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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 의임상에서, 부분의환자들이기능뿐만아니라심미

적인회복도원하는것은드문일이아니다.1 심미적인결과를

얻기위해서는, 환자의안모및치아에 한여러정보들을선

택적으로취합하여치과의사와기공사그리고환자간에소통

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복물을 설계해

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수복물은 이러한 소통과 설계 없이

기공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최종수

복물에서비심미적인결과를초래하는것을종종볼수있다.2-4

이에 한 원인으로는 환자정보의 정확한 정보가 기공실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Fradeani는 동공간선이

일반적인 수평 기준선이라고 하 으나 과두가 인위적으로 수

평면과 평행하지 않을 경우, 절단면이 수평면에 부정확하게

재현되어 최종 심미결과에 부정적 향을 끼친다고 하 다.5

따라서 안궁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능적 정보만으로는 부족하

며 전체적인 안모와 조화를 이루는 정중선과 수평선 그리고

미소선같은심미적정보를추가적으로전달해야한다. 
Digital Smile Design (이하DSD)는디지털이미지와컴퓨터프

레젠테이션소프트웨어(ex: Keynote (Apple iworks), MS Powerpoint
(Microsoft Office))에의해진단이이루어지는사용하기간편한다

용도의개념적인도구로, 2012년Christian Coachman이발표한것

이다.6 DSD의장점은기준수평, 수직선을설정하여심미분석

을시각화할수있고, 환자의미소선과같은연조직을고려한

수복물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정보의 공유와 접근이 용이하므로 팀 어프로치와 커뮤니케이

션에 효과적이며, 특히 치은절제술과 같은 연조직 처치의 정

도를결정하는데편리하다.
DSD의과정은다음의순서로이루어진다. 먼저디지털이미

지나 비디오 같은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디

지털 구강-안면 분석을 시행한다. 분석한 결과는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치료전략을 수립하고 진단

‘ Digital Smile Design’을 이용한 심미수복증례

김광현∙이규호∙배아란∙노관태∙김형섭*

경희 학교치의학전문 학원치과보철학교실

Esthetic restoration using Digital Smile Design: a case report

Kwanghyun Kim, Kyuho Lee, Ahran Pae, Kwantae Noh, Hyeong-Seob Kim*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To achieve an esthetic restoration, visualized information considering the facial aspect of patient is required. As for the reasons of esthetic failure, it could be explained by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uch as horizontal, vertical and esthetic lin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liver that the visualized information to dental technicians or
other dentists for the success of esthetic treatment. This case report presents the process of visualizing esthetic information and designing the restoration using a digital
diagnostic tool; Digital Smile Design. (J Korean Acad Prosthodont 2015;5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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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형을제작한다. Mock-up이나임시수복물등을 esthetic test drive
단계에서적용하여실제임상에서확인한후최종수복물로이

행하게된다.
이 증례보고에서는 DSD를 기초로 하여 제작된 소프트웨어

인Smile Designer Pro (Tasty Tech Ltd., Toronto, Canada)를이용하여

전치부수복을한증례를소개하고자한다. 

증례

증례 1

증례1의환자는28세의여환으로#12, 22의왜소치에의한비

심미적인 모습을 해소하고자 내원하 다. 안모사진과 전치부

사진을촬 하고이두사진을이용하여DSD를시행한다(Fig. 1,
Fig. 2).

분석하는과정은다음과같다. 먼저안모사진에서동공간선

을 선택하고 양쪽 구각부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을 계산하여

수평면을결정한다. 수직선은glabella, philtrum, menton을연결한

선으로지정하여‘Facial Cross’를설정한다.

