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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성 고무인상재의 침적 소독이 경석모형의
크기의 안정성과 표면경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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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환자가 증
가하면서 치과의사들은 자신들의 환경이 감염성 질
환의 잠재적인 원천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환
자의 타액과 혈액으로 오염된 치과인상은 인상체와
그로부터 만들어진 석고모형을 다루는 치과종사들에
게 감염성 미생물을 전파하는 근원이 된다(3, 5, 6, 7, 9, 11,
12, 13, 18, 22, 26, 27, 31, 32, 38, 41, 46, 54, 60, 61, 63)
.
Mycobacterium tuberculosis, Hepatitis B
virus(HBV), Herpes simple virus(HS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또는 다른 병원성
세균들이 인상체로부터 전파뢰 수 있으며, 정상적으
로는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세균이라도 면역기능
이 저하된 환잘들에서는 기회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환자
가 감염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도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며, 예후가 불량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5, 6, 7, 9, 25, 41).
실제로 AIDS의 경우 기화감염이 만성적이고 강력
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인 치사율은 80-100%
에 이르고, HIV 감염자의 증가로 가장 많이 나타느

는 기회감염은 결핵이며, 전세계적으로 결핵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AIDS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46).
감염 예방에 대한 관심은 주로 외과분야에서 기울
어졌으나 교정 또는 소아치과를 전공한 의사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흔한 질병에 이환되는 비율이 높으며,
보철과 치주등 주로 성인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은 성
인에서 호발하는 질환에 훨씬 높은 이환률을 보인다
는 보고가 있다(46). 따라서 환자들로부터 치과의사에
게로의 감염 경로를 차단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전염성 질병의 병력
만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으나 HIV감염자 의 90%,
HBV감염자의 80%가 식별할 수 없는 보균자로서,
질병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단지 병력으로만
전염성이 있는 환자를 식별해 낼 수는 없다(25, 29).
감염성 세균은 환자로부터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
간호사, 보조원과 치과 기공사들에게 또는 환자와 환
자 사이에도 전파될 수 있으며, 환자로부터 감염된
치과 종사자들이 다른 환자에게 다시 전파시킬 수도
있다. 감염 예방의 책임은 치과 진료실에 있으며, 진
료실에서 이를 소흘히 할 때에는이러한 교차감염의
고리가 시작되는 것이다(6, 7, 9, 3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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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실에서 일상작으로 채득하는 인상은 항
상 타액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가끔은 혈액이 묻기
도 하므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3, 5, 6, 7, 9, 31, 32, 47).
이런 타액과 혈액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인
상체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왔으
나(37, 40) 단지 흐르는 수도물로 세척하는 것으로만 인
상체 표면의 세균들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오염된 인상체로부터 만들어진 석고모형도 교차감염
의 원인 될 수 있다(27). 따라서 모든 인상체는 치과용
석고모형을 제작하거나 기공실로 보내기 전에 반드
시 세척, 소독하여 한다(3, 5, 6, 7, 12, 13, 20, 25, 31, 32, 41, 53, 54,
61, 63)
. 통상적인 멸균법을 제시했을 때 열이나 습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인상재의 성질이 변화되고, 접촉부
위가 구강점막에 국한되므로 고도의 멸균법을 시행
할 필요는 없고(32, 39), 화학소독제에 짧은 시간동안
침적(immersion) 또는 분사(spray)하여 소독을 하
는 것으로 충분하다(3, 5, 6, 7, 9, 11, 17, 18, 25, 30, 32, 34, 35, 43,
59)
.
세균의 전파에 의한 감염을 막고자 질병관리센터
(Center of Disease Control)와 미국 치과의사 협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DA)는 인상체,
의치, 그외 치과 진료실과 기공소에 다루어지는 모든
항목들의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3, 5, 6, 7)
.
1991년 발표된 ADA의 지침에 의하면 모든 인상재
를 30분 이내의 소독시간으로 침적 소독할 수 있다
고 발표하였고(5), Merchant(31)는 ADA의 지침에 덧
붙여 compound도 침적하여 소독할 것을 권장하였
으며, 고무인상재를 화학소독제에 침적시 크기의 변
화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었다(18, 32, 50, 59, 63).
알지네이트 인상재의 소독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가 행해져왔는데 최근에는 ADA의 지침과는 달리 침
적보다는 분사법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45, 56), 물의
대체물질로 화학소독제를 사용하여 알지네이트 인상
재를 혼합하는 방법도 제안되었고(44), Touyz등(58)은
알지네이트 인상의 미세한 요철부 내에 세균이 잔존
할 수 있으므로 화학소독제를 사용하여 인상재의 혼
합과 침적을 동시에 시행하기를 주장하였으며 인상
채득후 소독을 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항박테리아성
알지네이트 인상재의 사용을 주장하는 학설도 있었

