가 있다. 0.543 
 

3 
치아를 부딪혀서 치근이 부러지거나 치근이 흡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0.215 

 

4 잇몸이 붓거나 고름이 나온적이 있다. 0.464 
 

5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낀다. 0.548 
 

6 음식을 씹으면 치아가 시큰거린다. 0.885 ** 

7 교정치료를 받은적이 있다. 1 ** 

D 

(임플란트) 

1 앞니나 작은 어금니 부위에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한적이 있다. 0.938 ** 

2 흔들리는 임플란트가 있다. 0.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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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경조직과 관련 된 항목, 치주조직과 관련 된 항목, 치아 임플란트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Excellent 로 해석하였고, 잇몸의 착색 여부, 신경치료 여부, 

세라믹 수복물 유무 항목과 흔들리는 치아의 유무에서는 (ICC 값이 0.6 에서 

0.74 의 범위로 Good 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치아의 변색 유무와 라미네이트 

치료 유무에 관한 항목은 일치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4).  

따라서 비 치과 전문가와 환자 스스로가 문진표를 통해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 삽관 시행 전 치아 손상의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치아 손상 위험이 높은 환자만을 선별하여 치과로 의뢰한다면 

치과 내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전신마취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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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도 삽관에 의한 치아 손상 예방을 위한 구강 보호 장치 제작 - 삼차원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모델의 정확도 평가 

구강 보호 장치 제작 후 밀도 값에 의한 수축 된 결과는 (Figure 7)과 같

다. 기존방법으로 제작한 구강 보호 장치는 상/하악 각각 5개 모든 치아가 완

전히 장착되어 모두 5등급 (Figure 8E)에 해당되었다. 반면, Ultimaker2+-HT그

룹에서 삼차원모형은 밀도와 상/하악에 관계없이 모두 삼차원 모형과 구강 

보호 장치가 분리되지 않아 1등급 (Figure 8A) 이었고, 이 그룹 외에 삼차원 

모형과 분리되지 않아 1등급의 적합도를 보이는 그룹은 없었다. Form2-

photopolymer resin그룹, 3Dwox-ABS그룹에서는 모든 구강 보호 장치에서 7번 

치아까지 완전히 장착되어 5등급에 해당하였고, Ultimaker2+-PLA그룹과 

3Dwox-PLA그룹에서는 출력되는 밀도에 따라 다른 적합도를 보였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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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ntracted model by the density of Ultimaker2+ and PLA (A. 25%; B. 50%; C. 

75%; 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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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Grade of suitability for oral protective devices  

A. 1 등급;  B. 2 등급;  C. 3 등급;  D. 4 등급;  E. 5 등급 

 

삼차원 프린터로 출력한 모형에 사용 된 재료, 층, 밀도, 시간과 같은 

조건은 (Table 5)에 정리하였다. FDM 프린터 (3DWox DP200 및 Ultimaker2 

+)에서는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늘어났다. 상악과 하악의 모형 출력 

시간은 Form2 와 3Dwox DP200 에서 하악보다 상악이 각각 20.3 분, 25.8 분 더 

소요 되었으며, 피험자에 따른 프린팅 시간의 차이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Ultimaker2+는 상악의 출력 시간이 하악보다 85.7 분 더 걸리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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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Ultimaker2+로 제작된 모형은 기존방법으로 제작된 모형보다 상악은 

276.3 분, 하악은 190.6 분이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재료를 사용 하여도 3DWox DP200 과 Ultimaker2+는 치아 모형의 

제작 시간이 더 소요 되었다. Ultimaker2+는 3DWox DP200 에 비해 더 많은 

층을 쌓아 삼차원 프린팅 된 치과용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Ultimaker2+의 

프린팅 시간이 3Dwox DP200 보다 길었다. 한 개의 모형을 프린팅 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Form2 의 경우 154.5 분, 3Dwox DP200 의 경우 131.3 분, 

