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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상악 무치악 모형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임플란트 인상 채득의 정확성 평가 

 

 

<지도교수 김선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서 경 영 

 

다수의 임플란트가 식립된 무치악 환자의 인상채득 과정에서는 많은 

기공과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한다. 최근에 사용되는 구강 스캐너는 이러한 임상 

및 기공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어 유리하지만, 정확성에 있어서는 아직 검증되지 

못 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6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된 상악 무치악 

모형(patient model)에서 구강 스캐너의 임플란트 수준의 인상 정확성을 

평가하고, 기존방식의 인상채득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임플란트 인상 채득에서 

구강 스캐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상악 무치악 모형에 6개의 아나로그(IU, Warantec)가 식립된 환자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아나로그는 각각 #16, 14, 12, 22, 24, 26 위치에 식립하였다. 

제작된 환자 모형을 기준으로 석고 모형을 전통적 인상채득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인상채득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작된 맞춤형 트레이와 인상용 코핑(IU 

impression post pick-up type, Warantec)을 이용하며, 초경석고(Crystal Rock, 

MARUISHI)로 석고 모형을 제작하였다. 디지털 모형은 환자 모형에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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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Tru scanbody – Dentium superline, Truabutment)를 체결한 후 구강 

스캐너(Trios III, 3shape)를 이용하여 스캔하였다. 제작된 환자 모형(patient 

model)과 석고 모형(stone model)은 3차원 측정기(Coordinate measuring 

machine)로 아나로그 고정체의 위치와 축을 좌표공간 상에서 구하였다. 디지털 

모형에서도 같은 좌표계 상에서 Geomagic 소프트웨어를 통해 아나로그의 중심 

좌표와 축을 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나로그 중심 좌표와 변위 및 중심축의 

변위를 구하여, 구강 스캐너와 고무 인상재를 이용한 인상 채득의 정확성을 

비교하였으며, 구강 스캐너 내에서 기준점으로부터 임플란트의 위치에 따른 스캔 

정확성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나로그 중심 좌표와 중심축 모두 전통적인 인상채득 방식에서 

더 정확한 결과가 나왔으며, 기준 아나로그에서 멀어질수록 임플란트 구강 스캔 

정확성은 감소하였다. 무치악 환자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인상 

채득시, 임플란트 사이 무치악 부위의 거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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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무치악 모형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임플란트 인상 채득의 정확성 평가 

 

 

 

<지도교수 김선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서 경 영 

 

 

I. 서론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CAD/CAM 기술의 발달은 보철물 제작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인 인상채득 후 석고 모형에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던 

방식은 구강 스캐너를 사용함으로써 디지털화된 모델 상에 최종 보철물을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트레이 선택의 과정, 

인상재와 석고의 경화 과정 등 많은 임상 및 기공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여러 과정의 단축에 따른 오차의 가능성 또한 줄일 수 있다.1-3 구강 스캐너의 

사용에 따라 임플란트의 인상 채득 과정 또한 기존의 인상코핑과 개인 트레이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스캔바디를 사용하여 임플란트의 위치를 채득하는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악관 관계의 채득 등 환자의 추가적인 내원 

횟수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모형 상에서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과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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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주를 동시에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어 기공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4-7 

전악 무치악 환자에서 다수의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1-piece 형태의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하는 성공적인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8,9 전통적으로 이러한 

전악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complete arch fixed implant-supported 

prostheses)은 금속 지제체와 아크릴릭 레진치아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지르코니아가 대안으로 제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Bidra 등의 

연구에서는 전악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지르코니아 보철물에서 5년 생존률이 

99.3%로 나타났다. 10 이러한 전악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에서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정확한 인상채득이 중요하지만, 구강 스캐너는 스캔바디 체결 

과정에서의 오차, 구강 스캐너의 스캔 방식 및 소프트웨어 자체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인상 채득의 범위, 임플란트 고정체의 개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11-15 

구강 스캐너의 인상 채득 정확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은 많이 발표되었으며, 

계속 진행 중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간단한 단일 치아 수복물의 경우, 높은 

스캔 정확성을 보였으며, 임상적으로 문제 없이 적용 가능하였다.16-21 하지만, 

보철물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무치악 부위가 포함될 경우 구강 스캐너의 

정확성을 영향을 받게 된다. 구강 스캐너의 경우 촬영된 영상이 중첩되면서 스캔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스캔 영역이 길어질수록 중첩 과정에서의 오차가 쌓이게 

되며, 무치악 부위에서는 중첩시의 기준이 되는 해부학적 지표가 없어 정확한 

중첩이 어렵다.22, 23  

무치악 모형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임플란트 인상 채득의 정확성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Papaspyridakos 등은 하악공 전방에 

5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된 무치악 모형에서 인상코핑을 이용한 전통적 인상채득 

