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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실리콘 인상체를 dental Cone-beam  

CT 로 스캔하여 제작한 디지털 모형과  

석고 모형의 3차원 비교 

: In vivo study 

 

교정 진단이나 교정 장치를 제작하기 위한 치아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상 

채득 후 석고를 부어 제작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에는 CAD/CAM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모형을 이용하여 가상 치아배열과 교정장치를 제작하고 있다. 

Dental CBCT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진료실에 구비되어있는 CBCT를 이용하여 

디지털 모형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임상에 보급된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모형의 임상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모형의 정확성 연구가 필요하다.   

심한 총생이 없는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환자에서 Polyvinyl 

siloxane(PVS)을 이용하여 상·하악 1쌍의 인상을 채득하여 인상체를 0.1 mm 

해상도로 CBCT scan (Raysacn α+, Ray Co., Ltd., Korea) 하였다. 그 후 실리콘 

인상체에 석고를 부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석고모형을 제작하였다. 석고모형을 model 

scanner로 스캔하여 cast scan 모형을 제작하였다.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에서 치아와 악궁을 평가하기 위해 치아의 근원심 폭경, 견치간 폭경, 구치간 

폭경에 대한 길이를 계측하고 Bolton ratio를 계산하여 그 값을 비교하였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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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3차원적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두 모형을 중첩하고 그 차이를 측정했다. 

모형계측에 대한 재현성 검증을 위해 모형계측을 2회씩 시행하였다. 측정값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에서 치아 계측 시 measuring software 

(Geomagic control 2015)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ICC 0.960-0.999로 

재현성이 있었다.  

2. 각 채득방식에 대한 평균오차의 범위는 치아 근원심 폭경에서 -0.15 ~ 0.13 

mm, 폭경 분석에서 0.03 ~ 0.42 mm 로 계측되었다. 

3.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의 Bolton ratio 평균 차이는 anterior 0.83, 

overall 0.72 로 계산되었으며 cast scan 모형에서 작게 계측 되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4.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의 중첩 차이를 측정한 결과 상악, 하악평균 

53 ㎛로 계측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 계측값 비교 

시 대부분의 측정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치아크기 차이는 최대 0.15 

mm였고 모형 중첩차이는 평균 53 ㎛로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dental CBCT로 인상체를 고해상도로 scan하여 제작한 디지털 모형을 임상에서 진단 

및 장치제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이 되는 말: Cone-beam CT scan, 디지털 모형, 실리콘 인상, 모형 정확성, 3차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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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모형의 실용성이 대두되면서 정확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모형은 저장공간과 파절 및 손실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간단히 진단적인 치아 

배열을 시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Fleming et al., 2011) 물론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도 올바른 교정 진단을 위해서는 모형의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디지털 모형의 진단적인 정확도나 측정의 정밀함에 대하여 평가하는 연구가 많이 

있으며 기존의 모형 분석과 비교하였을 때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며 재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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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결론지었다. (Goonewardene et al., 2008); (Horton et al., 2010); (Keating 

et al., 2008; Leifert et al., 2009); (Mullen et al., 2007);(Quimby et al., 

2004);(Santoro et al., 2003); (Stevens et al., 2006); (Fleming et al., 2011) 

최근에는 디지털 모형을 이용하여 치료목적으로 치아배열과 교정장치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Reuschl et al., 2015), 통상적으로 장치 제작에 사용되어온 석고모형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장치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디지털 모형 제작방식 중 직접적인 기록 방식에는 환자 구강 내를 직접 디지털 

스캔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세밀한 치아 표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confocal 

laser scanner 방식이 소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Kachalia et al., 2010) 구강내 

스캐너의 경우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스캔 할 경우 인상채득 시간이 오래 걸리며 

부정교합의 형태 또는 습한 구강 환경 등에 의해 스캔의 정확도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Kim et al., 2014) 또한 Data를 stitching하는 과정에서 모형상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모형스캐너와 비교시 정확도가 떨어진다. (Flügge et al., 2013)  

