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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3차원 디지털 교정 진단 모형과 

              석고 모형의  계측치 비교           

보관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분석 내용의 반복 검토와 원거리   

자료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각종 교정 임상 자료가 디지털 자료로 전환

되고 있다. 3차원 디지털 모형의 정 도는 3차원 디지털 스캐너와 계측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향상되었으나 그 모형 분석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석고 모형과 디지털 교정 진단 모형에서의 각종 계측치를  

비교하여 그 정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교정과에 보관중인 구 치열기 환자의 석고 모형 120개를 선정하여 치열궁 부조화 

에 따라 정상군, 공간군, 총생군 세 군으로 분류하 다.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입력된 3차원 디지털 모형과 석고 모형에서 각각 0.01mm 단위로 측정된 치아   

근원심 폭경, 악궁 장경, 견치간 폭경, 구치간 폭경, 임상 치관 길이를 paired 

t-test로 비교하 다. 또한 개개 치아를 인접치와의 접촉 상태에 따라 편측 공간군, 

양측 공간군, 편측 총생군, 양측 총생군, 복합군(편측 공간 및 반대측 총생)의    

다섯 군으로 나누어 치아 근원심 폭경을 비교함으로써 인접치와의 접촉 상태가 

근원심 계측치에 향을 주는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p<0.05).

 1. 석고 모형과 3차원 디지털 모형에서의 계측치는 반복 측정시 0.00±0.03-      

   0.16±0.25mm의 차이가 나타나 높은 재현성을 보 다.

 2. 치아 근원심 폭경은 정상군, 공간군, 총생군에서 각각 4개, 4개, 5개          

   치아의 계측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계측치 차이는 0.01-0.17mm    

   다. 또한 개개 치아의 분류에서도 0.04-0.09mm의 계측치 차이가 나타났다. 

 3. 악궁 장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ix

 4. 견치간 폭경은 정상군의 하악, 공간군의 상하악, 총생군의 상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계측치 차이는 0.12-0.52mm 다.

 5. 구치간 폭경은 공간군의 하악, 총생군의 상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계측치 차이는 0.03-0.55mm 다.

 6. 임상 치관 길이는 정상군의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 공간군의 하악 제 1대구치  

   를 제외한 모든 계측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계측치 차이는           

   0.01-0.30mm 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3차원 디지털 모형의 계측치는 치아 배열,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 치축의 각도에 향을 받지만 교정 진단 모형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 다.

    

  핵심 되는 말 : 3차원 디지털 모형, 석고 모형, 교정적 적용, 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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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디지털 교정 진단 모형과           

                  석고 모형의 계측치 비교                   

                                                                            

                                                                            

                          <지도 : 백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한 진 희    

 I.  서론

 보관을 위한 공간이 필요 없고, 분석 내용의 반복 검토, 수정 및 원거리 자료  

수신이 가능하며, 대량 자료의 검색 및 분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개의 교정  

진단 자료가 디지털 자료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3차원적 두개안면골격의 분석을  

위한 두부방사선 사진 계측은 일반화된 2차원적 분석의 예이며, 최근 디지털 

X-ray의 도입 이후 3차원적 악골격 분석을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3차원적 모형상에서 직접 계측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석고 모형 분석은   

컴퓨터를 이용한 occlusogram 분석(Yen, 1991)이나 캠코더를 이용한 컴퓨터 화면

상의 재현(김, 1999),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분석(백, 2001)이 입체를 재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크게 대중화 되지는 못하 다. 석고 모형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면 자료의 보관이 체계적이고 매우 간편해지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원하는 

부위의 단면 관찰이 가능하고, 정확한 중심선의 선정으로 치열의 비대칭 평가가 

가능해지며(Redmond, 2001), 개개 치아 혹은 분절의 이동을 가상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또한 교정 치료 단계에서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맞는   

교정 장치 제작이 가능하고(Rohit, 2001), 3차원 디지털 모형을 중첩하여 치아의 

이동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 다(차, 2002). 석고 모형은 곡면 변화가 심하고    

언더컷이 많아 특별한 스캔 경로가 필요하므로(유, 2000), 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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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디지털 모형의 입력과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상용화 되었다

(Orapix
Ⓡ
, KCI Co., Seoul, Korea). 계측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석고 모형과   

레이저 스캐너(rapidform 2001. 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로 제작한   

3차원 디지털 모형의 계측치 오차에 대한 연구 결과 몇 개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언더컷과 빛의 난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 다(박, 2001).  

