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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치과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과인상재의 종류 채득 방법에 해 조사해보기 해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는 국치과병(의)원 치과의사를 상으로 기 당 1부씩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조사하 으며, 수

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인상재의 종류별 진료 내용에서는 부분의 진료에

서 부가 합형 인상재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인상채득방법은 도에 분류에 의한 light body와 heavy body를 사용하는

흐름성이 다른 인상재를 한번에 채득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임 란트 인상채득방법에는 직 법

과 간 법 모두 흐름성이 다른 두 가지 고무인상재를 한번에 채득하는 방법이 가장 선호되었다.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주조

수복재와 보철물의 인상채득방법에서는 각각 연령과 임상경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결과는 임상

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인상재의 종류를 악해보고 치과 문가에게 요구되는 인상재의 선호도에 따른 이론과 실무에

한 업무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단된다.

주 어 : 융합연구, 치과용 인상재, 부가 합형 인상재, 인상재의 종류별 진료 내용, 인상채득방법, 임 란트 인상채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ypes and methods of dental impression materials used in 
dental clinics in south Korea, the questionnaire was surveyed by a self-administered  method for one dentist in a 
one dental clinic,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20. The most frequently used addition 
silicone impression materials were used in most dental treat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method of taking 
impression materials having different flow properties(light body and heavy body) was most preferred at one time, 
also, the implant impression taking method was the most preferred for two rubber impression materials with different 
flow properties, both direct and indirec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and clinical experience between the methods of impression 
taking of casting restorations and prosthetic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work based on the basic data for impression material 
development and research and the preference of impression materials required for dental professional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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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치과용 인상재는 구강조직을 복제할 때 사용하는 재

료이며, 복제된 인상체에 석고 모형재를 이용하여 악궁

을 복제한 후, 구강 외에서 와동이나 지 치에 수복물을

제작하게 된다[1].

치과에서 사용되는 인상재는 탄성과 비탄성 인상재,

가역성과 비가역인상재로 나뉘며, 그 에서도 하이드로

콜로이드 인상재인 알지네이트와아가, 고무인상재와, 치

과용 콤 운드 등이 있다[2]. 인상재의 발달과 더불어 다

양한 종류의 탄성인상재가 비탄성 인상재를 체하여 치

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3].

알지네이트 인상재(alginate impression materials)는

분말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인상

재이며[4] 화학반응에 의해 졸에서 겔로의 변화를 통해

인상체가 경화된다. 알지네이트 인상재는 비가역성 수축

이 발생하거나, 인상재 미세부재 성이 제일 낮고, 트

이에서 유지력이 약해 구강 내에서 제거 시 심한 변형

이 올수 있으며, 속모형재를사용할 수 없는 단 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5].

아가인상재(agar impression materials)도 하이드로콜

로이드 인상재이며, 치과용으로 사용된 최 의 탄성 인

상재이다. 정확한 방법에 따라 액화(liquefaction) 시킨

후, 보 (storage)을 하고 있으면 필요할 때 곧바로 사용

할 수있어진료 시간을 단축할 수있다는장 을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충분하게액화를 하게 되면, 재료가 과립

상이 되고, 뻣뻣해져서 미세부를 정확하게 재 할 수 없

거나, 기포 형성이 될 수있고, 취 과구강 내 조작 방법

의 부주의에 따라 트 이용 재료와 주사기용 재료가 분

리되거나, 찢김, 기포, 변형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높은 온도에서 보 시 치아나 주 연조직에 화상

을 험성도 가지고 있다[6,7].

고무인상재(rubber impression materials)는 화학 성

분에 따라 폴리설 이드(polysulfide), 축 합형 실리콘

(condensation silicone), 부가 합형 실리콘(addition

silicone), 폴리이써(polyether)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주도에 따라서도 제0형(putty), 제1형(heavy

body), 제2형(regular body), 제3형(light body)로 분류할

수 있다[4]. 고무인상재는 알지네이트 인상재와 아가 인

상재 보다는 미세부재 성 등 정확성이 좋고 변형이 잘

되지 않는다는 장 을 가지고 있지만, 각 인상재의 종류

에 따라 물리 인 성질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료의 내

용과정확한조작 방법에따라 히 선택되어야 한다[8].