다른 방법으로 CBCT 장비를 이용하여 모형을 제작하는 방식이 있으며 CBCT는 

volume scan 방식으로 조사각도나 언더컷과 같은 피사체의 외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Lim et al., 2009) 최근 악안면 부위의 

3차원 분석과 진단을 위해 dental CBCT 장비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상도 

또한 0.07 - 0.1 mm 정도까지 정밀해지고 있다.(Dillenseger et al., 2017) 따라서 

치과에 설치된 CBCT를 이용하여 디지털 모형을 제작하는 방법은 환자에게 직접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고, 구강내 스캐너 또는 모형 스캐너와 같은 장비의 도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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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모형을 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 개의 인상체로 디지털 모형과 

석고모형 제작이 가능하다.(Lee et al., 2016) 

산업적인 목적의 CBCT기반의 디지털 모형 제작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된 디지털 

모형의 치아 폭경이나 치아크기 부조화를 분석했을 때 석고 모형만큼 재현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Naidu et al., 2009) ; (Wiranto et al., 2013) 최근에는 진료실에 

dental CBCT 보급이 증가하여 치과용 고해상도의 CBCT를 이용하여 디지털 모형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장치 제작시 개개 치아의 근원심 폭경과 구치간 폭경 

뿐 아니라 전체 악궁의 적합도도 중요하므로 dental CBCT을 이용하여 제작된 

디지털 모형에서 이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PVS 인상체를 dental CBCT로 스캔하여 제작한 석고모형을 

모형 스캐너로 스캔한 디지털 모형과 비교하여 치아 크기뿐만 아니라 complete arch 

geometry를 중첩 비교하여 전체 치열궁의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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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 20명(평균 23.8세, 남자 5명, 여자 15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수집 및 자료 채득에 관하여 기관 IRB 승인

(CRNo:2-2016-0021)을 받고,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은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환자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1대구치부터 반대측 제1대구치까지 매복치나 상실치, 과잉치 없이 영구치열

이 전부 맹출한 환자 

  (2) 고정식 교정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환자 

  (3) 6 mm이상의 총생이 없는 환자  

* 악교정 수술이나 교정치료 병력이 있는 환자, 결손치아가 있는 환자, 유치열기, 혼

합치열기 환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가. 모형의 채득 

환자의 구강에 있는 치아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Stevens et al., 2006), 각각의 환자에서 Polyvinyl siloxane (Aquasil Ul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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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V Regular set, Dentsply Intl) 을 이용하여 상∙하악 1 쌍의 인상을 채득하였으며, 

채득된 인상의 질이 진단에 사용할 만큼 좋지 않으면 다시 채득하였다.   

 

(1) 스캔방법  

CBCT scan : 인상 채득후 1시간 이내에 CBCT (Raysacn α+, Ray Co., Ltd., 

Korea)을 이용하여 인상체를 촬영조건 100 µm, 14.0 sec, 70 kvp , 16 mA 으로 

스캔하였다.(Fig 1. B, C) 얻어진 DICOM file을 RayDent converter Program을 

이용하여 stereolithography(STL)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Fig 2. C, D) 

실리콘 인상체에 Plaster(Rhombstone white; Ryoka dental, Mie-Ken, Japan)를 

부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석고모형을 제작하였다.  

 

Figure 1. Model scanner and dental CBCT for fabricating digital models. 

A. Fabrication of a digital model from the model scanner; B. CBCT (Raysacn α+, 

Ray Co., Ltd., Korea); C. Fabrication of a digital model from the CBCT scan of 

PVS im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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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scan 모형 : 석고모형을 정밀도가 ±7 µm인 blue-light light-emitting 

diode model scanner (Identica Hybrid; Medit Co)로 스캔하여(Fig 1. A) cast scan 

디지털 모형을 제작하여 stereolithography(STL)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Fig 

2. A, B) 

 

 

 
 

Figure 2. 3D digital models evaluated in this study. A,B. 3D digital model 

scanned with model scanner; C,D. 3D digital model scanned with the CB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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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측 방법 

(1) 길이측정 

각각의 모형에서 측정한 수치는 치아의 근원심 폭경, 견치간 폭경, 대구치간 폭경이

며 정밀한 측정을 위해 3D inspection software 인 Geomagic control 2015 (3D 

Systems, Rock Hill, SC, USA)을 사용하였다. 