최근 레이저 스캔의 해상도는 ±20㎛까지 증가되었으며 분석 프로그램(Orapix 

viewer
Ⓡ
 3.0 version)의 향상으로 임상 치관 길이 등 다양한 계측이 가능하게   

되어 이러한 디지털 모형 분석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석고 모형과 3차원 디지털 모형의 계측치를 비교함으로써   

3차원 디지털 진단 모형이 석고 모형을 대신하여 교정 진단에 적용 가능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치아의 집 상태가 스캔의 정확도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치열궁 부조화에 따라 악궁별로 정상군, 총생군, 공간군의 세 군으로 분류하 고, 

개개 치아의 인접치와의 접촉상태가 3차원 디지털 모형의 근원심 계측치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치아를 편측 공간군, 양측 공간군, 편측 총생군, 

양측 총생군, 복합군의 다섯 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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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교정과에 보관중인 구 치열기 석고 모형 120개를 

선정하여 치열궁 부조화에 따라 정상군, 공간군(공간 2mm 이상), 총생군(총생 

3mm 이상)의 상하악 각각 20개씩 세 군으로 분류하 다. 중절치에서 제 1대구치 

까지 맹출 되었고, 치아나 모형의 파절이 없는 것으로 선정하 다. 3차원 모형을   

구현하는데 치아 접촉부 및 언더컷의 미세부 재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비누 

먹임이 되어 있는 석고 모형은 제외하 다.

2. 연구 방법 

 120개의 석고 모형을 3D Dental scanner(OrapixⓇ, Dimmennex, KCI Co., Seoul, 

Korea)로 스캔 하 고(Fig 1), 계측은 Orapix viewer(KCI Co., Seoul, Korea)를  

이용 하 다. 모든 계측은 치과의사 1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3D Dental scanner의 

스캐닝 범위는 100☓100☓50mm이며, 최대 측정 속도는 한 악당 7분이고, 정확도는 
±20㎛로 소음과 진동이 적은 상온의 폐 공간에서 작업을 요한다. 3차원 디지털 

모형은 계측점을 설정한 뒤 다른 방향에서 정확성을 확인하고, 한 악궁의 측정이 

끝난 뒤 계측점을 다시 확인하여 필요하면 수정하는 방법으로 연속 2회 2주 간격

으로 2회 계측하 다. 수동 계측은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Mitutoyo
Ⓡ
, Japan, 캘리퍼 

자체의 오차<0.02mm)와 악궁 계측기(Dentarum
Ⓡ
, Germany)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다. 모든 측정은 0.01mm 단위로 하 다. 

 

 1)  악궁별 분류

  석고 모형을 관찰했을 때 치열궁 부조화에 따라 정상군, 공간군, 총생군의      

 세 군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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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개 치아별 분류

 공간군, 총생군의 상하악 각각 20개씩, 총 80개의 석고 모형을 교합면에서 관찰

했을 때 개개 치아의 인접치와의 접촉 상태에 따라 편측 공간군, 양측 공간군,   

편측 총생군, 양측 총생군, 복합군(편측 공간 및 반대측 총생)의 다섯 군으로 분류

하여 근원심 폭경을 비교하 다(Fig 2).

Fig 1. 3D Dental scanner(OrapixⓇ)

Fig 2. An example of classification of tooth  
     depending on the proximal contact point  
     (area).

  #16 ,#15, #26: unilateral spacing group,          

   #14-21, #23, #25: bilateral spacing group         

   #22, #24 : combination group                    

     (unilateral crowding, contralateral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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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측정부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치아 근원심 폭경                  

교합면 상에서 볼 때 각 치아의 최대 근원심 폭경으로 하 다.

디지털 모형에서는 교합면에서 계측점을 정한 뒤, 3차원 디지털 모형의 방향을  

협설로 회전시키며 계측점을 확인하여 필요하면 계측점을 조정(0.2mm 단위로   

고정됨) 하 다(Fig 3). 

                                                               

   

② 견치간 폭경                                                 

 양측 견치의 교두정을 연결한 선의 길이를 계측하 다.            