다(8, 16, 29, 47, 53).
아가 인상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는데 Merchant등(33)은 수종의 화학소독제에 30분
침적하여도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나
Minagi등(36)은 침적 소독이 크기와 변화를 초래한다
고 하였다.
ZOE인상재에 대한 정보도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Merchant등(31)은 glutaraldehyde나 iodophor를
사용하여 침적 소독할 것을 권장하였다.
석고 모형의 소독을 위해서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 Stern등(54)은 석고모형에 분사법으로 소독
을 하였을 때 마모저항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
고, Sarma등(48)은 초경석고를 화학소독제에 침적시
켰을 때 sodium hypochlortie와 iodophor는 석고
모형의 성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Schutt등(49)은 분말 소독제가 함유된 석고를 사용하
여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 인상체와 석고모형의 소독
방법으로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에서는 친수성 고무인상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화학소독제만을 사용하여 연구가 되어 각각
의 인상재와 화학소독제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바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철물 제작시 정확하고
손쉽게 인상을 채득할 수 있는 친수성 고무 인상재중
vinly polysiloxane 인상재인 Express, Reprosil,
Exafine과 polyether 인상재인 Impregum-F를 사
용하여(Table 1) ADA specification No.19의 미세
선 시 험 블 럭 의 인 상 을 채 득 하 고 ,
acidicglutaraldehyde인 Banicide, povidoneiodine인 Potadine, sodium hypochlorite인
Clorox의 3가지 화학소독제(Table 2)에 10분간 침
전 소독후, 제작된 석고 모형의 크기의 안정성과 표
면경도의 변화를 Measurescope과 Barcol경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친수성 고무
인상재로부터 제작된 석고모형의 크기의 안정성과
표면경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교차감염을 방지하는
인상체의 소독방법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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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가. 연구재료

1. 시편의 제작

주모형은 ADA specification No.19의 미세선 시
험블럭을 사용하였고, 인상재료는 4종의 친수성 고
무인상재를 사용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친수
성 vinyl polysiloxane인상재는 Express, Reprosil
과 Exafine을 사용하였고, polyether 인상재료는
Impregum-F를 사용하였다.(Table 1)
본 연 구 에 사 용 된 화 학 소 독 제 는 2%
acidicglutaraldehyde인 Banicide, 10%
Povidnone-iodine인 potadine, 5.25% sodium
hypochlorite인 Clorox였다. Banicide는 원액으로
사용하였고 Potadine과 Clorox는 1 : 10으로 희석하
여 각각 1%, 0.525%의 용액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석고모형재로는 초경석고인 Die Keen(Modern
materials, Columbus Dental, Miles Inc., St.
Louis, LA, U.S.A.)을 사용하였다.(Table 2)