Table 1. Linear measurements used in this study 

Site Definition 

Central incisor The widest width of central incisor at labial view 

Lateral incisor The widest width of lateral incisor at labial view 

Canine The widest width of canine at labial view 

First premolar  The widest width of first premolar at occlusal view 

Second premolar The widest width of second premolar at occlusal view 

First molar The widest width of first molar at occlusal view 

AWC Distance between cusp tips of both canines 

AWM Distance between central fossae of both first molars 

 

Tooth width measurement: 구치부에서는 교합면에서 보았을 때, 전치부에서는 정

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넓은 근,원심의 폭경을 측정하였다. 측정시 구치부에서는 두 

측정점을 이은 선이 central groove에 평행하고 치관의 장축에 수직한지 육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였고, 전치부에서는 치관의 장축에 수직하고 치아의 절단면에서 보았을 

때, 두 측정점이 순설측 두께의 중간에 있는지 육안으로 한번 더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을 시 재측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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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width: 양측 제1대구치의 central fossa사이의 거리와 견치의 교두정 사이 거

리를 각각 측정하였다 

 

 

Figure 3. Linear measurements used in this study.  

A,B, and C. Tooth width measurement: The widest width of posterior tooth at 

occlusal view, the widest width of anterior tooth at labial view, the middle of 

labiolingual surface; D. Arch width: Distance between cusp tips of both canines 

and central fossae of both first m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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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lton ratio 

Cast scan 디지털 모형, CBCT scan 디지털 모형에서 상악 6전치와 하악 6전치 

사이의 전치부 Bolton ratio과 상악 12개 치아와 하악 12개 치아 사이의 전체 

Bolton ratio를 측정하였다.  

 Bolton ratio는 치아 근원심 폭경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간접 계측치로 직접 계측치

인 치아 근원심 폭경의 정확도에 영향받기 때문에 직접 계측치의 오차가 누적되어 나

타날 수 있으므로 직접 계측치와는 별도로 측정하였다. 

 

 

(3) 3차원적 모형 분석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의 체적을 비교하기 위해 Geomagic control를 

이용하여 두 모형을 최적중첩법으로 중첩하고 3D compare analysis를 시행하여 

Nearest neighbor method를 이용해 두 모형의 차이를 구하였다. 해상도에 따라 

50,000 ~ 70,000개 점의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deviation 값 중 상하위 5% 값을 제

외한 5~95%의 값의 절대값을 통계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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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방법 

모든 측정은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조사자 내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택된 5명에 대해 2회 반복하여 계측하였으며 두 번의 측정값에 대하여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ICCs)를 계산하여 재현도를 확인하였다. 재현도

가 입증된 후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에 대하여 집단 간의 정규성 검정을 

하기 위하여 Shapiro test-wilk 검정을 실시하였고, 정규분포 함이 확인되어 각 계측

치를 상, 하악으로 나누어 paired t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Anterior Bolton 

ratio와 overall ratio는 paired 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스캔 방식에 따라 취득

된 디지털 모형 중첩 차이값은 기술통계량(Median, Mean, SD, Max, Min)으로 보고

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version 23; SPSS, Chicago)를 사용하였다. 유의수

준 α는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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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측정의 재현도 검증 

2회에 걸친 측정의 intraclass correlation value의 범위는 0.960-0.999로 신뢰할 

만 하였다.(Table 2) 

 