DSD의가장큰장점인디지털룰러를이용하기위해서는먼

저기준이되는 #11의원심선각부터 #21의원심선각까지의거

리를실측하여 입한다. 이증례의경우16 mm 다. 전치부사

진에서 측절치와 견치 사이를 중심으로 안모사진에서 투명도

를 조절하면서 중첩시키고 이를 확인한다. 하순의 vermilion
border를 따라 미소선을 지정하고 이를 전치의 절단연과 같은

높이에배열한다(Fig. 3).
수직, 수평, 미소선이결정된치아사진상에서 Smile Designer

pro에서제공되는4가지의템플릿6 중안모와유사한것을고르

고 이를 이용하여 디자인한다. 디자인된 수복물은 Lombardi's
golden propotion7 같은게이지를이용하여비율을측정할수있으

며, 디지털 룰러를 이용하여 략적인 치아의 길이를 가늠해

볼수있다. 
이증례의경우#12의치은레벨이#22보다낮은데, 그정도의

차이도디지털룰러를이용하여1 mm정도낮은것으로계산되

었다. 이에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여 좌우 칭적인 치은레벨을

만들기로 하 다(Fig. 4). 마지막으로 디자인된 수복물은 전체

안모사진에서 시뮬레이션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확인하여 예

지성을높일수있다.
진단납형으로 옮기는 3차원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다. DSD

상에서#13 gingival zenith를기준으로수평선을설정한후#12, 22
의 zenith로부터의 거리를 디지털 룰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가로, 세로 길이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디지털 상에서 측정

한다. 이후진단모델에서측정치를이용하여각치아의 zenith
로부터의 거리에 점을 찍고 각 점들을 이어 수평선을 디지털

로부터 옮긴다. 이 후 각 치아의 계측수치에 따라 진단납형을

제작한다(Fig. 5).

Fig. 2. Intraoral photo. Fig. 4. Designed restoration.Fig. 3. Oro-facial analysis.

Fig. 1. Facial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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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진단왁스업을 바탕으로 인덱스를 제작하여 환자 구

강 내에서 Mock-up을 시행하여 심미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esthetic test 단계를진행하고수정할사항이있으면수정한다. 
이증례에서#12의치은절제술을계획했었기때문에진단납

형을 이용하여 스텐트를 제작하 고 이를 이용하여 약 1 mm
절제하 다. 절제후6주후최종형성을시행하 다. 

인상채득(Silagum-Light DMG, Hamburg, Germany) 후에미리제

작해둔Silicone Index (Silagum-Putty DMG, Hamburg, Germany)를
활용하여임시수복물(Provinice, Shofu Co., Tokyo, Japan)을제작하

다(Fig. 6).
최종수복물은 진단왁스업의 형태 그 로 제작하기 위해

E.max press (Ivoclar Vivadent AG, Schaan, Liechtenstein)를이용하여

pressing 후절단연만되깎기하여축성후착색하여제작하 다

(Fig. 7).

증례 2

23세의남환으로, 유착된 #11 치아의발치후생긴공간을심

미적으로수복하기위해내원하 다. 상악전치부의순측경사

와 #12 치아의 원심경사를 수정하고 공간을 재배열하여 일정

한삭제량을얻고자1년정도교정치료하 다(Fig. 8).

Smile designer pro를이용하여보철물을설계하 고이를바탕

으로진단납형을제작하 다. Pontic 부위는 #21 치아와 칭적

인형태로설계하 으며Ovate pontic을이용하여적절한치은형

태를 만들기로 하 다. #12의 치축은 교정치료 후에도 여전히

원심측으로 기울여져 있었고 치아 근첨부의 골열개가 우려되

어교정치료로치축을변경하지않고보철적으로수정하 다.
많은 삭제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통상적인 치아 삭제 후

원심측 치경부를 볼록하게 제작하여 치축을 근심측으로 보이

게제작하 다(Fig. 9).
제작한진단납형으로Silicone Index (Silagum-Putty DMG)를제

작하여Preparation guide로사용하고임시수복물(Provinice, Shofu
Co.)을제작하 다(Fig. 10, Fig. 11).

최종인상채득후모형제작하여지르코니아(Lava 3M ESPE,
St. Paul, MN, USA) 코핑을제작하고도재를축성하여최종수복

물을제작하 다(Fig. 12).

Fig. 5. Diagnostic wax-up. Fig. 6. Interim restoration. Fig. 7. Definitive restoration.