방식과 구강 스캐너 (Trios III, 3Shape)를 이용한 방식의 인상 채득 정확성을 

비교하여, 인상 정확성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 하였다.24 Vandeweghe 등은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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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가 식립된 하악 무치악 모형에서 구강 스캐너 (Trios, True Definition, 

Omnicam) 사이의 정확성을 비교하였으며, Trios 와 True Definition 에서 더 

정확한 인상 채득이 가능함을 보였지만, LAVA COS 에서는 임상적으로 허용 

어려운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25 현재 무치악 환자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임플란트 인상 채득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인상 채득 시 스캔 

바디의 위치만을 비교하여 인상 채득의 정확성을 간접적으로만 비교하였을뿐, 

임플란트 고정체 수준에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6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된 상악 무치악 모형에서 구강 스캐너의 

인상채득 정확성을 기존의 전통적 인상 채득 방식과 비교하였다. 공업용 3차원 

측정기(coordinate measuring machine)와 측정 소프트웨어(Geomagic Control 

2015)를 사용하여 측정한 후 3차원 좌표계 상에서 비교함으로써 인상 채득 

정확성을 평가 하였으며, 스캔바디가 아닌 아나로그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원점인 12번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스캔 영역에 따른 구강 

스캐너의 인상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귀무가설은 구강스캐너와 고무 인상재를 

이용한 임플란트 인상 채득의 정확성에는 차이가 없다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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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1. 환자 모형(patient model)의 제작 

 

먼저, 실제 환자 석고 모형을 바탕으로 측정의 기준이 되는 환자 모형(patient 

model)을 제작하였다. 내측 원추형 연결부(internal conical connection)를 갖는 

임플란트 아나로그(IU analog, Warantec)를 각각 상악 제 1 대구치(#16, #26), 

제 1 소구치(#14, #24), 측절치(#12, #22)에 해당하는 위치에 고정하였다. 

아나로그 상부의 위치는 치은 높이에 맞추어 고정하였으며, 아나로그의 장축은 

치조제 단면의 장축과 평행하게 위치시켰다. 이 모형을 인상 채득하여 에폭시 

레진(Poly U rock, Cendres+Metaux)로 환자 모형(patient model)을 

제작하였다.(Fig.1) 공업용 3차원 측정기의 프루브(probe)가 아나로그 축벽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나로그 주변은 실리콘으로 치은을 형성하였으며, 

공업용 3차원 측정기로 측정시에는 실리콘 치은을 제거하고 진행하였다. 제작된 

환자 모형을 기준으로 고무 인상재로 채득한 석고 모형과 구강 스캐너로 스캔한 

디지털 모형을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인상 채득법의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Fig.1- Patient model, Epoxy resin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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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상코핑을 이용한 전통적인 임플란트 인상채득(stone model) 

 

석고 모형의 제작은 통상의 임상 과정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환자모형에 

인상코핑(IU pick-up type impression coping, Warantec)을 연결하고 패턴 

레진을 이용하여 6개의 인상코핑을 견고하게 연결하였다. 이후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을 이용하여 개인 트레이를 만들었다. 구개부를 덮는 형태로 

경구개에서 stop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나로그가 식립된 치조제 

상방에서는 인상코핑의 guide pin이 나올 수 있도록 상방에 구멍을 형성해 

주었다. 인상채득 시에는 인상 코핑을 연결한 패턴 레진의 중합 수축으로 인한 

뒤틀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스크로 자른 후, 다시 연결하는 방식으로 

아나로그 위치의 변형을 최소화하였다. 중등도 흐름성의 실리콘 인상재(Aquasil 

Ultra Monophase, Dentsply)를 사용하여 인상채득 진행하였으며, 인상코핑에 

아나로그 연결 후, 실리콘 치은을 형성하고 치과용 석고(MG Crystal Rock, 

Maruishi)을 사용하여 석고 모형을 제작하였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여 총 

10개의 석고 모형(stone model)을 제작하였다.(Fig.2) 

 

 

Fig.2- Sto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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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디지털 모형(digital model)의 제작 

 

디지털 모형의 제작을 위해 환자 모형에 PEEK(polyether ether ketone)로 

제작된 스캔바디(Tru scanbody, Truabutment)를 연결하였고, 구강 스캐너(Trios 

III, 3Shape)를 이용하여 스캔을 진행하였다. 먼저 스캔은 환자 모형에서 

스캔바디 없이 치조제, 협측, 구개부 순으로 진행하여 악궁 형태를 얻었으며, 

이후 아나로그에 스캔바디를 연결하여 지대주 스캔을 하여 각각의 스캔바디 

이미지를 먼저 채득한 악궁에 중첩시켰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여 스캔바디가 

연결된 스캐너 이미지를 얻었다. 