부가 합형 실리콘과 폴리이써가 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부가 합형의 장 으로는 높은 정

확도, 크기안정성, 무미, 무취, 탄성회복률과 찢김강도가

높은 것이 장 으로 꼽히고 있으며 단 으로는 소수성과

라텍스 러 에 경화시간의 향을 받는 것, Hydrogen

gas 발생으로 석고의 기포형성문제가 단 으로 꼽히고

있다.

폴리이써는 치과시장에서 사용된 지 40년이 지났다.

친수성이며, 좋은 미세부재 성, 라텍스 러 에 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 이 있지만, 몇몇 환자에게는 좋지 않

은 맛을 가져 올수 있으며 보 기간에 따라 크기 변화가

일어난다는 단 이 있다[8].

2017년 12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 처 의료기기제

품정보방 품목검색에서 ‘인상재’로 검색 시 품목별 허가

를 받은 종류는 725건이며, 허가/신고일이오래되어 매

되고 있지 않은 인상재들도 있겠지만, 일부 사용되고 있

지 않는 인상재를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치과용 인상재

제품들이 국내 치과의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치과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과인상재의 종류 채득 방법에 해 진료 내용별로

실태조사를 시행해보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

되고 있는 치과인상재의 종류와 채득 방법의 선호도를

알아볼 수 있어 향후 임상에서 치과 생사에게 요구되는

인상재의 선호도에 따른 이론과 실무에 한 업무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단된다.

2. 연 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치과 병․의원에서 사용되고 인

상재의 선택 경로와 기 , 진료 내용별인상재 사용 실태

를 알아보기 해 실시되었다.

2.1 연 대상  

본 연구는 임의표본추출방식으로 치과의원 5곳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

여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 사용된 자료 수집은 화로 설

문조사의 취지와 작성 방법에 하여 설명한 후 동의한

국치과병(의)원 각 기 당 1부씩 치과의사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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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입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에 응

답하도록 하 다. 218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 다.

2.1 사도

설문지는 인구사회학 특성 5문항과 진료 내용별 사

용되는 인상재를 질문하는 4문항, 진료내용별 인상채득

방법 4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작성되었다.

2.1.1 상재 별 진료 실태

국내에서 매되고 있는 알지네이트, 아가, 폴리설

이드, 부가 합형 실리콘 인상재, 폴리이써 콤 운드

인상재들이 각 진료내용별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해

조사하 다.

2.1.2 진료내용별 상채득

보존 보철 진료에서 용되는 인 이-온 이, 크라

운- 릿지, 임 란트 인상 채득방법은 탄성인상재인 알

지네이트, 아가, 고무인상재를이용한 인상채득법에 해

조사하 고, 의치 인상 채득방법은 탄성인상재와 비탄성

인상재를 이용한 인상채득법에 해 조사하 다.

2.2 통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0.0(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 하여 분석하 으며, 구

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 특성, 인상재의 종류별 진료 내용, 인상

채득방법에 한 조사는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진료내용별 인상채득방

법은 x2 독립성 검증을 이용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특

연구 상자 218명 성별은 남자가 83%, 여자가 17%

으며, 연령은 36세 이상 45세 이하가 46.3%, 35세 이하

가 40.9%의 분포를 나타냈다. 임상경력은 6년 이상 10년

이하가 30.6%, 5년 이하 26.9%, 11년 이상 15년 이하가

20.1%이었으며, 근무지역은 도시가 63.0%, 소도시

이하가 37%이었다. 근무기 은 치과의원이 94.5%로

부분을 차지하 다(Table 1 참고).