Table 2. Reproducibility of measurement values with ICC values based on absolute 

agreement 

Measurement 

Cast scan model CBCT scan model 

ICC 95% CI ICC 95% CI 

R central incisor 1.00 0.99-1.00 1.00 1.00-1.00 

R lateral incisor 1.00 0.99-1.00 0.99 0.97-1.00 

R canine 1.00 1.00-1.00 1.00 0.99-1.00 

R first premolar 0.98 0.89-0.99 0.98 0.90-1.00 

R second premolar 0.98 0.92-0.99 0.99 0.96-1.00 

R first molar 0.98 0.98-0.99 1.00 0.98-1.00 

L central incisor 1.00 1.00-1.00 1.00 0.99-1.00 

L lateral incisor 1.00 1.00-1.00 1.00 0.99-1.00 

L canine 0.99 0.97-1.00 0.99 0.97-1.00 

L first premolar 0.96 0.89-0.98 0.97 0.87-0.98 

L second premolar 1.00 0.99-1.00 0.99 0.93-1.00 

L first molar 1.00 0.98-1.00 0.99 0.97-1.00 

AWC 1.00 1.00-1.00 1.00 1.00-1.00 

AWM 1.00 1.00-1.00 1.00 1.00-1.00 

R, Right;  L, Left;  AWC, Intercanine width; AWM, Intermolar width;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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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종류에 따른 길이 측정값의 비교 

 

가.  모형의 종류에 따른 상악에서의 측정값의 비교 

상악에서 cast scan 모형, CBCT scan 모형 20개에서의 측정값을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Table 3) Cast scan model과 CBCT scan에서 우측 제 1대구

치(p=.01), 견치간 거리(p=.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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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linear measurements of cast scan model and CBCT scan models of maxillary 

dentition.(unit, mm) 

 

Cast scan 

model 

(Mean±SD) 

CBCT scan 

model 

(Mean±SD) 

Mean  

difference 

95% CI of the mean 

difference 

R central incisor 8.49±0.53 8.47±0.50 0.05 -0.02 0.11 

R lateral incisor 6.88±0.71 6.88±0.72 -0.01 -0.08 0.09 

R canine 7.94±0.44 7.94±0.46 -0.01 -0.07 0.06 

R first premolar 7.44±0.42 7.36±0.45 0.08 -0.03 0.06 

R second premolar 6.94±0.56 6.85±0.66 0.09 -0.15 0.19 

R first molar 10.47±0.47 10.37±0.51 0.11* 0.04 0.17 

L central incisor 8.52±0.47 8.46±0.51 0.06 -0.01 0.12 

L lateral incisor 6.80±0.71 6.77±0.77 0.03 -0.05 0.11 

L canine 7.86±0.31 7.80±0.35 0.06 -0.03 0.14 

L first premolar 7.47±0.40 7.35±0.50 0.13 -0.01 0.25 

L second premolar 6.95±0.51 6.90±0.53 0.05 -0.06 0.16 

L first molar 10.44±0.40 10.45±0.44 -0.01 -0.07 0.06 

AWC 34.76±3.03 34.60±2.96 0.16* 0.01 0.32 

AWM 47.49±2.83 47.46±2.88 0.03 0.15 0.57 

R, Right;  L, Left;  AWC, Intercanine width; AWM, Intermolar width;  

CI, Confidence interval, 

Paired T test,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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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의 종류에 따른 하악에서의 측정값의 비교 

하악에서 cast scan 모형, CBCT scan 모형 20개에서의 측정값을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Table 4)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에서 좌측 견치

(p=.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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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linear measurements of cast scan model and CBCT scan models of 

mandibular dentition (unit, mm) 

 

Cast scan 

model 

(Mean±SD) 

CBCT scan 

model 

(Mean±SD) 