교두정에 마모가 있는 경우에는 근원심 교두 융선과 협측 최대 풍융부에서 설면  

융선을 이은 선의 교차점으로 하 다(Fig 4, A). 

③ 대구치간 폭경                                                      

양측 제 1대구치 중심구와 협측구(근심 교두와 원심 교두 사이의)의 교차점간의 

거리를 계측하 다. 단, 하악의 경우 원심 교두는 무시하고 근심 협측 교두와 원심 

협측 교두만 고려하 다(Fig 4, B). 

A B

Fig 3. Measurement of mesiodistal width of tooth         

  A) occlusal view             B) right bucc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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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치열궁 장경        

 제 1대구치 중심구의 연장선이 원심의 변연 융선과 만나는 점에서 중절치의   

접촉점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측정하 다. 접촉점이 없을 경우 좌우측 중절치   

중에서 더 구개측 또는 설측으로 위치한 치아의 절단연의 근심점으로 측정하 다

(Fig 5). 

    

 Fig 4. Measurement of arch width                      

 A) intercanine width        B) intermolar width  

A B

B

  Fig 5. Measurement of arch length                                    

A) occlusal view    B) confirmation of the position in the right vie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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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상 치관 길이          

 각 치아 치은연의 최하점에서 소구치와 대구치의 경우 치아의 협측 변연 융선과  

치축이 만나는 점, 전치의 경우 절단연의 중심점까지의 수직거리로 하 다. 단,  

디지털 캘리퍼의 접근이 불가능한 치아는 제외 하 다.  

 디지털 모형에서는 협측에서 계측점을 정한 뒤 교합면에서 평가하여 다시 수정

하 다(Fig 6).   

3.  통계 및 분석법

 반복 측정한 계측치의 재현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비교와 paired 

t-test를 시행하 다. 석고 모형과 3차원 디지털 모형의 계측치 차이 비교 역시 

paired t-test를 시행 하 고, 각 군에서 계측치 차이의 평균(average)을 구하여  

군별 계측 경향을 비교하 다. 계측치 차이의 절대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절대값의 

평균을(absolute average) 구하 다. 통계 처리 시 좌우 치아는 구분하지 않았으며, 

연속 2회 측정한 계측치의 평균을 비교하 다.

BA

Fig 6. Measurement of clinical crown length                           

A) right buccal view                                                

B) confirmation of the landmarks from the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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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석고 모형과 3차원 디지털 모형의 반복 계측치의 재현도  

  검사

 치아 근원심 폭경 계측치의 재현도 검사에서, 평균과 표준편차의 범위는 각각 

0.00-0.05mm, 0.03-0.19mm로 석고 모형과 3차원 디지털 모형의 재현도가 같게  

나타났다.

 견치간 폭경, 구치간 폭경, 악궁 장경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 치관 길이는 석고 모형보다 3차원 디지털 모형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   

재현도가 낮게 나타났다. Paired t-test 결과 석고 모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3차원 디지털 모형에서는 정상군에서 8개, 공간군에서 3개, 총생군에서 4개 총 15개 

치아의 계측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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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e measurements  in  plaster and 3D digital models

  normal group     

      (n=40)

spacing group

      (n=40)

crowding group

 (n=40)
 Plaster   3D Plaster    3D Plaster    3D 

tooth  

 MD 

width

 

Mx
 central incisor 0.02±0.06 * 0.01±0.05 0.02±0.07 0.00±0.05 0.01±0.04 0.02±0.03