Ultimaker2+ 의 경우 236.6 분이였다 (Table 5). Ultimaker2+의 프린팅속도는 

50mm/s 이고 3DWox DP200 은 40mmls 이다. 상악 모형을 출력할 때는 하악 

모형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 방법으로 만든 구강 보호 장치의 정확도는 모두 5등급의 정확도를 

보여 주어 상당히 높았다 (Table 5). 그러나 CPE/HT를 사용하여 Ultimaker2+에

서 만든 삼차원 프린팅 된 치과용 모형은 심한 왜곡을 보였으며, 구강 보호 

장치는 모형에서 분리할 수 없었다 (Figure 6A). 동일한 프린터에서 PLA를 사

용하면 밀도가 50% 미만일 때 상당한 왜곡이 나타난다 (Figure 7A). 3Dwox 

DP200의 PLA를 사용하면 25% 미만의 프린팅 밀도가 왜곡을 보였지만 밀도

가 50%로 증가하면 결과가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DWox DP200의 ABS

를 사용하면 모든 구강 보호 장치가 5등급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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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ormation of printing condition  

Printer Printing Materials & Density 
Time 

(m) 

Weight 

(ml, g) 

Length 

(m) 
Layers 

Conventional Gypsum 65    

Form2 Photopolymer Resin 
Maxilla 163 26.82 - 480 

Mandible 146 21.31 - 484 

3Dwox DP200 

Poly Lactic 

Acid 

(PLA) 

25% 
Maxilla 116 14.60 4.91 81 

Mandible 97 11.80 3.96 74 

50% 
Maxilla 135 18.80 6.32 81 

Mandible 111 14.80 4.97 74 

75% 
Maxilla 154 23.00 7.72 81 

Mandible 125 17.80 5.97 74 

100% 
Maxilla 164 26.90 9.02 81 

Mandible 132 20.70 6.95 74 

Acryloni-

trile Buta-

diene Sty-

rene 

(ABS) 

25% 
Maxilla 119 14.20 5.70 81 

Mandible 100 11.60 4.63 74 

50% 
Maxilla 139 18.10 7.24 81 

Mandible 114 14.30 5.74 74 

75% 
Maxilla 158 22.00 8.79 81 

Mandible 128 17.10 6.84 74 

100% 
Maxilla 174 25.60 10.21 81 

Mandible 135 19.80 7.92 74 

Ultimaker2+ 

Poly Lactic 

Acid 

(PLA) 

25% 
Maxilla 178 11.00 1.49 155 

Mandible 154 10.00 1.32 138 

50% 
Maxilla 211 15.00 1.97 155 

Mandible 177 13.00 1.64 138 

75% 
Maxilla 242 19.00 2.44 155 

Mandible 199 15.00 1.97 138 

100% 
Maxilla 418 22.00 2.86 155 

Mandible 314 17.00 2.24 138 

Co-

Polyester 

(CPE/HT) 

25% 
Maxilla 178 11.00 1.49 155 

Mandible 154 10.00 1.32 138 

50% 
Maxilla 211 15.00 1.97 155 

Mandible 177 13.00 1.64 138 

75% 
Maxilla 242 19.00 2.44 155 

Mandible 199 15.00 1.97 138 

100% 
Maxilla 418 22.00 2.86 155 

Mandible 314 17.00 2.2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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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ccuracy of protective dental splints (AVG, average; SD, standard deviation) 

Equipment Material #1 #2 #3 #4 #5 AVG±SD 

Conventional Gypsum 
Maxilla 5 5 5 5 5 5±0 

Mandible 5 5 5 5 5 5±0 

Form2 Photopolymer Resin 
Maxilla 5 5 5 5 5 5±0 

Mandible 5 5 5 5 5 5±0 

3Dwox DP200 

Poly Lactic 

Acid 

(PLA) 