Mean  

difference 

95% CI of the mean 

difference 

R central incisor 5.46±0.39 5.52±0.47 -0.06 -0.22 0.11 

R lateral incisor 6.15±0.38 6.22±0.54 -0.07 -0.24 0.10 

R canine 6.85±0.43 6.82±0.67 0.03 -0.23 0.30 

R first premolar 7.29±0.45 7.18±0.53 0.11 -0.07 0.32 

R second premolar 7.23±0.53 7.20±0.59 0.02 -0.11 0.16 

R first molar 11.10±0.51 11.11±0.56 -0.01 -0.20 0.18 

L central incisor 5.43±0.33 5.45±0.36 -0.01 -0.11 0.84 

L lateral incisor 6.14±0.38 6.21±0.46 -0.08 -0.23 0.78 

L canine 6.89±0.39 7.04±0.47 -0.15* -0.28 -0.02 

L first premolar 7.36±0.50 7.30±0.51 0.06 -0.04 0.17 

L second premolar 7.23±0.50 7.15±0.55 0.08 -0.03 0.18 

L first molar 11.04±0.57 10.93±0.61 0.11 -0.05 0.26 

AWC 27.36±2.38 27.29±2.51 0.07 -0.36 0.49 

AWM 42.08±2.47 41.67±2.66 0.42 -0.28 1.12 

R, Right;  L, Left;  AWC, Intercanine width; AWM, Intermolar width;  

CI, Confidence interval, 

Paired T test,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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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 종류 따른 Bolton ratio 비교 

Bolton ratio를 비교한 결과, cast scan 모형이 CBCT scan 모형보다 anterior 

Bolton ratio는 평균 0.87, overall ratio 0.72 작게 계측되었다. 그러나 cast scan 모

형과 CBCT scan 모형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5. Mean Bolton ratio of cast scan model and CBCT scan models.  

 

Cast scan 

model 

(Mean±SD) 

CBCT scan 

(Mean±SD) 

Mean  

difference 

95% CI of the mean 

difference 

Anterior Bolton ratio 79.08±2.43 79.95±2.83 -0.87 -1.46 -0.28 

Overall Bolton ratio 91.31±2.13 92.03±2.81 -0.72 -1.30 -1.45 

CI, Confidence interval, Paired T test,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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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첩 모형의 3차원적 분석 

두 가지 스캔 방식으로 취득된 디지털 모형을 3차원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을 best fit method로 중첩하고 color difference map

을 이용한 정성적 분석을 시행하였다.(Fig 4) 초록색은 공차 내 범위를 파란색은 

cast scan 모형이 CBCT scan 모형보다 큰 부분을 그리고 붉은색은 CBCT scan 모

형보다 작은 부분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치아 인접면과 치아의 교두부분에서 차이

가 나타났다. 

중첩된 모형의 거리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악은 평균 56 ㎛ 였고 하악

은 50 ㎛, 상하평균 53 ㎛로 나타났다.(Fig 5)  

 

Figure 4. 3D analysis of cast scan model and CBCT scan model based on best-

fit algorithm. A,B. Displaying the deviations between the 2 model. Difference 

color map is set from -0.5mm to 0.5mm. Yellow to red color indicates positive 

deviations, skyblue to blue shows negative deviation between 2 superimposed 

models.  

 



 

18 

 

Figure 5. Boxplot of dimensional discrepancy between cast scan model and 

CBCT scan. * Max out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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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재현성 검증을 위해 2회 모형계측시, ICC는 cast scan 모형에서 0.96-1.00, 

CBCT scan 모형에서 0.97-1.00으로 두 방법 모두 정확했다. Hazeveld(Hazeveld 

et al., 2014) 등의 3D printed model에서의 caliper 측정 연구에서, 치아별 근원심 

크기 ICC값은 0.962-0.999였으며 본 연구와 비슷했다. 본 연구에서 측정 시 

측정점의 선정 오류에 의한 오차를 배제하기 위해, 한 사람의 실험자만 참여하여 

측정 point를 엄격히 정의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시 여러 방향에서 확인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 사이에서는 상악에서는 우측 제1대구치에서, 

하악에서는 좌측 견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악 견치간 폭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석고모형과 디지털 모형을 비교한 여러 연구에서 치아 폭경 측정값의 