 lateral incisor 0.01±0.04 0.01±0.09 0.00±0.03 0.03±0.10 0.01±0.04 0.02±0.07

 canine 0.01±0.06 0.05±0.17 0.01±0.07 0.05±0.14 * 0.01±0.09 0.01±0.09

 1st premolar 0.01±0.05 0.00±0.07 0.02±0.01 0.04±0.09 0.02±0.09 0.00±0.03

 2nd premolar 0.00±0.03 0.02±0.08 0.00±0.05 0.02±0.06 0.03±0.10 0.00±0.04

 1st molar 0.02±0.14 0.04±0.19 0.00±0.05 0.00±0.07 0.01±0.06 0.00±0.05

Mn
 central incisor 0.01±0.06 0.01±0.05 0.01±0.04 0.00±0.05 0.00±0.03 0.00±0.11

 lateral incisor 0.01±0.09 0.01±0.05 0.01±0.09 0.03±0.09 0.00±0.03 0.02±0.08

 canine 0.03±0.10 0.03±0.12 0.04±0.19 0.03±0.17 0.01±0.03 0.00±0.06

 1st premolar 0.00±0.05 0.02±0.06 0.05±0.07 0.00±0.03 0.00±0.03 0.01±0.06

 2nd premolar 0.04±0.08 0.00±0.08 0.04±0.04 0.00±0.05 0.01±0.03 0.00±0.08

 1st molar 0.04±0.16 0.02±0.07 0.01±0.12 0.03±0.09 0.01±0.04 0.01±0.09

AD

ICW 0.03±0.15 0.03±0.13 0.00±0.19 0.09±0.21 0.06±0.28 0.05±0.26

IMW 0.01±0.21 0.04±0.24 0.01±0.10 0.00±0.12 0.04±0.20 0.07±0.26

AL 0.02±0.12 0.26±0.14 0.06±0.26 0.00±0.15 0.04±0.26 0.06±0.27

CCL

Mx
 central incisor 0.04±0.18 0.11±0.17** 0.02±0.10 0.05±0.20 0.00±0.04 0.16±0.25**

 lateral incisor 0.00±0.03 0.08±0.15** 0.00±0.04 0.03±0.30 0.00±0.04 0.06±0.20

 canine 0.00±0.04 0.12±0.27* 0.00±0.04 0.09±0.25* 0.00±0.04 0.04±0.17

 1st premolar 0.01±0.05 0.11±0.21** 0.00±0.04 0.07±0.25 0.00±0.04 0.04±0.22

 2nd premolar 0.08±0.17 0.13±0.28* 0.01±0.04 0.09±0.23 0.00±0.03 0.10±0.20*

 1st molar 0.02±0.06 0.02±0.21 0.00±0.06 0.07±0.24 0.01±0.04 0.02±0.17

Mn
 central incisor 0.01±0.06 0.10±0.14*** 0.01±0.09 0.03±0.16 0.00±0.03 0.01±0.18

 lateral incisor 0.01±0.05 0.07±0.16** 0.02±0.10 0.01±0.21 0.00±0.03 0.02±0.14

 canine 0.01±0.07 0.08±0.19* 0.00±0.09 0.10±0.03* 0.00±0.04 0.00±0.17**

 1st premolar 0.01±0.05 0.02±0.19 0.04±0.16 0.09±0.24 0.00±0.03 0.02±0.18

 2nd premolar 0.03±0.10 0.01±0.20 0.01±0.10 0.09±0.19** 0.00±0.03 0.08±0.18*

 1st molar 0.01±0.08 0.01±0.15 0.04±0.13 0.07±0.27 0.01±0.04 0.01±0.18

 (unit:mm)

Plaster=plaster model, 3D=3D digital model, *p<0.05, **P<0.01, ***P<0.001     

Mx=maxilla, Mn=mandible, tooth MD width=mesiodistal width of tooth,          

AD=arch dimension, ICW=intercanine width, IMW=intermolar width, AL=arch length, 

CCL=clinical crow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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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고 모형과 3차원 디지털 모형에서의 치아 근원심 폭경 

 비교

1) 악궁별 분류

 치아 근원심 폭경에서 계측치 차이의 평균은 공간군, 총생군이 정상군보다 크게  

나타났고, paired t-test 결과 총 12개 치아 중 정상군과 공간군에서 4개, 총생군 

에서 5개 치아의 계측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계측치 차이의 

평균은 정상군 0.02mm, 공간군 0.00mm, 총생군 -0.02mm 고, 절대값의 평균은 

각각 0.04mm, 0.09mm, 0.08mm로 나타났다. 표준 편차는 정상군 0.18mm, 공간군 

0.20mm, 총생군 0.18mm로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mesiodistal widths of teeth measured 

         from plaster and 3D models in each group            (unit:mm) 

               

 normal group

       (n=40)

spacing group

      (n=40)

crowding group

      (n=40)
 mean  SD   mean  SD  mean  SD

Mx 
 central incisor -0.07 0.12 * -0.16 0.10 *** -0.10 0.16 *
 lateral incisor  0.02 0.14 -0.03 0.15 -0.07 0.12 *
 canine  0.02 0.23  0.07 0.18 -0.04 0.13