25% 
Maxilla 2 2 2 2 2 2±0 

Mandible 2 2 2 2 2 2±0 

50% 
Maxilla 5 5 5 5 5 5±0 

Mandible 5 5 5 5 5 5±0 

75% 
Maxilla 5 5 5 5 5 5±0 

Mandible 5 5 5 5 5 5±0 

100% 
Maxilla 5 5 5 5 5 5±0 

Mandible 5 5 5 5 5 5±0 

Acryloni-

trile Buta-

diene Sty-

rene 

(ABS) 

25% 
Maxilla 5 5 5 5 5 5±0 

Mandible 5 5 5 5 5 5±0 

50% 
Maxilla 5 5 5 5 5 5±0 

Mandible 5 5 5 5 5 5±0 

75% 
Maxilla 5 5 5 5 5 5±0 

Mandible 5 5 5 5 5 5±0 

100% 
Maxilla 5 5 5 5 5 5±0 

Mandible 5 5 5 5 5 5±0 

Ultimaker2+ 

Poly Lactic 

Acid 

(PLA) 

25% 
Maxilla 2 2 2 2 2 2±0 

Mandible 2 2 2 2 2 2±0 

50% 
Maxilla 3 3 3 3 4 3.2±0.45 

Mandible 4 4 5 4 5 4.4±0.55 

75% 
Maxilla 5 5 5 5 5 5±0 

Mandible 5 5 5 5 5 5±0 

100% 
Maxilla 5 5 5 5 5 5±0 

Mandible 5 5 5 5 5 5±0 

Co-

Polyester 

(CPE/HT) 

25% 
Maxilla 1 1 1 1 1 1±0 

Mandible 1 1 1 1 1 1±0 

50% 
Maxilla 1 1 1 1 1 1±0 

Mandible 1 1 1 1 1 1±0 

75% 
Maxilla 1 1 1 1 1 1±0 

Mandible 1 1 1 1 1 1±0 

100% 
Maxilla 1 1 1 1 1 1±0 

Mandible 1 1 1 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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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양한 삼차원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의 구강 내 

적합도에 관한 평가 

편안한 정도를 VAS score 로 측정하여 보았을 때, 기존방법과 Form2, 

기존방법과 3Dwox DP200 을 비교 하였을 때, 상악과 하악의 모든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9A). 하지만 

기존방법과 Ultimaker2+를 비교 하였을 때, Ultimaker 2+로 제작한 구강 보호 

장치의 상악 전치 / 상악 좌측구치 / 상악 우측구치 / 하악 좌측구치 / 하악 

우측구치의 총 5 개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9B, C). 

 

Table 7. VAS SCORE evaluation on model fit made using 3D printer (U, upper jaw; L, 

lower jaw; Ant, anterior; Lt.P, left posterior; Rt.P, right posterior) 

VAS SCORE   

Group  

Conventional Form2 3D WOX Ultimaker2+ 

  Ant Lt.P Rt.P Ant Lt.P Rt.P Ant Lt.P Rt.P Ant Lt.P Rt.P 

Comfortable 

U 6.6  7.6  7.3  7.1  7.1  7.3  6.6  6.4  6.6  4.8  5.5  5.3  

L 5.8  7.2  6.7  6.6  7.5  7.3  6.1  6.6  6.5  4.9  5.4  5.5  

Tighten 

U 5.8  6.9  6.4  5.9  6.1  5.9  5.7  5.6  5.7  4.1  5.1  4.9  

L 5.1  6.8  6.3  5.8  7.0  6.8  5.5  6.2  6.0  4.2  5.3  5.0  

Loosely 

U 6.4  6.9  6.7  7.1  7.1  7.1  6.4  6.2  6.2  6.9  6.5  6.5  

L 7.1  6.5  6.1  7.0  6.5  7.1  6.8  5.9  5.9  6.5  6.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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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VAS score evaluation of Comfortable (a) Form2; (b) 3Dwox DP200; (c) Ultimak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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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는 정도는 기존 방법과 Form2 를 비교 하였을 때, 모든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10A). 기존 방법과 3Dwox 

DP200 을 비교 하였을 때, 3Dwox DP200 으로 제작한 구강 보호 장치의 상악 

좌측 구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0B). 