상온과 대기압 하에서 ADA specification No.19
에서 추천된 미세선 시험블럭을 사용하여 본연구를
위한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 시험블럭은 미세부재현
성 측정을 위한 x,y,z의 세로선과 크기안정성을 측정
하기 위한cd 와 c´d´의 두 가로선을 가진다.(Fig.
1)
고무인상재를 제조자의 지시대로 계량하여 혼합하
였다. 카트리지 타입의 인상재는 주입시 균일하게 혼
합되어 나오므로 바로 주형내에 주입하였다. 인상 주
형을 유리판 위에 놓고 균일하게 혼합된 인상재를 기
포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입한 후, 시험블럭
을 주형에 1㎏의 하중을 가해 위치시키고 32±1℃의
수조 에서 제조자가 지시한 시간동안 경화시킨 후에
시험블럭을 제거하였다. 임상과정을 물로 세척하고
여분의 물기를 털어버린 후에 시편을 제작하였다.
대조군의 경우는 각각의 인상 인상재마다 인상채

Table 1. Hydrophilic Rubber Impression Materias

Table 2. Chemical disinfec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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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면경도
거리 측정 후 동일한 시편을 사용하여 시편을 제작
하고나서 최소 24시간이 지난후 Barcol경도계
(Barber, Colman Co., U.S.A)로 표면경도를 측정
하였는데, 10회 반복하여 측정한후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Ⅲ. 연구결과
Fig. 1. Detail reproduction test block of ADA
specification No.19.

득 후 바로 10개씩 경석고모형을 제작하였는데 석고
주형을 인상 주형에 위치시키고 초경석고를 제조자
의 지시대로 혼수비를 21㎖/100g 으로 계량하여
spatula로 먼저 경석고를 물에 적신후, 15초간 진공
혼합하여 가벼운 진동하에 주입하였다. 석고 주형위
에 유리판을 덮고 인상표면과 모형의 기저면이 평행
을 이루게 하여 거리 측정시의 오차를 최소화하였고,
100%습도에서 1시간동안 경화시킨후 인상체로부터
경석고모형을 제거하였다.
실험군은 인상채득 후 흐르는 물로 세척을 하고,
각 소독제에 10분간 침적시킨 후 다시 세척하여 표면
에 남아있는 화확소독제를 제거 하고, 여분의 물기를
털어버리고 대조군과 같은 방법으로 10개씩 경석고
모형을 제작하였다.

2. 측정
가) 크기와 안정성
경석고모형을 제작한지 24시간 후 경석고모형의
x선(50㎛)상에서 cd-c´d´의 거리를 0.5㎛까지 측
정이 가능한 Measurescope(Nikon, Japan)으로 측
정하여였는데, Measurescope상에서는 50㎛인 x선
과 75㎛ 인cd와 c´d´선이 확대되어 보이므로 x선
과 cd선이 교차되는 왼쪽선에서 x선과 c´d´선이
교차되는 왼쪽선까지 같은 점에서 3회 반복하여 측
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계측치와 표준편차 및 각 인상재에 대한 경
석고모형의 크기와 표면경도의 변화를 검정하기 위
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Scheff’
s test를 시행하였다.

가. 크기의 안정성
Express인상재로부터 얻어진 경석고모형의 cdc´d´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었
는데(P<0.01), 인상체를 Banicide에 침적하였을 때
에는 크기의 변화가 없었고, Potadine과 Clorox에
침적한 경우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할 만한 수축을
나타내었다(P<0.01).(Table 3) Reprosil 인상재로부
터 얻어진 경석고모형은 어떠한 화학소독제를 사용
한 경우에서도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
며,(Table 4) Exafine인상재로부터 얻어진 경석고모
형은 인상체를 Banicide에 침적하여 소독하였을 때
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축을 보였고
(P<0.01), Potadine과 Clorox에 침적하였 을때에는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5)
Impregum-F인상재를 사용한 경우에서 경석고모
형의 크기는 인상체를 어떠한 화학소독제로 소독을
하여도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6)

나. 표면경도
Express인상재로부터 얻어진 경석고모형은 인상
체를 어떠한 화학소독제로 소독하여도 표면경도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Table 7) Reprosil인상
재로부터 제작된 경석고모형은 Potadine과 Clorox
에 인상체를 침적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
한 표면경도의 경사를 보였고(P<0.01) Banicide에
침적하였을 때에는 표면경도의 변화가 없었
다.(Table 8) Exafine인상재로부터 제작된 석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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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OVA & Scheffe’
s test for dimensional stability of stone cast from Express