 1st premolar  0.10 0.16 *  0.14 0.16 **  0.09 0.14 *
 2nd premolar  0.12 0.13 **  0.08 0.21  0.06 0.14

 1st molar  0.03 0.21  0.08 0.27  0.04 0.28

Mn
 central incisor -0.07 0.09 ** -0.10 0.30 -0.08 0.17

 lateral incisor  0.01 0.14 -0.12 0.20 * -0.15 0.16 **
 canine  0.02 0.21 -0.05 0.19 -0.12 0.29

 1st premolar  0.01 0.14 -0.01 0.24 -0.02 0.16

 2nd premolar  0.03 0.28 -0.04 0.15 -0.02 0.15

 1st molar -0.04 0.25  0.17 0.29 *  0.16 0.20 **

average  0.02 0.18  0.00 0.20 -0.02 0.18

A.average  0.04 0.18  0.09 0.20  0.08 0.18

 *p<0.05, **p<0.005, ***p<0.001, Mx=maxilla, Mn=mandible   

 A.average : average of absolute value of mean differences



- 20 -

2) 치아별 분류

인접치와의 접촉 상태가 3차원 디지털 모형에서 치아 근원심 폭경 계측치에 어떤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개개 치아를 편측 공간군, 양측 공간군, 편측   

총생군, 양측 총생군, 복합군으로 나누어 치아 근원심 폭경 계측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복합군을 제외한 네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네 군에서 모두 3차원  

디지털 모형이 석고 모형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고, 계측치 차이는 평균 

0.05mm 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mesiodistal widths of teeth measured from           

      plaster and 3D models depending on the contact point(area) deviation

                                                        (unit:mm)   

                *p<0.05 , **p<0.01, ***p<0.001 

 

  groups  n  mean  SD  

unilateral spacing group 224 -0.04 0.26 *

bilateral spacing group 229 -0.06 0.24 ***

unilateral crowding group  85 -0.05 0.19 *

bilateral crowding group  69 -0.09 0.24 **

combination group   9  0.00 0.09

average -0.05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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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고 모형과 3차원 디지털 모형에서의 악궁 장경 및 폭경  

 비교

 

1) 악궁 장경 비교

 악궁 장경은 세 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측치 차이는 공간군, 총생군보다 정상군에서 더 컸다(Table 4).  

     

         Table 4. Differences in arch lengths measured from                  

               plaster and 3D models in each group  

                                                   (unit: mm)

      Mx=maxilla, Mn=mandible,          

       A.average : average of absolute value of mean differences       

  groups   mean  SD

normal group Mx (n=20)  0.21 1.45 N-S

Mn (n=20) -0.25 0.58 N-S

spacing group Mx (n=20)  0.12 0.78 N-S

Mn (n=20)  0.19 0.70 N-S

crowding group Mx (n=20) -0.12 0.86 N-S

Mn (n=20)  0.20 0.60 N-S

A.average  0.18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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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치간 폭경 비교

견치간 폭경은 정상군의 하악과 공간군의 상하악, 총생군의 상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총생군의 하악에서만 3차원 디지털 모형이 석고 모형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계측치는 3차원 디지털 모형이 작게 측정 되는   

경향이 있었다. 계측치 차이의 절대값 평균은 0.39mm 다(Table 5).  

   

     Table 5. Differences in intercanine widths measured from                

         plaster and 3D models in each group  

                                                    (unit:mm)

      *p<0.05, **p<0.01, ***p<0.001, Mx=maxilla, Mn=mandible  

       A.average : average of absolute value of mean differences             

  groups   mean  SD  

normal group
Mx (n=20)  0.12 0.48

Mn (n=20)  0.27 0.56 *

spacing group
Mx (n=20)  0.52 0.34 ***

Mn (n=20)  0.49 0.73 *

crowding group
Mx (n=20)  0.50 0.51 **

Mn (n=20) -0.40 0.47

A.average  0.39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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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치간 폭경 비교 

구치간 폭경은 공간군의 하악, 총생군의 상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계측치 차이는, 상악에서 공간군, 정상군, 총생군 순으로 커졌고 하악에서 정상군, 

총생군, 공간군의 순으로 커졌다. 전체적으로 3차원 디지털 모형이 더 작게 측정 

되는 경향이 있었다(Table 6).       