Characteristic Total (n=218)(%)

Gender
Male 181(83.0)

Female 37(17.0)

Age(yr)

≤ 35 89(40.9)

36 to ≤ 45 101(46.3)

≥ 46 28(12.8)

Clinical career(yr)

≤ 5 59(26.9)

6 to ≤ 10 67(30.6)

11 to ≤ 15 44(20.1)

≥ 16 48(22.4)

Location
Metropolitan cities 138(63.0)

Small cities 81(37.0)

Type
Dental clinic 206(94.5)

Dental general hospital 12(5,5)

Total 218(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2 상재  별 진료 내용

인상재의 종류별 주로 사용되는 진료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알지네이트 인상재’를 이용하여

인상채득 하는 경우는 ‘의치 인상 채득’에 사용한다는 응

답이 39.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아가 인상재’를 이

용하는 경우는 ‘크라운 릿지 인상 채득’이 6.8%로

조사되었다. ‘폴리이써’로 인상채득 하는 경우는 ‘임 란

트 인상 채득’이 17.3%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 ‘콤 운드 인상재’는 35.5%가 ‘의치 인상 채득’

에 사용한다고 응답하 다. ‘부가 합형 고무인상재’는

‘인 이’, ‘크라운’, ‘임 란트 인상채득’에 사용한다는 응

답이 각각 76.8%, 75.9%, 69.5%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의치 인상 채득’에 사용된다는 응답도 50.9%로조사되었

다. 폴리설 이드 인상재는 ‘의치 인상 채득’에 사용된다

는 응답이 19.5%로 조사되었다. 모든 진료 내용에서 가

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은 ‘부가 합형 고무인상재’

다.

Category
Inlay

and onlay
Crown and

bridge
Implant Denture

Alginate 55(25.0) 64(29.1) 32(14.5) 86(39.1)

Agar 13(5.9) 15(6.8) 3(1.4) 6(2.7)

Polyether 23(10.5) 23(10.5) 38(17.3) 21(9.5)

Compound 5(2.3) 5(2.3) 4(1.8) 89(35.5)

Addition silicone 169(76.8) 167(75.9) 153(69.5) 112(50.9)

Polysulfide 2(0.9) 2(0.9) 5(2.3) 43(19.5)

※ Multiple response

Table 2. Impression material used for each dental 

clin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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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 채득 

인상 채득 방법에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에서는 주조 수복재인 인 이-온 이 인상 채득

방법은 흐름성이 다른 두 가지 고무인상재를 트 이와

치아에 각각 용하여 한 번에 인상 채득하는 방법이

72.4%로 조사되었고, 동일한 고무인상재를 트 이와 치

아에 용하여 한 번에 인상채득 하는 방법이 13.3%로

조사되었다(Table 3 참고).

주조보철물인 크라운 릿지 인상 채득방법은 흐

름성이 다른 두 가지 고무인상재를 트 이와 치아에 각

각 용하여 한 번에 인상 채득하는 방법이 65.2%로 조

사되었고, Putty와 같은 인상재로 1차 인상 채득 후 지

치에 다른 Type 인상재를 용하여 두 번에 걸쳐 인상

채득하는 방법이 22.4%로 조사되었다(Table 3 참고).

의치인상 채득 방법은변연을 형성한 개인트 이

에 동일한 고무인상재를 트 이와 구강에 용하여 한

번에 인상 채득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4.9%,

흐름성이 다른 두 가지 고무인상재를 트 이와 구강에

각각 용하여 한 번에 인상 채득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는 응답이 40.9%로 조사되었다(Table 4 참고).

임 란트 인상 채득 방법은 지 주가 구강 내에 바로

체결되어 구강 내에서 인상을 채득하는직 인상법으로

흐름성이 다른 두 가지 고무인상재를 트 이와 구강에

각각 용하여 한번에 인상 채득한다는 응답이 84.9%,

동일한 고무인상재를 트 이와 구강에 용하여한 번에

인상 채득하는 방법으로 인상채득 한다는 응답이 15.1%

로 조사되었다(Table 5 참고).