Table 4. ANOVA & Scheffe’
s test for dimensional stability of stone cast from Reprosil

Table 5. ANOVA & Scheffe’
s test for dimensional stability of stone case from Exafine

Table 6. ANOVA & Scheffe’
s test for dimensional stability of stone case from Impregu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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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OVA & Scheffe’
s test for hardness of stone cast from Express

Table 8. ANOVA & Scheff’
s test for surface hardness of stone cast from Reprosil

Table 9. ANOVA & Scheff’
s test for surface hardness of stone cast from Exafine

Table 10. ANOVA & Scheff’
s test for surface hardness of stone cast from Impregu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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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상체를 Banicide에 침적한 경우에서만 통계학
적으로 유의할 만한 표면경도의 감소를 나타내고
(P<0.01), Potadine과 Clorox에 침적하였을 때에는
표면경도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9)
Impregum-F인상재로부터 얻어진 경석고모형은
Potadine에 침적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
한 표면경도의 감소를 보이고(P<0.01), Banicide와
Clorox에 침적하였을 때에는 표면경도의 변화가 없
었다.(Table 10)

Ⅳ. 총괄 및 고찰
보철물 제작시 정확한 인상과 경석고모형은 필수
조건으로서 polysulfide 인상재, polyether 인상재
와 vinyl polysiloxane 인상재는 고정성 보철물 및
가철성 보철물의 제작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vinyl
polysiloxane 인상재는 경화 수축이 매우 적고 적당
한 찢김 강도로 매우 정확한 인상을 만들 수 있어서
치과의사들이 선호하는 인상재이다(10, 39).
Vinyl polysiloxane 인상재와 polysulfide인상재
는 많은 문헌에서 크기의 변화없이 소득을 할 수 있
다고 하였고, 이 중 vinyl polysiloxane은 멸균과정
에 견딜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20, 41), 여러 연구에
서 친수성인 polyether 인상재는 짧은 시간동안 침
적하거나 분사법을 사용하여 소독하기를 권장하였고
(6,11,31)
, Johansen등(20)과 Johnson등(22)은 polyether
인상재는 침적소독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Herrera등(18), Langenwalter등(25), Merchant등(31),
Rhodes등(43), Tullner등(59)은 짧은 시간의 침적으로
는 크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30분
이내의 침적소독을 권장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이미 소독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혐수성vinyl polysioxane과 polysulfide인상
재를 제외하고 침적 소독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
되는 친수성 고무 인상재를 선택하여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
인상채득시에는 인상재의 작업시간, 경화시간, 젖
음성, 크기의 변화, 연구변형, 탄력성, 원상회복, 찢
김강도등을 고려해야 하고, 인상체를 소독할 때 이러
한 성질들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62). 보철물을 제