기존방법과 Ultimaker2+를 비교 하였을 때, Ultimaker 2+로 제작한 구강 보호 

장치의 상악 전치 / 상악 좌측구치 / 상악 우측구치 / 하악 좌측구치 / 하악 

우측구치의 총 5 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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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VAS score evaluation on tightening (a) Form2; (b) 3Dwox DP200; (c) Ultimak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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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VAS score evaluation on looseness (a) Form2; (b) 3Dwox DP200; (c) Ultimak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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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거움의 정도는 기존 방법과 Form2, 기존 방법과 3Dwox DP200, 기존 

방법과 Ultimaker2+를 비교 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11).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치과용 모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의 제작 방법보다 적게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큰 불편함을 주지 않았다. 또한, 삼차원 프린터 Form2 로 제작된 

모형을 이용한 구강 보호 장치는 기존 방법으로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 보다 좋은 

편안함을 나타냈으며, 삼차원 프린터 Sindohricoh 로 제작된 모형을 이용한 구강 보호 

장치는 기존 방법으로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와 유사한 편안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차원프린터 ultimaker2+로 제작된 모형을 이용한 구강보호 장치가 가장 

불편함을 나타내었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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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 시 발생하는 치아손상 고위험군 선별 검사를 

위한 적절한 마취 전 평가 프로토콜 확립에 대한 연구에서 비치과전문가와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이 필요한 환자가 마취 전 치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별 검사 및 문진 항목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외 학술 저널 및 도서에서는 전신 마취 시 치아손상은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예방책이나 

예방을 위한 선별 검사 방법 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전신마취 시 진행되는 기도삽관 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서 치아의 손상에 

대한 보고는 오래 전부터 보고되어왔다.
5
 이러한 합병증은 치아의 직접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법적인 분쟁까지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5,6,8,12-16

 치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강 보호 

장치의 제작이 많이 사용되며, 이전연구에서는 기도삽관을 위한 구강 보호 

장치 제작 시 치아손상의 케이스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 경우 다른 

연구와의 차이점은 치과협진이 선행되어 구강 보호 장치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였다는 점이다.
5
 응급환자의 경우, 또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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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치과협진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치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5,17

 

또한 전신마취를 준비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구강 보호 장치를 제작 한 

경우 구강 보호 장치 없이 치아손상의 발생 빈도 수와 비교하여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어.
17

 구강 보호 장치 제작이 필요한 경우만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치과 내원 없이도 기도 삽관 전 구강 보호 장치 

제작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설문지 제작 

및 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도 삽관 시 주로 발생하는 구강 내 손상의 유형은 이전 연구에서 치관 

파절, 치근 파절, 탈구, 치아 동요도 등과 관련되었다.18-20 또한 불량한 

구강상태에서 기도 삽관 시 주요한 치과적 외상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18 따라서, 설문지 항목의 구성에 있어서 치아의 파절과 치아 동요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항목은 총 

5 가지로 구성 되었으며 각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구강건강 전반에 대한 

영역, (B) 경조직에 대한 영역, (C) 치주조직에 대한 영역, (D) 임플란트 영역, 

(E) 기타영역. 이전 연구에서 경조직, 치주조직, 임플란트로 구강 내 

위험요인을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으며.5 전치부 심미보철물 및 

임플란트와 함께 항목을 세분화 시켜 문항을 재구성하였고, 평소 환자의 

전반적인 구강건강상태와 턱관절 증상 여부 및 틀니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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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구강건강 항목에서는 환자의 전반적인 구강상태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치아의 통증 유무, 교정 치료의 유무, 턱관절 증상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턱관절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시간 개구상태로 있을 경우 