    

     Table 6. Differences in intermolar widths measured from                 

         plaster and 3D models in each group              

                                                       (unit:mm)

            *p<0.05, **p<0.01, Mx=maxilla, Mn=mandible       

  groups  mean  SD

normal group
Mx (n=20)  0.36 0.16  

Mn (n=20)  0.03 0.45

spacing group
Mx (n=20)  0.14 0.50

Mn (n=20)  0.21 0.38 *

crowding group
Mx (n=20)  0.55 0.17 **

Mn (n=20)  0.08 0.75

average  0.36 0.43



- 24 -

4. 석고 모형과 3차원 디지털 모형에서의 임상 치관 길이 비교  

임상 치관 길이는 정상군의 상악 중절치, 측절치, 공간군의 하악 제 1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계측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악에서 계측치 차이는 정상군

보다 공간군, 총생군에서 크지만, 하악 제 1, 2소구치에서는 정상군의 계측치 차이가 

더 컸다. 전체적으로 3차원 디지털 모형이 석고 모형보다 0.15-0.20mm 작게 측정

되는 경향이 있으며, 계측치 차이의 절대값의 평균은 정상군 0.15mm, 공간군 

0.21mm, 총생군 0.20mm 다(Table 7).   

 Table 7. Differences in clinical crown lengths measured from 

     plaster and 3D models in each group  

                                                      (unit:mm)

   *P<0.05, **p<0.01, ***p<0.001, Mx=maxilla, Mn=mandible    

    A.average : average of absolute value of mean differences

 normal group

     (n=40)

 spacing group

     (n=40)

 crowding group

     (n=40)

 mean  SD  mean  SD  mean  SD

Mx 
 central incisor -0.01 0.17  0.20 0.23 **  0.30 0.25 ***

 lateral incisor  0.06 0.18  0.30 0.26 ***  0.22 0.21 **

 canine  0.12 0.18 *  0.19 0.14 ***  0.25 0.17 ***

 1st premolar  0.10 0.14 *  0.26 0.26 **  0.18 0.16 **

 2nd premolar  0.15 0.41 *  0.25 0.19 ***  0.19 0.22 **

 1st molar  0.14 0.16 **  0.16 0.17 **  0.15 0.18 **

Mn
 central incisor  0.17 0.23 **  0.30 0.14 ***  0.24 0.14 ***

 lateral incisor  0.25 0.30 **  0.28 0.14 ***  0.19 0.24 **

 canine  0.21 0.27 **  0.21 0.35 *  0.20 0.18 ***

 1st premolar  0.27 0.15 ***  0.20 0.21 **  0.16 0.14 ***

 2nd premolar  0.17 0.19 **  0.13 0.16 **  0.14 0.14 **

 1st molar  0.13 0.14 ** -0.02 0.25  0.19 0.30 *

average

A.average

 0.15

 0.15

0.21

0.21

 0.20

 0.21

0.21

0.21

 0.20

 0.20

0.1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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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물체를 3차원으로 재현하는 방법은 측정 방법에 따라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  

으로 분류된다. 접촉식 방법은 측정 장치 끝에 있는 탐침봉이 물체와 직접 접촉 

되며 측정 속도가 느리고 측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구면, 원통, 홀과 같은 기본적인 

형상을 측정하는데 용이하며 정 도가 우수하다. 주로 제품 검사에 활용되고 작은 

크기의 제품이나 유연한 재질의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비접촉식 방법은 주로 

레이저를 이용하는데, 측정 속도는 접촉식에 비해 빠르며 측정 범위가 넓고, 다량

의 정보를 얻기 쉬우며, 변형되기 쉽고 복잡한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레이저를   

주사한 뒤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로 

환산하는 방법을 이용하므로, 레이저 빔 반사용 flux를 표면에 뿌려야 할 경우가 

있다(김, 2001). 석고 모형은 재질이 무르고 형상이 복잡하므로 비접촉식 방법을 

이용하며, 그 중에서도 장치의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레이저 슬릿광을 

이용한다. 최근 레이저 스캔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지만 비누 먹임 되지 않은 석고 