작하기 위한 작업 모형은 크기의 안전성, 알맞은 강
도, 표면경도, 마모저항성과 미세부재현성등의 물리
적 성질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경석고모형의 크기의 안정성과 표면강도를 선택 하
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방법은 침적법과 분사법
이 있는데 침적법은 인상체의 모든 면에 골고루 화학
소독제가 접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친수성
이 높은 아가 인상재, 알지네이트 인상재, polyether
인상재에는 사용이 제한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분사
법은 침적법 보다는 인상체의 크기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인상체의 내면
에 골고루 도달하지 못하며 특히 미세한 요철부위에
는 도달하기 힘들다.
인상체의 소득에 사용되는 화학소독제는ADA에서
chlorine compound, iodophor, phenolics,
glutaraldehyde를 추천하였으므로 이 범위내에서
적절한 화학소독제를 선택하여야 하겠다(6). 화학소독
제중 glutaraldehyde는 특히 virus에 효과적이어서
1분 내에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며(27), 재사용이 승
인되어있어 14-30일에서 최고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7). Sodiumhy-pochlorite는 재상요시 급격히
chlorine의 농도가 떨어져 소독의 효과도 감소하므
로 재사용을 금지하였으나 chlorine이 눈에 띄게 감
소하더라도 세균을 제거하는 능력은 유지되므로 1주
일간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1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화학소독제는 제조자가
HIV의 제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용액을 사용
하기를 권하고 있으므로 항상 새로운 용액을 사용하
여 실험하였다.
알지네이트 인상재나 polyether인상제에 대해서
침적하지 않고 분사법으로 소독을 권하기도 하는데
glutaraldehyde의 경우에는 aldehyde증기의 흡입
이 조직에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분
사법으로는 사용을 삼가는하는 것이 좋겠다(24).
화학소독제 외에도 인상체를 소독함에 있어서 자
외선소독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인상재의 크기의
변화나 표면 거칠기에도 변화없이 Candida균종을
제거하였다는 보고도 있었으며(19). Boylan등(2)은 자
외선으로 인상체 또는 보철물을 소독할 때 수도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잔존되어있는 혈액이나 유기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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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자외선의 투과성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였고, 인상체는 평평한 표면이 아니므로
그림자효과(shadowing effect)때문에 단독적인 소
독방법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1991년 ADA에서는 모든 고무인상재는 30분 이내
의 침적으로 소독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6).
Langenwalter등(25) 등은 10분간 화학소독제에 고무
인상재를 침적하였을 때 모든 고무인상재에서 크기
의 변화는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Merchant(32)은
vinyl polysiloxance을
30분 간
2%
glutaraldehyde, 0.5%, 1% sodium hypochlorite,
0.1% povidoneiodine, halogenated phenol에 침
적하였을 때 크기의 변화는 없었다고 하였다.
Minagi등(35)은 3종류의 친수성 vinylpolysiloxance
을 2% glutaraldehyde에 10, 20, 30, 60, 120분동
안 침적시 약간의 팽창을 보였으나 임상적으로는 중
요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인상재는 경화시 수
축하므로 이 실험의 결과처럼 소독의 영향으로 인상
재의 팽칭이 야기된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매몰
조건과 주조에 유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Toh등(57)은 vinyl polysiloxance인상재를
glutaraldehyde, iodophor, polyphenolic
compound, chlorine dioxide, sodium
hypochlorite, chlorhexidine에 30분간 침적하였을
때 대조군과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
였고, Matyas등(30) vinyl polysioxance인상재를 화
학소독재에 침적 또는 분사하였을 때 경석고모형의
표면성질이나 크기의 안정성에서 대조군과 유의차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김동(63), Johnson(22)은
고무인상재를 10분동안 침적시켰을 때 vinly
polysiloxance은 매우 우수한 정확성을 보이는 반면
에 polyether는 유의차를 보인다고 하였다.
Olin등(39)은 vinyl polysioxance인상을 ethylene
oxide gas autoclave, steam autoclave,
glutaradehyde에 12시간 침적하여 멸균을 시행한
결과 모두 대조군과 유의차를 나타내어 소독에 가장
안정적인 vinyl polysiloxane인상재라도 멸균법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Johansen등(20)은 16시간동안 2% glutaraldehyde
에 고무인상재를 침적하였을 때 vinylpolysiloxane
은 가장 우수한 정확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vinyl polysiloxan인상재인
Express와 Exafine에서 크기의 변화를 보였고