차이가 기존의 manual measurement에 비해 오차범위가 0.20-0.27 mm 이하라면 

임상적으로 받아들일만하다고 간주하고 있다.(Bell et al., 2003); (Bishara et al., 

1986); (Bishara et al., 1989); (Costalos et al., 2005); (Fleming et al., 2011); 

(Mayers et al., 2005); (Mullen et al., 2007); (Quimby et al., 2004); (Santoro et 

al., 2003); (Schirmer and Wiltshire, 1997); (Stevens et al., 2006) 본 연구에서 

치아 폭경의 평균차 값은 0.15 mm이내로 임상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오차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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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근원심 폭경과 악궁폭경은 전반적으로 CBCT scan 모형에서 더 작게 

계측되었는데 이는 CBCT 영상에서 voxel 사이의 연결이 선으로 이루어질 때 voxel 

사이의 연결이 부드럽게 되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우각(line angle) 등 치아의 

날카로운 부분의 형태가 둥글게 보여 계측점이 외형보다 안쪽으로 계측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CBCT 영상에서 직접 계측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도 보였다. (Lim et 

al., 2009); (Lascala et al., 2004) 

 본 연구에서 하악 전치부와 상악 견치 근원심폭경에서 두 모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 문헌들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치아의 일관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Wiranto et al., 2013); (Lim et al., 2009) 이는 각 모형마다 부정교합 형태가 

다르므로 계측이 어려운 치아 부위가 달라지고 견치 마모, 치아의 교두정이 꼭지점이 

아닌 곡면으로 표현되어 교두정을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anterior Bolton ratio와 overall ratio의 두 모형간의 차이는 각각 

평균 0.87, 0.72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존 연구에서 

석고모형과 CBCT scan 모형, intraoral scan모형에서 치아 폭경을 측정하여 Bolton 

ratio를 비교한 결과 평균 0.98의 anterior Bolton ratio차이와 평균 0.82의 overall 

Bolton ratio차이가 나타났다. (Wiranto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개개 치아 폭경의 계측치에 비해 다수의 치아 폭경의 

합으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개개 치아보다 상대적으로 오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의 total arch distortion, dimensional 

discrepancy를 평가하기 위해 두 모형을 3차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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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채득과 모형 제작시 기포 등의 오차가 생겨 두 모형의 최적 중첩과정에 심한 

편차가 관찰되었다.(Fig 6) 이러한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 편차 중 상하위 5%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구했으며 그 차이는 평균 53 ㎛ 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모형 중첩 후 두 모형의 차이를 보기 위해 상하위 10% 값을 제외한 연구가 

있었으나(Ender and Mehl, 2016) ; (Ender and Mehl, 2013) 본 연구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5% 값을 제외시켜 비교 분석하였다.  

 

Figure 6. Deviation distribution of superimposed models. 

 

전반적으로 치아 인접면과 치아의 교두부분에서 모형간에 차이가 크게 관찰되었다. 

모델 스캐너를 이용한 스캔 시 언더컷과 우각부위에서 빛이 산란되어 난반사가 일어

나 치아 인접면의 3차원 재현이 부정확해지므로(Lim et al., 2009) 두 모형간의 오

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한 총생이 있을 경우 모형 인접면 부위

가 광학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치아 근원심 크기나 총생 분석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Redlich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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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보다 상악에서 중첩차이의 평균, 표준편차가 크게 계산되었는데 이는 기존 연

구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Camardella et al., 2016) 모형 중첩시 상악 구개가 포함

되어 하악보다 중첩 면적이 넓어져서 오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

차의 범위는 평균 6 ㎛ 내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제작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주변 습도에 따른 변형이 

큰 알지네이트 대신 체적안전성 및 미세부 재현성이 뛰어난 PVS를 이용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PVS의 체적변화율은 1시간 0.02 %, 24시간 0.07 %로 