턱관절증상의 악화 가능성이 있고, 턱관절장애가 없더라도 전신마취 수술 중 

개구장애가 일어나 이후 환자의 턱관절증상의 발생 (click sound)이 보고 된 

경우가 있어 수술 전 확인이 필요하다. 21,22 치아의 경조직에 대한 항목으로는 

치아 우식, 치관 파절, 근관 치료 여부, 치아 외상 여부, 고정성 보철물 여부, 

라미네이트 여부에 대하여 환자가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치아손상(사고) 의 경우에는 상악 전치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기도 삽관 시 발생하는 손상의 치아 부위도 상악 전치부의 

빈도가 가장 많아 23 재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치아손상 이력의 확인은 

중요하다. 치주조직과 관련한 항목으로는 치주염의 임상적인 증상, 즉 치아의 

동요도, 잇몸퇴축, 잇몸부종과 저작시의 통증과 음식물 낌 등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불편감을 항목으로 만들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식립 유무를 확인하고, 스크류의 파절 및 나사풀림으로 

인한 상부 보철물이 흔들리는 증상 및 하부 고정체의 골 유착의 실패로 인한 

탈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가철성 의치와 관련된 항목은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의 사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치아의 동요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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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퇴축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구강위생이 불량한 경우에는 치주염과 

치아우식증의 가능성이 증가되며, 가철성 의치는 탈착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술 전 및 술 후 분실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 해야 한다. 전체 

항목 중 환자와 치과의사간의 답변의 일치도가 높은 항목을 보면 (ICC 의 

값이 0.6 이상) 경조직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온도에 대한 치아의 민감 여부, 

부분틀니 여부, 외상이력, 세라믹보철 치료 여부와 관련된 항목이며, 

치주조직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저작시의 치아통증 및 교정치료 여부와 관련된 

항목이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환자가 인식하는 본인의 구강상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확인하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이다. 또한 설문지의 

내용이 구강 보호 장치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위험요인의 기여도를 확인하는데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설문 내용을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나누어 

비치과 전문인이 판단 수행 가능하도록 점수화 하며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된다면 설문지 항목에 해당하는 위험요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도 삽관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는 환자 맞춤형 구강 보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성품의 구강 보호 장치보다 치아 보호의 효과가 

좋으나.9
 제작 과정에 있어 인상채득시의 불편감 및 기공과정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전연구에서 구강스캐너와 삼차원 프린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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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모형을 제작 후 실리콘 필름을 이용한 구강 보호 장치 제작 방법이 

소개되었다.
24 본 연구에 사용 된 삼차원 프린터는 출력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Form2 는 SLA (Stereolithography)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로 정확도는 높지만 장비 및 포토 폴리머 재료 모두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Ultimaker2 +와 3Dwox 는 FDM (Folded Deposition Modeling) 또는 FFF 

(Fused Filament Fabrication) 방식의 장비로 널리 사용되고 경제적이지만 SLA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25

  

정확성과 관련하여 SLA 유형 Form2-photopolymer 그룹의 모든 구강 보호 

장치가 5 등급의(Table 6), 정확도를 보인 반면 Ultimaker2 + 및 3Dwox DP200 을 

사용한 삼차원 모형으로 제작한 구강 보호 장치는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떨어졌다 (Table 3). 이러한 원인은 출력 방법의 차이다. 두 가지 유형의 

삼차원 프린터 (SLA, FDM)는 삼차원 출력을 한 번에 한 층씩 쌓아 올린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SLA 유형 삼차원 프린터의 삼차원 모형은 액체가 

