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CKGROUND
우리는 우리주변에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 도중 선수들의 안면부나 턱뼈에 부상을 입

는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종격투기(MMA)와 같은 격렬한 스포츠의 경우 부상을 입는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마우스가드를 착용하여 이러한 치아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면부를 보

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격화되어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마우스가드 제품은 착용자의 치아구조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경기 도중 입에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바다 주 체육위원회(Nevada State Athletic Commission)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각 사람의 치아구

조(턱뼈)는 그 형태와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수 본인의 치아에 맞는 맞춤형 마우스가드를 사용

함으로써 경기 도중 발생 할 수 있는 이차적인 부상(두개골 아래 부분과 턱뼈의 충돌)이나 충격을 줄

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맞춤형으로 제작된 마우스가드가 일반적으로 규격화되어 판매되는 마

우스가드보다 몇 배는 더 완벽하게 치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종 격투기와 

같은 격렬한 스포츠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더더욱 본인의 치아 모양과 사이즈에 맞는 맞춤형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여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심각한 부상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춤형 마우

스가드는 이와 같이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도 자유로운 호흡과 입의 움직임을 돕는 장점을 가

지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출신의 Paul과 Karl은 이 같은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치열 교정 전문 의사인 아버지 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치아 해부 및 교정 등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또한, 이종격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직접 훈련을 받고 경기에 참여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들은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

수들을 위한 맞춤형 마우스가드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Fight-Bite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Fight-Bite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이종격투기(MMA) 수퍼스타로 알려진 Daron을 위한 맞춤형 마우

스가드를 제작하였는데, 이 작업은 하루 이상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작 과정이 매우 복잡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수동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작 과정의 

어려움은 솔루션닉스가 제공하는 3D 스캐너의 도입을 통해 곧 해결되었습니다. 자동화된 디지털 솔

루션으로 하루 이상이 소요되던 작업을 1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 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CUSTOMER STORY
사람의 치아구조 (턱뼈)는 마치 지문과 같이 사

람마다 서로 다른 고유의 형태, 사이즈, 그리

고 배열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이종격투기

와 같은 격렬한 스포츠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우스가드보다 본

인의 치아에 잘 맞는 맞춤형 마우스가드를 착

용하는 것이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에 대비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미국 미시간

주 출신의 Paul과 Karl은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Fight-Bite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그

들의 제조 방식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수작업이

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SOLUTION AND ACHIEVEMENT
Fight-Bite는 솔루션닉스 Rexcan DS2 스캐너

의 자동화된 3D 스캐닝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짧은 시간 안에 보다 정확한 선수의 치아 사이

즈와 모양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

로 전체 제작 소요시간이 하루 이상에서 1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되었으며, 개인별 치아 측정

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맞춤형 마우

스가드’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 Fight-Bite 

업종: 마우스가드 제조업

홈페이지: www.fight-bite.com

위치: Clawson, MI  

Fight-Bite, Rexcan DS2의 자동화 솔루션 도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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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Fight-Bite는 치아나 쥬얼리와 같은 소형 물체 전용 스캐너인 솔루션닉스의 Rexcan DS2 스캐너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스캐너는 2축으로 구동될 수 있는 자동 턴테이블이 장착되어 있어 빠르고 편리

하게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Rexcan DS는 두 개의 고 해상도 카메라

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하고 정밀한 데이터의 획득이 가능하여 스캔 결과물의 정확성을 

높여 줍니다. 

DS2를 활용한 제조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첫 단계는 먼저 선수 치아의 본을 뜨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장비를 설치하고 본을 뜬 인상물을 스캔 하는 것인데, DS2를 사용하면 이 과정은 단 

몇 분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스캔 결과물들은 STL이라는 파일 확장자

로 저장되고, 후처리 작업(Post-Processing)을 위해 Geomagic Studio라는 산업용 디자인 소프트웨

어로 전송됩니다. 