모형이 더 정확하게 재현된다고 한다. 상하악 한 쌍의 3차원 디지털 모형은 4.22 

메가 바이트의 용량이면 저장 가능하며, 디지털 모형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받아 어디에서나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계측점의 기록이 남고, 자료의 

공유가 가능해서 편리하다. 그러나 석고 모형의 특성상 많이 존재하는 언더컷과 

우각 부위에서 빛이 산란되어 난반사가 일어나므로 레이저를 이용한 3차원 재현이 

부정확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3D Dental scanner(rapidform 2001. 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에서는 여러 방향의 스캔 경로를 이용했다. 상악 

에서 19가지, 하악에서 21가지로 선정하고 그 경로에 가장 최적의 측정 위치를  

정하여(박, 2001) 3차원 디지털 모형의 정 도를 ±20㎛로 향상시켰다.

 석고 모형과 3차원 디지털 모형의 치아 근원심 폭경 계측치 차이는 인접치와의 

접촉상태(공간, 총생)와 우각, 언더컷의 향을 받는다. 정상군에서 나타나는 계측치  

차이를 기준으로 각각 공간군과 총생군의 계측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정상군에서는 

석고 모형보다 3차원 디지털 모형이 작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공간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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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군에서는 3차원 디지털 모형이 크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Table 2). Paired 

t-test 결과 편측 공간군, 양측 공간군, 편측 총생군, 양측 총생군의 네 군에서    

(복합군 제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차원 디지털 모형이 평균 0.05mm 더 크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Table 3). 3차원 디지털 모형에서는 빛이 난반사를     

일으키면서 noise가 증가하여 부정확하게 재현되는 경우가 있어 정상군의 치아  

근원심 폭경 계측치에 향을 주었다. 정상군의 상악 중절치는 변연 융선이 크게 

발달하여 생긴 공극 사이의 작은 틈에서 빛의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박, 

2001) 

 악궁 장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제 계측시 치열궁 장경의 

계측점 정의에 해당하는 구치의 변연 융선이 석고 모형 보다 3차원 디지털 모형

에서 더 둥 고 넓게 보이는 것과 전치의 접촉점이 디지털 모형에서 “선(line)”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계측점 선정의 오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Fig 7).

 

    

견치간 폭경은 정상군의 하악, 공간군의 상하악, 총생군의 상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능한 오차의 원인으로는 견치의 경사도 및 교두정의 마모와 3차원  

모형에서의 재현성을 들 수 있다. 즉 공간군에서는 상악 견치의 설측 기울기 증가와 

하악 견치의 마모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총생군의 상악 견치는 

협측 기울기 증가로 좌우측의 치축 경사의 상대적 차이가 커 정지된 화면에서  

계측점을 설정할 때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B

Fig 7. comparison of incisal contact point                              

A) plaster model                       B) 3D digital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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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간 폭경은 공간군의 하악, 총생군의 상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간

군의 하악 구치는 근심 혹은 설측 기울기가 증가하고, 총생군의 상악 구치는 협측 

기울기가 증가하여, 한 화면에서 양쪽의 계측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계측의 정확성이 떨어졌다. 

 3차원 디지털 모형에서 임상 치관 길이의 계측치는 순협측 치관의 곡면과 치축 

경사도 및 치은연, 변연융선 등의 미세부 정확성의 향을 받는다. 계측치 차이는 

0.3mm 이하로 임상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정상군, 공간군, 총생군에서 12개 

치아 중 각각 10개, 11개, 12개 치아의 계측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간군 상악 전치부의 순측 경사 증가, 하악 전치의 직립 그리고 총생군 

하악 전치의 순측 경사 증가, 하악 전치 치은의 해상도 부족은 오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입체 측정이 가능해지고, 3차원 모형의 정 도가 더 향상

되면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계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디지털 모형의 분석을 시행할 경우, 측정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차원    

디지털 모형은 우각, 변연융선, 교두정이 넓게 재현되고 석고 모형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치아간 접촉점이 넓게 선(line)모양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3차원     

디지털 모형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석고 모형과 3차원 디지털 모형을 비교하면서 

계측하는 것이 좋다. 둘째, 치아 근원심 폭경 측정 시 계측점을 설정한 뒤 보이는 

계측 평면이 치축과 평행하도록 한다. 셋째, 컴퓨터 화면의 조명은 위에서 아래로 

조사되는데, 빛의 반사에 의해 해부학적 구조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므로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에 명암이 생기도록 디지털 모형을 회전시키는 것이 입체 구조의 파악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의 치아 근원심 폭경, 견치간 폭경, 구치간 폭경, 악궁 장경, 임상  