임 란트 인상 채득 방법 Transfer type impression

coping을 사용하는 간 인상법에서 기성트 이 에 두

가지 고무인상재를 트 이와 구강에 용하여 한 번에

인상채득하는 방법이 41.0%, 두 가지 고무인상재를 트

이와 구강에 각각 용하여 한 번에 인상채득하는 방법

이 37.8%로 조사되었다(Table 6 참고).

임 란트 인상 채득 방법 Pick-up type impression

coping을 사용하는 간 인상법으로 개인 트 이 에

두 가지 고무인상재를 트 이와 구강에 각각 용하여

한 번에 인상채득 하는 방법이 77.7%, 동일한 고무인상

재를 트 이와 구강에 각각 용하여 한 번에 인상채득

하는 방법이 22.3%로 조사되었다(Table 7 참고).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주조 수복재의 인상 채득방법

에서는 연령, 임상경력, 지역, 근무기 별로 모두 흐름성

이 다른 두가지 고무인상재(two type)를 이용하여 한번

에 인상채득(one step)으로 채득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연령별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Table 8 참고).

일반 인 특성에 따른 보철물의 인상 채득방법에서도

연령, 임상경력, 지역, 근무기 별로 모두 흐름성이 다른

두가지 고무인상재(two type)를 이용하여 한번에 인상채

득(one step)으로 채득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연

령과 임상경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Table 9 참고).

Category
Inlay and
onlay

Crown
and bridge

Only alginate 0(0.0) 3(1.5)

Alginate-agar 5( 2.4) 2(1.0)

One-step method of applying the
same rubber impression material
(same type) to trays and teeth at one time

28(13.3) 15(7.5)

One-step method of applying two
rubber impression materials (two
types) with different flow properties to
a tray and a tooth at a time

152(72.4) 131(65.2)

Two-step method of applying the
two-step by applying different type
impression materials(putty and light body)

23(11.0) 45(22.4)

Etc 2(1.0) 5( 2.5)

Total 210(100) 201(100)

Table 3. Dental prosthetic impression methods   

(inlay-onlay, crown-bridge)         n(%)

Category N(%)

One-step method of applying the same rubber
impression material (same type) to a tray and oral
on a bordermolding tray

118(54.9)

One-step method of applying two rubber
impression materials (two types) with different flow
properties on a tray with a bordermolding applied to
each tray and mouth respectively

88(40.9)

Etc 9(4.2)

Total 215(100)

Table 4. Denture impression methods

Category N(%)

One-step method of applying the same rubber
impression material (the same type) to the tray and
mouth with a direct impression method to make an
impression in the mouth

26(15.1)

One-step method of applying two rubber
impression materials (two types) with different flow
properties to the tray and oral cavity by a direct
impression method to make an impression in mouth

146(84.9)

Total 172(100)

Table 5. Implant impress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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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

Transfer type impression coping is an indirect impression method
that uses the same rubber impression material (the same type)
on a tray to one-step at a time by applying it to trays and mouth

13( 8.3)

Indirect impression method using transfer type impression
coping. One-step method of applying two rubber impression
materials (two types) onto trays and mouths on trays.

64(41.0)

Transfer type impression coping is an indirect impression method
that uses one and the same rubber impression material (the
same type) on a tray on a individual tray and mouth respectively.

20(12.8)

Transfer type impression coping is an indirect impression method
that uses two rubber impression materials (two types) on a tray
to apply to each individual tray and mouth one by one.