Fig. 8. Intraoral photo. Fig. 9. Designed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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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3

30세의기존수복물의좌우비 칭적인치축으로인한비심

미적인모습을해소하자고내원하 다(Fig. 13). #11, 12, 21, 22 치
아의 수직선과 안모 수직선이 평행하지 않고 좌측 치열의 치

축이원심측으로경사져있어비 칭적이었다. 또한하순의미

소선과도조화롭지못하여전반적인수정이필요한상황이다.
DSD를 이용하여 안모와 치아의 수직선을 재설정하고 안모의

수평선과미소선에맞게치아를재설계하 다(Fig. 14).
이후, 진단왁스업을하고Silicone Index를제작하 으며임시

수복물(Provinice, Shofu Co., Tokyo, Japan)을제작하 다. 구강내

에서적용후안모와조화로운지확인하고수정하 다(Fig. 15).
최종인상 채득 후 모형 제작하여 지르코니아(Lava 3M ESPE,
St. Paul, MN, USA) 코핑을제작하고도재를축성하여최종수복

물을제작하 다(Fig. 16).

Fig. 10. Diagnostic wax-up. Fig. 12. Definitive restoration.Fig. 11. Interim restoration.

Fig. 14. Designed restoration.Fig. 13. Facial photo.

Fig. 15. Interim restoration. Fig. 16. Definitive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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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최상의심미적인결과를얻기위해서는, 가능한한정확하게

수복물을디자인해야한다. 심미적인체크리스트를통해진단

정보를얻는것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8 그
러나 얻은 정보들을 시각화(Visualization)하지 않고 나열만 한

다면, 그것은쓸모없는정보가될뿐이다. 따라서취득된정보

들은환자의요구를반 하고술자의의도 로설계되어기공

사에게전달되어야한다.9

전달해야하는정보는크게기능적정보와심미적정보가있

으며, 전자는진단모형과안궁이전등을통해전달할수있으

나 후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심미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교합제에 수직, 수평선을 기입하여 전

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인 안모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확

한 정보를 통해 제작한 수복물이 안모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

고비심미적이되는경우가많다.
‘Digital Smile Design’은 전체 안모사진에서 안모와 구강을

같이고려한정확한 Facial Cross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심미

적인 진단과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를 온라인으로 공

유하여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을가능하게하는점은더나은

진료전략을수립하게하여심미적인수복물을제작할수있고

예지성있는치료를할수있다.
그러나 순측만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설측에 한 디자인은

기능적 정보를 채득한 교합기 상에서‘아날로그’적으로 설계

해야기능을고려한치료를할수있다. 그리고디지털이미지

를채득하는과정에서안모사진과구강사진을같은수평선상

에서 촬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두 사진을 중첩하는 중에

오차가발생할수있다. 또한 facial midline과dental midline 간의차

이가큰경우와일그러진미소선을가진경우 Facial Cross는술

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를

하는것은한계가있다. 그러므로Digital Smile Design의2차원적

인 결과를 3차원적인 진단납형으로 옮기는 것은 필수적인 과

정이며Mock-up이나임시수복물등으로실제구강내에서반드

시확인해야한다. 

결론

‘Digital Smile Design’은간편한심미적인진단및설계도구로

Multidisciplinary treatment에 효과적이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기준 수평, 수직선을 설정하여 진단

정보를 시각화하기 때문이며 이를 토 로 임상가는 치료하는

동안좀더심미적인결과를이끌어낼수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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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 Digital Smile Design’을 이용한 심미수복증례

김광현∙이규호∙배아란∙노관태∙김형섭*

경희 학교치의학전문 학원치과보철학교실

심미적인 수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안모를 고려한 시각화된 정보가 필요하다. 기준 수평, 수직선 같은 정보와 환자의 요구사항에 한

소통 없이 제작된 수복물은 비심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느냐가 심미적인 수복물을 제작할 수 있

는성공의요건이될것이다. 디지털진단도구인‘Digital Smile Design (DSD)’을이용하여심미수복에필요한정보를시각화하고수복물을설계하여

심미적인결과를도출해내는일련의과정을보고하고자한다. ( 한치과보철학회지 2015;5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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