치관 길이 등 모형 분석의 일반적 계측치의 오차 크기는 0.55mm 이내로 임상적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상기한 기술적인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정 한 3차원 모형의 채득을 위한 스캐닝 기법 및 계측 프로그램의  

향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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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구 치열기인 120개의 석고 모형을 악궁별로 정상군, 공간군, 총생군의 세 군과 

인접치와의 접촉 상태에 따라 공간군(편측, 양측), 총생군(편측, 양측), 복합군의  

다섯 군으로 구분하여 석고 모형과 3차원 디지털 모형의 계측치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석고 모형과 3차원 디지털 모형에서의 계측치는 반복 측정 시 0.00±0.03-     

   0.16±0.25mm의 차이가 나타나 높은 재현성을 보 다.

 2. 치아 근원심 폭경은 정상군, 공간군, 총생군에서 각각 4개, 4개, 5개          

   치아의 계측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계측치 차이는 0.01-0.17mm    

   다. 또한 개개 치아의 분류에서도 0.04-0.09mm의 계측치 차이가 나타났다. 

 3. 악궁 장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견치간 폭경은 정상군의 하악, 공간군의 상하악, 총생군의 상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계측치 차이는 0.12-0.52mm 다.

 5. 구치간 폭경은 공간군의 하악, 총생군의 상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계측치 차이는 0.03-0.55mm 다.

 6. 임상 치관 길이는 정상군의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 공간군의 하악 제 1대구치  

   를 제외한 모든 계측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계측치 차이는           

   0.01-0.30mm 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3차원 디지털 모형의 계측치는 치아 배열,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 치축의 각도에 향을 받지만 교정 진단 모형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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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measurements in three-dimensional        

           digital model and dental plaster model.   

                     Jin-Hee Han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oung-Seon Baik, DDS, MSD, PhD)    

 

 Clinical orthodontic data is being replaced by digital data because of the 

feasibility of review of data analysis, easiness of sending data and 

requirement no storage room. Accuracy of three dimensional (3D) digital 

model has been improved by development of 3D digital scanner and 

measurement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ccuracy of 3D digital model through the comparison of measurements 

between dental plaster model and 3D digital model. 120 dental plaster 

models with permanent teeth from the Department of Or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were 

divided in three groups; normal group, spacing group, crowding group by 

arch length discrepancy and measured by digital caliper and Schkmuth 

Measuring Grid. They were scanned by 3D Dental scanner(OrapixⓇ, 

Dimmenex, KCI Co., Seoul. Korea) and measured by Orapix viewer(KCI 

Co., Seoul. Korea). Measurements of mesiodistal width of tooth, arch 

length, intercanine width, intermolar width, and clinical crown length in 



- 33 -

dental plaster and 3D digital models are compared by paired t-test. Also, 

mesiodistal widths of teeth were compared in five groups; unilateral 

spacing group, bilateral spacing group, unilateral crowding group, bilateral 

crowding group, combination group by contact point(area) deviation. 

 Following are results from this study : 

  1. Reproducibility of measurements in plaster and 3D models were       

    0.00±0.03-0.16±0.25mm.

  2. In mesiodistal width of tee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4   

    measurements in normal and spacing groups, 5 measurements in        

    crowding group, and the differences were 0.01-0.17mm. In               

    classification of tooth depending on the proximal contact point(area), the    

    differences were 0.04-0.09mm.

  3. In arch lengt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4. In intercanine wid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ndible in  

    normal group, maxilla and mandible in spacing group, and maxilla in   

    crowding group. The differences were 0.12-0.52mm.

  5. In intermolar wid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ndible in  

    normal group and maxilla in crowding group. The differences were     

    0.03-0.55mm.

  6. In clinical crown leng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except      

    upper central incisor, upper lateral incisor in normal group and lower   

    1st molar in spacing group. The differences were 0.12-0.30mm.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easurements of 3D digital model 

are related to tooth alignement, tooth anatomy and tooth axis, but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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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rthodontic diagnostic model.

 key word : 3D digital model, dental plaster model, model analysis,

             orthodontic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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