(P<0.01), Reprosil에서는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P>0.01) Express도 Banicide에 침적한 경
우는 크기의 안정성을 보였고, Potadin과 Clorox에
침적한 경우에는 크기의 변화가 있었다.(P<0.01)
Exafine에서는 Banicide에 침적시킨 경우에만 크기
의 변화를 보였고(P<0.01). Potadine과 Clorox에 침
적시켰을 때에는 크기의 안정성이 있었다.(P>0.01)
Express와 Exafine의 경우 유의차를 보이기는 하
였으나 각각 0.08%와. 0.02%의 수축율로써 임상적
으로는 중요하지 않았다. 임상적으로 0.1%의 수축율
은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크기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화학소독재가 모두 친수성 vinyl
polysiloxane고무인상재에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vinyl polysiloxane인상재에
서도 제품에 따라 각 화학소독제에 대한 결과가 다르
게 나왔는데 이는 각 제품의 조성이 달라 일어난 결
과이므로 각 제품에 가장 영향아 없는 화학소독제를
찾는 노력이 기울어져 고무인상재(제품)/화학소독제
의 조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경석
고모형상에서 크기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므로 경석고
의 경화팽창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경석고의 경화 팽
창은 모두 같다는 전제하에서 대조군과 실험군간의
비교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무시하였다.
Setcos등(51)은 polyether인상재를 물, Cidex7,
Sporicidine, Sporici-dine-phenol(1 : 16),
chlorhexidine, iodophor-alcohol(1 : 19),
iodophor, Omnicide, Omni Ⅱ , bleach,
Steriline-L, Banicide, Procide-28에 침적하였다.
이때 크기의 안정성은 iodophor-alcohol(1 : 19)와
Omnicide에서만 유의차를 나타내었고, 다른 화학소
독제는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polyeher 인상
재와 경석고모형의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화학수독제는 없다고 하였다. Johansen등(20)은
polyether를 16시간동안 2% glutaraldehyde에 침
적시 극적으로 팽창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Storer
등(55)은 16시간동안 물, glutaraldehyde, formalin
에 침적하였을 때 유의할 만한 수준의 크기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hypochlorite에 16시간 침적시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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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 표면이 파괴되었다고 보고하였다.
Johnson등 (22)은 polyether인 상 재 는
glutaraldehyde, phenol, iodophor, chlirine
dioxide에 침적한 결과 침적소독에 부적합하다는 결
론을 내렸고, Drennon등(11)과 Kakigawa등(23)은 분
사법으로 소독하였을 때 크기의 안정성에는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Merchant(31)는 1 :
10 hypochlorite나 희석된, chlorine dioxide에 단
시간 침적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Herrera등(18)은 0.5%, 1%의 sodium
hypochlorite, 0.5% povidone-iodine, 0.13%, 2%
glutaraldehyde, halogenated phenol에 30분간
침적하였을 때 정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
였으며, Langenwalter등(25)은 iodophor, sodium
hypochlorite, glutaraldehyde에 10분간 침적하였
을 때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Rhodes등(43)은 polyether를 소독에 필요한 소독시
간/농도에서는 유의할 만한변화는 없었다고 보고하
였다. Tullner등(59)은 polyether를 idophor,
bleach, glutaraldehyde에15분간 침적하였을 때 크
기의 변화는 없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olyether인상재인 Impregum-F
의 크기의 변화는 없었으며(P>0.01) 이는 Herrera등
(18)
, Langenwalter등(25), Rhodes등(43), Tullner등(59)
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고, Johansen등(20)과
Storer등(55)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Johansen등(20)과 Storer등(55)은 인상체를 화
학소독제에 16시간동안 침적하였으므로 친수성의 성
질을 가지는 polyether인상재에서는 필연적인 결과
이다. 따라서 polyther인상재는 친수성의 성질을 가
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화학소독재에 10분동안 침
적하는 것으로는 소독시 크기의 변화없이 성공적으
로 사용될 수 있다.
인상체의 소독에 따른 경석고의 표면경도의 변화
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는데
polysulfide인상재의 소독 후에는 대조군과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50), polyether 인상재의
경우 Cidex-7, Sporicidine, Sporicidinephenol(1 : 16), chlorhexidine, iodophoralcohol(1
: 19), iodophor, Omnicide, Omni II, bleach,
Steriline-L, Banicide, Procide 28에 15분간 침적