59(37.8)

Total 156(100)

Table 6. Indirect impression method of transfer 

type impression coping

Characteristic

Inlay + Onlay

Only
alginate

Alginate +
agar

One type
rubber

One step

Two type
rubber

One step

Two type
rubber

Two step
Etc. Total P-value

Age(yr)
≤ 35 0(0.0) 0(0.0) 9(10.2) 71(80.7) 7(8.0) 1(1.1) 88(100.0)

0.043
36 to ≤ 45 0(0.0) 3(3.1) 15(15.3) 69(70.4) 11(11.2) 0(0.0) 98(100.0)
≥ 46 0(0.0) 2(8.3) 4(16.7) 12(50.0) 5(20.8) 1(4.2) 24(100.0)

Total 0(0.0) 5(2.4) 28(13.3) 152(72.4) 23(11.0) 2(1.0) 210(100.0)

Clinical
career(yr)

≤ 5 0(0.0) 0(0.0) 7(12.3) 46(80.7) 3(5.3) 1(1.8) 57(100.0)

0.088
6 to ≤ 10 0(0.0) 1(1.5) 9(13.8) 51(78.5) 4(6.2) 0(0.0) 65(100.0)
11 to ≤ 15 0(0.0) 2(4.8) 3(7.1) 30(71.4) 7(16.7) 0(0.0) 42(100.0)

≥ 16 0(0.0) 2(4.4) 9(20.0) 24(53.3) 9(20.0) 1(2.2) 45(100.0)
Total 0(0.0) 0(0.0) 5(2.4) 28(13.4) 151(72.2) 23(11.0) 2(1.0)

Location
Metropolitan
cities

0(0.0) 2(1.5) 19(14.4) 92(69.7) 17(12.9) 2(1.5) 132(100.0)
0.399

Small cities 0(0.0) 3(3.9) 9(11.7) 59(76.6) 6(7.8) 0(0.0) 77(100.0)
Total 0(0.0) 5(2.4) 28(13.4) 151(72.2) 23(11.0) 2(1.10) 209(100.0)

Type

Dental clinic 0(0.0) 4(2.0) 26(13.3) 144(73.5) 20(10.2) 2(1.0) 196(100.0)

0.269
Dental general
hospital

0(0.0) 1(8.3) 2(16.7) 6(50.0) 3(25.0) 0(0.0) 12(100.0)

Total 0(0.0) 5(2.4) 28(13.5) 150(72.1) 23(11.1) 2(1.0) 208(100.0)
p-values obtained from chi-square test.

Table 8.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of inlay and onlay impression method 

Category N(%)

Pick-up type impression coping is an indirect
impression method that uses one and the same
rubber impression material (the same type) on a tray
on a individual tray and mouth respectively.

39(22.3)

Pick-up type impression coping is an indirect
impression method that uses two rubber impression
materials (two types) on a tray to apply to each
individual tray and mouth one by one.

136(77.7)

Total 175(100)

Table 7. Indirect impression method of pick-up 

type impression coping 

Characteristic

Crown + Bridge

Only
alginate

Alginate +
agar

One type
rubber

One step

Two type
rubber

One step

Two type
rubber

Two step
Etc. Total P-value

Age(yr)
≤ 35 0(0.0) 0(0.0) 5(5.8) 64(74.4) 14(16.3) 3(3.5) 86(100.0)

0.025
36 to ≤ 45 1(1.1) 1(1.1) 7(7.7) 57(62.6) 24(26.4) 1(1.1) 91(100.0)

≥ 46 2(8.3) 1(4.2) 3(12.5) 10(41.7) 7(29.2) 1(4.2) 24(100.0)
Total 3(1.5) 2(1.0) 15(7.5) 131(65.2) 45(22.4) 5(2.5) 201(100.0)

Clinical
career(yr)

≤ 5 0(0.0) 0(0.0) 3(5.5) 40(72.7) 10(18.2) 2(3.6) 55(100.0)

0.015

6 to ≤ 10 0(0.0) 0(0.0) 7(11.3) 46(74.2) 8(12.9) 1(1.6) 62(100.0)