(Aalaei Sh et al.,2015) 시간에 따른 변형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상채득 1시간 이내

에 CBCT 촬영을 하였다. 알지네이트 인상체를 dental CBCT로 스캔하여 디지털 모

형을 제작할 수 있으나 (Jiang et al., 2016);(Lee et al., 2016) 알지네이트의 체적안

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상채득 후 즉시 CBCT scan하는 것을 추천하였으며 적어

도 2 -3시간 이내에 CBCT scan 할 것을 권장하였다. (Jiang et al., 2016) 

3차원 분석 프로그램에서 중첩 시 정렬에 따라 생기는 프로그램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표준국제기구(ISO-

12836, 2015)에서 추천하는 3차원 분석 프로그램인 Geomagic을 사용하였고, 두 모

형을 중첩 시 5-6개의 치아 교두를 기준으로 ‘N point alignment’를 시행하여 대략

적인 중첩을 시행한 후 ‘Best fit alignment’를 시행 함으로써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

고자 노력을 하였다. 

CBCT의 voxel size가 작을수록 변환된 디지털 모형의 표면정확도가 개선된다. 

(Na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0.1 mm 해상도로 CBCT스캔을 시행하였고, 기존 

연구의 해상도인 0.15 ~ 0.3 mm(Lee, 2016); (Akyalcin, 2013);  (de Wa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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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보다 높은 해상도로 스캔함으로써 디지털 모형의 정확도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의 길이 계측값에서는 이전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3차

원 model이라 할지라도 image view는 2차원이기 때문에 point, axis, inclination 등

을 설정하기가 더 복잡해져(Leifert et al., 2009) 계측의 오차가 나기 때문으로 보인

다. 모형 중첩시 program이 자동으로 중첩해 주어 측정 오차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3

차원적인 모형 중첩시 정확도가 53 ㎛로 향상되었다.  

아직까지 보급된 dental CBCT의 가장 높은 해상도는 100 ㎛로 이때 FOV는 5x5 

cm이내로 두 세개 치아의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지만 전체 악궁 모형의 CBCT scan 

data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본 CBCT의 object scanning mode는 100 ㎛의 해상도

를 유지하면서 모형이나 전악 인상체가 촬영되도록 5x8 cm정도로 FOV를 확대하였

다. 통상적으로 고해상도를 유지하면서 FOV를 확대할 경우 artifact가 증가하게 되므

로 artifact를 감소시킬 수 있는 filter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의 표면 비교시 CBCT scan 

모형의 표면이 균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CBCT와 모델 

스캐너의 정밀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CBCT의 해상도는 100 ㎛였고 모델 

스캐너는 7 ㎛로 모델 스캐너의 해상도가 높고 스캔 후 표면을 smoothening 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균일한 표면이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CBCT 촬영시 산란 

방사선으로 인한 노이즈의 증가, 빔경화효과에 의한 인공음영, 영상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공음영 (Hsieh J, 2000) 등에 의해 영상의 질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모형의 표면 정확도 개선을 위해 CBCT의 해상도 개선과 DICOM 파일을 

STL 파일로 변환시 표면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인공음영에 해당하는 



 

24 

불분명한 작은 입자들을 제거하고 표면을 smoothening 하는 알고리즘이 개선된 

STL 변환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업용 CBCT의 기술 개발과 STL 변환 알고리즘의 개선으로 CBCT scan을 

통한 디지털 모형의 활용성이 제시되고 있다. (Wiranto, 2013) ; (de Waard, 2014) 

따라서 해당 기술이 dental CBCT에 응용될 경우 고가의 모델스캐너나 구강내 스캐

너의 추가적인 구입이 필요없어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CBCT 스캔은 

레이저 스캔 디지털 모형과 같은 표면 스캔 방식이 아니라 볼륨 스캔 방식으로 획득

되기 때문에 조사 각도나 피사체의 형태에 영향 받지 않아 총생이 있는 경우에도 활

용할 수 있어 빠른 시간내에 모형을 획득할 수 있다. 기존의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후 