하였을 때 Sporicidine-phenol, Procide-28,
bleach, iodophor-ethanol, Steriline-L에서만 유
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51). Setcos등 (52)등은
irreversible hydrocolloid 인 상 재 를
glutaraldehyde, iodophor-ethanol, bleach,
iodophor, chlorhexidine, aminoglyoside,
chlorine함유용액에 30분간 침적시 표면경도가 증
가하였다고 하였다.
표면경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Barcol 경도계(Barber, Colman Co., U.S.A)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석고의 표면경도를Barcol경
도계로 측정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할 수는 없었고, 대조군과 실험군간의 상대적인
비교만을 실시하였다.
표면경도의 변화는 Express에서는 유의차를 나타
내지 않았고(P>0.01), Reprosil. Exafine,
Impregum-F에서는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1).
유의차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Express에서는 약간
씩 표면경도가 증가하였으며, Reprosil에서는
Banicide에 침적한 경우에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으
나 Potadine, Clorox에 침적시킨 경우에는 표면경
도가 증가하였다(P<0.01). Exafine에서는 Banicide
에 침적시킨 경우에서만 표면경도가 감소하였고,
Impregum-F는 Potadine에 침적했을 때 표면경도
가 감소하였다.(P<0.01)
이러한 표면경도의 변화는 각 인상재의 구성성분
과 화학소독제의 상호작용으로 경석고의 경화시 표
면에 영향을 주어 일어났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fine/Banicide에서의 표면경도의 감소율은
4.4%로 그 리 크 지 않 았 으 나 ImpregumF/Portadine에서는 감소율이 11.8%로 매우 심한 감
소율을 보였다. 따라서 표면경도가 감소한
Exafine/Banicide와 Impregum-F/Potadine을 사
용하려면 gypsum hardner를 사용하여 경석고를
혼합하거나, die hardening solution으로 경석고
표면을 처리하여 경석고모형의 마모저항성을 높여야
한다. Gypsum hadener는 석고의 경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마모저항성은 100%까지도 증가시키
며 die hardening solution은 석고의 강도와 경도
를 어느정도 증가시키고, 마모저항성은 최고 35배까
지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화학소독제에의한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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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의 감소를 보상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Drennon등(12)과 Johnson등(22)은 고무인상재를
acidic glutaraldehyde에 침적하였을 때 경석고 모
형의 표면 성질이 좋아졌다고 하였고, Prattern등(42)
은 고무인상재를 glutaraldehyde, chlorine
dioxide, iodophor, sodium hypochlorite에 침적
시 vinyl polysiloxane은 젖음성에 영향을 거의 받
지 않으나 친수성 viyl polysiloxane의 경우는 젖음
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자료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인상재를 Banicide에 침적한 경우에서는 경석고모
형의 표면이 대조군에 비하여 매우 매끄러웠으며, 특
히 Impregum-F로 인상을 채득한 후 Banicide로
침적 소독하였을 때 다른 인상재보다 경석고의 표면
성질이 좋아짐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인상체의 소독 후
인상재와 경석고모형재와의 친화성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20㎛선을 재현
하였다.
크기의 안정성과 표면경도의 두가지 성질에 만족
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Express에서는
Banicide, Reprosil에서는 사용된 모든 화학소독제,
Exafine에서는 Potadine과 Clorox, Impregum-F
에서는 Banicide와 Clorox, Impregum-F에서는
Banicide와 Clorox를 사용하여 소독하였을 때였다.
본 연구의 결과 ADA에서 권장하는 화학소독체의
농도/시간으로 고무인상재를 침적 소독하였을 때 인
상체의 크기가 안정성과 표면경도는 임상적으로 받
아들 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고무인상재로 인상채득을 하고난 후에는 교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상제를 소독하고나서 기
공실로 보내거나 경석고모형을 제작하여야 한다. 어
떠한 화학소독제도 모든 인상재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며, 어떠한 인상제도 모든 화학소독제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같은 vinyl polysiloxane인상재에서
도 다른 결과가 나왔으므로 본 연구에 이어서 각 인
상재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화학소독제를 규명하
는 연구와, 필요한 화학소독제의 농도와 시간에 의한
소독의 효과에 대한 미생물적인 연구 및 이미 소독의
효과에 대한 미생물학적인 연구 및 이미 제작된 경석
고모형의 소독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Ⅴ. 결 론
친수성 고무인상재 중 vinly polysiloxane 인상재
인 Express, Reprosil, Exafine과 polyeter 인상재
인Impregum-F를 선택하여 ADA specification
No.19의 미세선 시험블럭의 인상을 채득하고
Banicide, Potadine, Clorox에 10분간 침적시킨 후
초경석고로 경석고모형을 제작하였다. 이 경석고모
형에서 Measurescope(Nikon, Japan)으로 크기의
변화를 측정하고, Bercol,경도계(Barber, Colman
Co., U.S.A)로 표면경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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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prosil, Impregum-F 인상재는 각각의 화
학소독제에 10분간 침적하였을 때 그로부터 제
작된 경석고모형의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
았고(P>0.01) Express, Exafine인상재는 침
적소독후 경석고모형의 크기의 변화를 보였으
나(P>0.01) 임상적으로는 무시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2. Express 인상재는 각각의 화학소독제에 10분
간 침적시 경석고모형의 표면경도의 변화를 보
이지 않았고(P>0.01), Reprosil, Exafine,
Impregum-F 인상재는 각각의 화학소독제에
10분간 침적시 경석고모형의 표면경도의 변화
를 나타내었다.(P<0.01)
3. Express에서는 Banicide, Reprosil에서는 사
용한 모든 화학소독제, Exafine에서는
Potadine과 Clorox, Impregum-F에서는
Banicide와 Clorox를 사용하여 소독하였을
때 경석고모형의 크기의 안정성과 표면경도의
두가지 성질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상의 결과롤 미루어 보아, 친수성 고무인
상재는 경석고모형의 크기의 안정성과 표면경
도에 영향없이 침적소독을 할 수 있으나 각 인
상재 제품에 따른 화학소독제와의 친화성이 연
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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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N IMMERSI0N DISINFECTION OF HYDROPHIILIC RUBBER
IMPRESSI0N MATERIAL ON DIMENSIONAL STABILITY AND SURFACE
HARDNESS OF IMPROVED STONE CAST