Fight-Bite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스캔 데이터를 Geomagic Studio에서 불러들인 후, 데

이터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Decimation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크기를 줄였으며, 스캔 되지 

않은 공간(Holes)들을 채우는 등의 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Sculpting이라는 Geomagic 

Studio의 기능을 통해서 제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마진 라인(Margin line: 치아의 외곽 라인)을 편집

하고 다듬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의 기존 마우스가드 외관을 스캔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깨끗하게 다듬어진 치아 인상물의 스캔 데이터와 정렬 시켰습니다. 이 같은 작업은 약간 까

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마우스가드의 모양과 새롭게 얻은 치아 인상 모델의 모양

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Geomagic Studio는 이 같은 서로 다른 부분의 형상을 정확히 

인식하여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모델을 병합했을 때에도 새

로운 마우스가드를 완벽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렬된 두 데이터의 중복되는 부분을 제

거하고, 데이터를 다듬고 홀들을 채우는 작업 등을 거치면 어렵지 않게 완벽한 3D 디지털 모델을 완

성할 수 있습니다.  

RESULT/ BENEFITS  
결과적으로 Fight-Bite는 솔루션닉스의 Rexcan DS2의 사용과 3D 디지털화 과정을 통해서 하루 이

상이 소요되던 작업시간을 한 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Fight-Bite는 3D 스캐너를 통한 

작업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Rexcan DS2는 맞춤형 마우스가드 제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동으로 진행 해왔던 모든 개발프로세스를 완전하게 자동화시

킬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결국, DS2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물을 통해서 치아를 완벽하

게 보호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면 과제 및 도전 
Fight-Bite는 맞춤형 마우스가드 개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한 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 시키게 되면

서, 이제 그들의 관심을 3D 프린팅을 활용한 자동 제조방법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조방식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마우스가드 제조에 사

용되는 EVA(에틸렌초산비닐)이나 PolyShok과 같은 원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떤 3D 프린

팅 장비도 이 같은 원료를 취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직접적인 생산은 어렵다는 한계

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ight-Bite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우스가드 제작에 필요한 금형틀을 3D 프린팅하여 저렴하고 간단하게 만든다.

  제작된 금형틀 안에 원료(Eva, PolyShok)을 부어 마우스가드를 완성한다.

이밖에, Fight-Bite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그들의 핵심 시장인 이종격투기(MMA)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농구, 아이스하키와 같은 스포츠 시장을 위한‘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Fight-Bite의 관계자인 Bitterman은 이 같은 과제도 솔루션닉스의 Rexcan DS2의 도입으로 

해결 되었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우리는 정교하게 맞춤 디자인된 다양한 제품을 자동주문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업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솔루션닉스

의 3D 스캐너 도입으로 이제는 가능해졌다고 판단됩니다.” 

Daron 
디트로이트의 수퍼스타로 

알려진 Daron Cruick-

shank가 Fight Bite에서 맞

춤 제작된 마우스가드를 

내보이고 있다.

개인 맞춤형으로 편집된 치아 인상물의 3D 디지털 모델

이다. 이와 같이 맞춤 디자인된 마우스가드는 선수들에게 

완벽한 착용감을 주며 안정성을 높여준다. 

솔루션닉스 Rexcan DS2로 치아 인상물을 스캔하고 있다.

Edited article written by Bob Cramblitt

솔루션닉스(Solutionix Corp.)는 백색광(White light)의 고

정밀 3차원 스캐너를 순수 국내 기 술로 독자 개발하여 

전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글로벌 3차원 스캐너 전문 기업

입니다. 솔루션 닉스는 장영실상, 신기술(NEP) 인증, 세

계일류상품 인증 등 3차원 측정과 관련한 다수의 특허와 

인증을 보유하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솔루션닉스의 제품은 2000년 회사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

계 20여 개국 이상에서 수많은 고객사들의 핵심 장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 Rexcan 시리즈는 자동차 부

품, 전기ㆍ전자, 치과 및 의료, 디자인, 그리고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측정ㆍ검사(quality inspection) 및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목 적으로 활용되고 있습

니다. 솔루션닉스의 고객사들은 모두 3차원 스캐너의 도

입을 통해서 초기 제품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

었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품 검사를 통 해서 품

질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관련 정보와 그 사례, 그리고 솔

루션닉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

시다면, 홈페이지(www.solutionix.com)를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ABOUT SOLUTIONIX

EMEA Office 
No.1, 1-2 Lansdown Place Bristol, BS8 3AE U.K.
Tel. : +44(0) 7767-777615

Solutionix HQ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02-95

Tel. : +82-2-2193-9600  
www.solutionix.com / globalsales@solutioni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