석고 모형 제작시 평균 22분이 소요되며 intraoral scan시 20분이 소요된

다.(Grunheid, 2014) 본 연구에서는 한 악궁당 인상체 촬영 평균 14초, DICOM file 

export 1분, STL파일로 변환하는데 2-3분이 소요되어 총 5분이내에 디지털 모형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정확성이 개선된다면 CBCT를 이용한 디지털 모형 제작이 chair 

time 감소 등의 임상적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교합에 대한 평가가 없었지만 교정 진단을 위해 교합을 분석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디지털 모형의 교합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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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에서 치아의 치관폭경과 악궁 폭경 등 길이 측

정과 3차원 중첩을 시행하고 이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에서 치아, 악궁 폭경 계측 시 measuring 

software (Geomagic control 2015 )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재현성이 있

었다.  

2. 각 채득방식에 대한 평균오차의 최대값은 치아 근원심 폭경에서 0.15 mm, 폭경 

분석에서 0.42 mm 로 계측되었다. 

3.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의 Bolton ratio 평균 차이는 anterior 0.87 

overall  0.72로 cast scan 모형에서 작게 계측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p>0.05) 

4.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모형의 중첩 차이는 평균 53 ㎛ 로 계측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Cast scan 모형과 CBCT scan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 계측값 비교 

시 대부분의 측정치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치아 근원심 폭경 차이는 최대 0.15 

mm였고 모형 중첩차이는 평균 53 ㎛로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인상체를 CBCT scan하여 제작한 디지털 모형 제작시 작업시간 감소 등의 임

상적 효용성이 있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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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dimensional comparison of the two digital 

models obtained from dental cone-beam CT scan of 

PVS impression and plaster models: 

 In vivo study 

 

Jin Yi Park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Jung-Yul Cha, D.D.S., M.S., PhD) 

 

 

In order to produce a tooth model for the production of orthodontic diagnosis 

and orthodontic appliances, it is common to produce plaster after impression 

taking. But recently, as a development of CAD / CAM technology, a virtual tooth 

alignment and an orthodontic device are manufactured using a digital model. With 

the recent popularization of dental CBCT, many practitioners now have access to 

CBCT scanners in their clin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mensional accuracy of digital dental models from the CBCT scans of PVS 

impressions and cast sc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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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vinyl siloxane impressions were obtained of 20 patients (Mean age 23.8 

years; Male 5, Female 15). These impressions were scanned by CBCT within an 

hour after impression taking. After that, gypsum was poured into the silicon 

impression material to make a gypsum model by conventional method. A cast 

scan model was constructed by scanning the gypsum model with a model 

scanner. In order to evaluate the teeth and arches in the two models of cast scan 

model and CBCT scan model, mesiodistal width of each tooth, the canine width 

and the intermolar width were measured and the Bolton ratios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The two models were superimposed and the difference was 

measured by 3D analysis. Model calibration was performed twice to verify the 

reproducibility of the model measurements. The paired t 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validity.  

1. The measurement method using the measuring software (Geomagic 

control 2015) in the measurement of the tooth model in the cast scan 

model and the CBCT scan model was reproducible.  

2. The range of mean error was -0.15 ~ 0.13 mm in the mesiodistal width 

of the tooth and 0.03 ~ 0.42 mm in the width analysis. 

3. The difference in the Bolton ratios between the cast model and the 

CBCT scan models was calculated as anterior 0.87, overall ratio 0.72,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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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superimposition difference between the cast scan model and the 

CBCT scan model was measured as mean 56 ㎛ in maxilla, 50 ㎛ in 

mandible and 53 ㎛ in averag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ost measurements between cast scan 

model and CBCT scan digital model, the mesiodistal width difference is smaller 

than 0.15 mm. The model superimposition difference averages at 53 ㎛ which is 

clinically acceptable. Therefore, the digital model produced by the CBCT scan of 

the impression can be utilized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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