용기에서 광중합을 통해 중합되며 더 미세한 층이 형성된다 (약 480 개). 반면 

FDM 방식의 삼차원 프린터는 필라멘트를 실처럼 얇게 만들고 층을 겹쳐 

쌓기 때문에 (약 147 개) 층을 쌓는 과정에서 무게로 인해 재료가 쉽게 무너져 

원하는 모양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은 PLA 에서 밀도가 낮은 

삼차원 모형은 진공 형성기를 사용할 때 압축되는 압력에 의해 쉽게 변형될 

수 있다 (Table 6). 3Dwox DP200 결과에서 PLA 삼차원 모델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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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장치는 밀도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를 보였고, ABS 삼차원 모형은 

밀도에 관계없이 5 등급의 좋은 적합성을 나타냈다(Table 6). 이러한 원인으로 

출력된 재료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PLA 는 ABS 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용해되므로 열에 의해 쉽게 변형되고, ABS 는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녹으며 

내열성이 있다. 진공 형성기에서 실리콘의 가열 온도는 220℃ 정도이며, 

삼차원 프린터에서의 ABS 는 보통 230℃, PLA 는 210℃로 가열된다.
26 따라서 

구강보호장치를 제작할 때 PLA 삼차원 모형은 진공 형성기에서 발생하는 

열과 진공 압축 시 압력으로 인해 ABS 로 제작된 삼차원 모형에 비해 

저밀도로 인쇄할 때 쉽게 변형될 수 있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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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Form2-photopolymer 로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는 기존 방식으로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보다 전치 부위와, 좌측, 우측 

구치부 모두 편안함을 나타내었다. 3Dwox DP200-ABS 로 제작된 모형을 이용한 

구강 보호 장치와 기존 방식으로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는 전치부, 구치부 

모두에서 유사한 편안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Ultimaker2+로 제작된 모형을 

이용한 구강 보호 장치는 기존 방식으로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보다 좌측 

우측 구치부 부분에서 가장 불편함을 나타내었다 (Figure 9). 평균적인 출력 

속도는 기존 방식으로 제작하였을 때 65 분, Form2 로 제작하였을 때 145 분, 

3Dwox DP200 으로 제작하였을 때 116 분이 소요되었고, ultimaker2+로 

제작하였을 때 298 분이 소요되었다(Table 5). 기존 방식으로 제작한 석고 

모델과 Form2 로 출력된 모형을 이용하여 제작된 구강 보호 장치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좋음을 나타내었고, 상악과 하악에 대한 적합도의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력의 방법과 시간에 의해 차이를 나타낸다. Ultimaker2+로 

제작된 모형의 경우 Form2 및 3Dwox DP200 프린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출력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SLA 유형의 출력 방법과는 다르게 층을 쌓는 과정에서 

바닥에 지지하는 부분이 지탱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모양이 유지되지 않고 

쉽게 변형되었다. 임상에서는 환자에게 구강 보호 장치를 적용할 때 주로 

전치부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므로, 구치부까지 완전 장착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구강 보호 장치는 일회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유지력이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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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가 필요하진 않지만, 각 환자의 구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안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허용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온도에 따른 재료의 안정성, 재료의 강도, 밀도와 관련된 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정상적인 치열, 치아모형이 주로 

사용되었으므로, 삼차원 스캔의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임상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실제 많은 임상환자들은 아치 모양과 

치아 배열이 다른 상태로 존재하며 타액과 혀, 입술의 존재로 인해 구강스캔 

단계에서 시간적인 부분과 적합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삼차원 프린터 

출력 조건에 따라 모형의 변형을 방지하고 좌우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본으로 아치모양에 맞는 말발굽형태인 바닥을 제작한다면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지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적당한 밀도로 삼차원 

프린팅연구를 임상시험에 폭 넓게 적용하려면 다양한 아치와 치아배열을 가진 

환자의 모형에서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고, 설정한 출력 

조건은 다양한 구강 환경, 시간, 경제적인 문제 등의 요인에 의해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삼차원 프린터 출력에 대한 연구는 구강 

보호 장치 소재에 대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임상에 적용되어야 하며, 

앞으로 다양한 재료가 개발되고 삼차원프린팅에 더욱 적합한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정확도와 짧은 제작 시간으로 구강 보호 장치를 제작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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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비전문가용 문진표 개발을 통해 놓칠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차후 삼차원 프린터를 

구강 보호 장치에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전달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게 되면 치과-의과를 연계하는 원격의료 (telemedicine)의 좋은 예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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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전신 마취를 위한 기도 삽관 시 발생 가능 한 치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 전문가의 입장에서 치아 및 치아주위조직 손상의 

고위험군 선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다. 