11 to ≤ 15 0(0.0) 1(2.5) 1(2.5) 23(57.5) 15(37.5) 0(0.0) 40(100.0)
≥ 16 3(7.0) 1(2.3) 4(9.3) 22(51.2) 11(25.6) 2(4.7) 43(100.0)
Total 3(1.5) 2(1.0) 15(7.5) 131(65.5) 44(22.0) 5(2.5) 200(100.0)

Location

Metropolitan
cities

1(0.8) 1(0.8) 10(7.3) 78(61.4) 33(26.0) 4(3.1) 127(100.0)

0.473
Small cities 2(2.7) 1(1.4) 5(6.8) 52(71.2) 12(16.4) 1(1.4) 73(100.0)

Total 3(1.5) 2(1.0) 15(7.5) 130(65.0) 45(22.5) 5(2.5) 200(100.0)

Type

Dental clinic 3(1.6) 2(1.1) 14(7.5) 120(64.2) 43(23.0) 5(2.7) 187(100.0)

0.958
Dental general
hospital

0(0.0) 0(0.0) 1(8.3) 9(75.0) 2(16.7) 0(0.0) 12(100.0)

Total 3(1.5) 2(1.0) 15(7.5) 129(64.8) 45(22.6) 5(2.5) 199(100.0)

p-values obtained from chi-square test.

Table 9.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of crown and bridge impres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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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CAD/CAM의 도입과 디지털 인상채득이 진행되고 있

지만 [10,11] 여 히 치과용 인상재는 치과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는 치과재료 하나이다[3].

치과용 인상재는 탄성, 비탄성 그리고 가역 , 비가역

으로 크게 구분할 수있다. 재 인상재는혼합시간,

주도, 작업시간, 미세부재 성, 탄성 회복률등을 개선한

많은 인상재의 개발 되고 있다[12,13].

재 우리나라에서는 치과 임상에서는 치과의사와 치

과 생사가 치과용 인상재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다.

치과용인상재의 감염 리, 물질보건인식등에 연구가 이

루어졌지만[14-16], 인상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

떤 제품이 선호되고 있는지에 한 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무한 상황이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진료내용별 사용빈도, one step,

two step등의 채득방법의 차이를 악하고자 하 다.

연구 상자의 연령은 36-40세가 가장 많았으며 임상

경력은 6년 이상의 치과의사가 많았으며 도시의 치과

의원에 근무하고있었다. 본 연구 결과 체 진료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인상재는 부가 합형 인상재 다. 사

용의 편리성과 높은 정확도와 미세부재 성으로 부가

합형의 인상재는 재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013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인상재는

Hydrophilic 부가 합형 실리콘 인상재 제품이었다[8].

일반 특성에 따른 인상채득방법에 해서는 연령에

따라, 인 이와 온 이 인상채득 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체 연령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two type

rubber one-step 인상채득방법이었으나, 두 번째가장 선

호되는 것은 45세 이하에서는 one type rubber one-step

채득방법, 46세 이상에서는 two type rubber two-step

채득방법을선택하 다. 한편, 크라운과 릿지 인상채득

방법에서는 체 연령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two type

rubber one-step 채득방법으로 나타났으며, 46세 이상에

서는 두 번째 선택은 나머지 인상재에 고르게 분포되었

다. 하지만 45세 이하에서는 두 번째로 two type rubber

two-step 채득방법을 선호하 다.

의치 인상채득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상재는 부가 합

형 인상재에 이어 콤 운드 인상재가 확인되었다. Petrie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치과 학과보철과에서 의치

인상채득에 해 조사한 결과 border molding으로는

impression사용 시 부가 합형 실리콘 36%가 사용되었

으며 치과 학에서는 폴리설 이드가 64 %비율로 나타

났다[15]. 의치 인상채득방법은 변연을 형성한 개인트

이 에 동일한 고무인상재를 한번에 인상채득 하는 방

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 란트를 한 인상채득으로는

폴리이써와 부가 합형 실리콘 인상재가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추천되고 있다고 하 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부