Mee-Hyun Nam, Woo-Jin Kang, Moon-Kyu Chung
Dept. of Pros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Disinfection of dental impressions are necessary due to contamination with patient’
s saliva
and blood, which is a potential for cross-inf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disinfection of four hydrophilic rubber
impression materials with three disinfecting solutions, on the dimensional stability and surface
hardness of improved stone casts.
Three hydrophilic vinyl polysiloxane impression materials(Express, Reprosil, Exafine) and
one polyether impression material(Impregum-F) were mixed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
s
directions and impressions were made on a ADA specification No. 19 stainless-steeldie. On
removal of the impressions, each impression was immersed in one of the disinfectants(Banicide,
Potadine, Clorox) for 10 minutes. After disinfection, type IV improved stone. casts were poured.
On this cast, the linear dimension and surface hardness were measuredusing a
Measurescope(Nikon, Japan) and a Barcol hardness tester(Barber, Colman Co U. S. 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improved stone casts from disinfected Reprosil and Impregum-F impression material did
not show dimensional changes(P>0.01). Those from disinfected Express and Exafine
impression material showed dimensional changes(P<0.01). The amount of shrinkage was not
clinically significant.
2. The improved stone casts from disinfected Express impression material did not exhibit
changes in surface hardness(P>0.01), but those from disinfected Reprosil, Exafine,Imp
regnum-F impression material showed changes in surface hardness(P<0.01).
3. The dimensinal stability and surface hardness of the improved stone casts were satisfactory
using Banicide on Express, all disinfectants used in this study on Reprosil, Potadin and Clorox
on Exafine, Banicide and Clorox on Impregum-F.
According to these results, immersion disinfection of hydrophilic rubber impression mate rials
did not adversely affect the resultant casts. Nevertheless compatibility tests of impression
materials and disinfectants should be done when disinfecting impressions.
Key words : Hydrophilic rubber impression material, Disinfectant, Immersion disinfection,
Stone cast, Dimensional stability, Surface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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