환자 맞춤형 구강 보호 장치의 제작을 위하여 ABS 또는 Photopolymer res-

in 을 이용하여 삼차원 치아 모형을 제작 하였을 때, 기존 방법으로 제작된 

석고 모형과 동일한 수준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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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tect the teeth and prevent injuries during intubation for general anesthesia, 

dental examinations are performed and mouthguards are fabricated for all patients before 

surgery. Hence, patients, including those without dental problems, have to visit the dental 

clinic before surgery. However, in cases of emergency surgeries, timely and appropriate 

measures can be hindered because patients cannot visit the dental clinic for a dental ex-

amination. If a medical accident occu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

tor may deteriorate and medical disputes may occur. Prevention is very important. Hence, 

it is important to perform studies on the risk factors for dental injuries during intubation 

and how to predict them. However, the conventional porosity process created by 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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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ral tooth impression, working on a model, and compressing it with a vacuum former 

has the disadvantage of consuming a lot of material, time and material, as well as the pos-

sibility of tooth damage. Many digital devices that can complement and replace these 

shortcomings have already been developed, and applying digital devices to the manufac-

ture of intraoral devices saves time and materials and prevents tooth damage. Therefore, 

we conducted a clinical study to assess the accuracy of a questionnaire for non-dental 

professionals in screening patients at high risk for dental injuries (such as those with peri-

odontitis, dental caries, laminates, dental implants, and restorative devices) during the 

pre-anesthetic dental assessment for all patients scheduled to undergo general anesthesia. 

Then, we assessed whether patients who visited the dental clinic for a pre-anesthetic den-

tal examination needed an intraoral dev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In 

addition, we prospectively assessed the efficiency of intraoral devices for the prevention 

of dental injury. To investigate the efficiency of fabricating customized intraoral devices 

for patients, we compared the conventional method of fabricating intraoral devices with 

the novel method using digital scanning and three-dimensional (3D) printing by scanning 

the dental morphologies and 3D printing of a restorative device for examinations of the 

digital customized intraoral device with an appropriate thickness and property to protect 

against dental injuries. 

The questionnaire for non-dental professionals had a high agreement with the ques-

tionnaire for dental professionals for items regarding direct treatment, such as pain in the 

hard tissues and periodontal tissues; implants and orthodontic treatment; and a his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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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canal treatment. Therefore, patients who answered yes to these items should be con-

sidered as patients with high risk factors. Fabricating intraoral devices should be consid-

ered for such patients. 

In the clinical study regarding the efficiency of fabricating customized intraoral de-

vices, devices developed using the conventional method had the highest precision, 

whereas those developed using a 3D printer had varying precisions depending on the 

type and properties of the printer and material used and printing density. The precision 

was high in the Form2-photopolymer resin group and 3Dwox-ABS group, while it varied 

according to the printing density in the Ultimaker2+-PLA group and 3Dwox-PLA group. 

The fabrication of a dental model using an oral scanner took less time and caused 

less inconvenience for patients than that of a dental model using the conventional method. 

Moreover, the intraoral device fabricated from a model developed using the 3D printer 

Form2 fitted more comfortably than that fabricated using the conventional method. The 

intraoral device fabricated from the model developed using the 3D printer Sindohricoh 

was as comfortable as that fabricated from the model developed using the conventional 

method. To ensure high precision of 3D printing models, high heat-enduring materials, 

such as ABS and photopolymer resin, should be used and the optimal 3D printing densi-

ty should b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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