가 합형 실리콘 인상재가 임 란트 인상채득을 해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16]. 지 주가 구강내에 바로

체결된 임 란트 인상채득방법에는 흐름성이 다른 두 가

지 고무인상재를 트 이와 구강에 각각 용하여 한번에

채득하는 방법이 가장 선호되었다. transfer type

impression coping을 사용하는 간 인상법과 pick-up

type impression coping을 사용하는 간 인상법에서는

개인트 이 에 두가지 고무인상재(두가지 type)를 트

이와 구강에 각각 용하여 한번에 인상채득(one-step)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으로 인 이-온 이, 크라운, 릿지, 임 란트,

transfer type impression coping, pick-up type

impression coping 등 부분의 인상채득방법에서는 부

가 합형 실리콘 인상재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 도에 분류에 의한 light body와 heavy body를 사용

하는 흐름성이 다른 인상재를 한번에 채득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7].

본 연구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상재와 술식에따

라 사용되는 채득방법, 인상재의 선택경로와 선택기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임상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

생사가 함께 진료실에서 치과용 인상재를 사용하고 결정

하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 생사의 인

상재에 한 비교 인식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재 우리나라에서 치과용 인상재의 사용실태에 한

보고는 무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결과는 인상재 개발과

연구에 요한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임상에서 치과 생사에게 요구되는 인상재의 선호도에

따른 이론과 실무에 한 업무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

리라 단된다.

5. 결론  언

국치과병(의)원 치과의사를 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 으며, SPSS ver. 20.0을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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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인상재의 종류별 주요 진료내용은 ‘알지네이트’

와 ‘콤 운드’를 이용하여 ‘의치인상채득’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부가 합형 고무인상재’는 ‘인

이’, ‘크라운’, ‘임 란트 인상채득’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폴리설 이드 인상재’는 ‘의치 인

상 채득’에 사용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모든 진

료 내용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은 ‘부가 합

형 고무인상재’ 다.

둘째, 인상채득 방법에서 주조 수복재인 인 이-온

이 인상 채득 방법과 크라운 릿지 인상 채득방법을

두 가지 고무인상재를 이용하여 한 번에 인상 채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의치 인상 채

득 방법은 변연을 형성한 개인 트 이 에 동일한 고무

인상재를 트 이와 구강에 용하여 한 번에 인상 채득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임 란트

인상 채득 방법은 직 법과 간 법에서 모두 흐름성이

다른 두 가지 고무인상재를 트 이와 구강에 각각 용

하여 한번에 인상 채득한다는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다.

셋째,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주조 수복재의 인상 채득

방법에서는 연령, 임상경력, 지역, 근무기 별로 모두 흐

름성이 다른 두가지 고무인상재(two type)를 이용하여

한번에 인상채득(one step)으로 채득한다는 비율이 높았

으며, 특히 연령별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넷째, 일반 인 특성에 따른 보철물의 인상 채득방법

에서도 연령, 임상경력, 지역, 근무기 별로 모두 흐름성

이 다른 두가지 고무인상재(two type)를 이용하여 한번

에 인상채득(one step)으로채득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연령과 임상경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차이를 보

다(p<0.05).

이상의결과를 종합해볼 때, 수복 보철물의인상채

득을 해 정확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종류의

부가 합형 고무인상재를 한번에 이용하여 인상채득하

는 경우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어 임상에

서 주로 사용되는 부가 합형 고무인상재의사용법과 특

성에 한 정확한 이해와 술기능력이 요구되므로, 지속

인 재료의 개발과 사용법에 한 심과 교육이 치과

문가에게 필요하리라 보인다.

치과에서 치과용 인상재의 개발과 사용법에 한 지

속 인 교육이 제공되기 해서는 실제인상재의 사용과

리가 치과 문가 어떤 직종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새로운 인상재에 한 교육 로그램의 용

상에 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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