스캔바디 이미지를 임플란트 아나로그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은 통상 기공과정에 

따라 진행하였다. 스캐너 이미지를 디자인 소프트웨어(exocad DentalCAD, 

exocad)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된 스캔바디 이미지와 스캔된 이미지를 

중첩시킴으로써 임플란트 아나로그 형태로 변환하였다.(Fig.3) 이후 치조제 

부위를 제외한 임플란트 아나로그 이미지만 보이도록 설정하였고, STL(Standard 

Tesselleation language) file 형태로 저장하였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여 

디지털 모형을 얻었다. (Fig.4) 

 

 

Fig.3- Scanbody conversion process with exocad DentalCAD software. 

scanbody to implant an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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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Digital model. scanner image(a), exocad image(b), analogue image only(c) 

 

 

2. 인상 정확성의 평가 

 

얻어진 10개의 석고 모형과 디지털 모형에서 아나로그 상부의 중심(centoids)과 

장축(long axis)이 환자 모형으로부터 변위된 거리와 각을 비교하여 인상 채득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Fig.5) 

 

 
Fig.5- Implant analog centroids & long axis 

 

i12 중심 위치를 원점, i16, i12, i26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XY평면, i12 

중심에서 i16 중심으로 향하는 직선을 X축으로 하는 3차원 좌표계를 설정하였다. 

(Fi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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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Space coordinates for accuracy assessment 

 

주어진 좌표공간 상에서 얻어진 아나로그 중심의 좌표(X,Y,Z) 값을 환자 모형 

값과 비교하여 3차원적인 거리(distance)와 X, Y, Z 방향에서의 3차원적인 선형 

변위(linear displacement)를 측정하였다. 아나로그의 장축은 XY평면, XZ평면에 

투영시킨 후 X축과 이루는 각을 구하여 장축의 변위(angular displacement) 

값을 구하였다. (Fig.7) 

 

distance = √(𝑥2 − 𝑥1)2 + (𝑦2 − 𝑦1)2 + (𝑧2 − 𝑧1)2 

 



- 9 - 

 
Fig.7- Angular displacement (XZ angle) 

 

환자 모형과 석고 모형은 0.7㎛ 정밀도의 공업용 3차원 측정기(CONTURA, 

Zeiss) 이용하여 중심좌표 값과 아나로그 장축이 평면과 이루는 각을 구하였다. 

(Fig.8) 디지털 모형은 아나로그만 나온 이미지를 측정 소프트웨어(Geomagic 

Control 2015, Geiogmagic)를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중심좌표값과 아나로그 

장축이 평면과 이루는 각을 구하였다.  

 

 

Fig.8-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CONTURA, Z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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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준점으로부터 임플란트 위치에 따른 구강 스캐너의 정확성의 

평가는 아나로그 중심이 변위된 거리를 비교하여 스캔 영역에 따른 구강 

스캐너의 정확성도 비교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소프트웨어(IBM SPSS Statistics v22.0, IMB corp)를 이용하였다. 

먼저 석고모형과 디지털 모형에서 얻어진 값에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아나로그 거리의 변위, X, Y, Z 

좌표의 변위, 장축의 변위량을 각각 비교하여 구강 스캐너와 전통적 인상 

채득법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이후 아나로그 디지털 모형의 거리 변위량에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아나로그 위치에 따른 정확성을 비교하였으며, 사후 

분석으로는 Scheffe 분석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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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두 그룹에서 아나로그 중심 위치의 변위량, 중심 좌표의 변위량, 장축의 

변위량의 평균을 구하여 각 방식의 trueness를 평가하였다. 

 

1.1. 아나로그 중심의 거리 변화 (centroids distance displacement) 

Table1. The mean and SD of the centroids distance displacement (㎛) 

 N stone model digital model P value 

#16i  10 61 (18.9) 107.4 (60.2) 0.041 

#14i 10 44.3 (26.6) 136.9 (52.1) <0.001 

#12i 10 0 0 - 

#22i 10 62.3 (34.1) 131.2 (52.0) 0.003 

#24i 10 80.2 (19.4) 225.4 (78.3) <0.001 

#26i 10 108.3 (25.9) 264.9 (90.4) <0.001 

Total 50 59.4 (11.7) 144.3 (39.2) <0.001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 < 0.05 

The P value is from the two sample independent t-test. 

 

전통적인 고무인상재로 인상채득한 석고모형에서의 중심 위치의 변위량은 

59.4㎛이며, 디지털 모형에서의 변위량은 144.3㎛로 나타났다. 아나로그 각각의 

위치에서 구한 중심 위치의 변위량은 모두 유의차가 있었으며, 평균 값을 

비교하였을 때, 석고 모형에서 디지털 모형보다 더 정확한 인상채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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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Graph representing the mean distance displacement at every location and 

tot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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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나로그 중심좌표의 변화 (centroids coordinate displacement) 

Table2. The mean and SD of the X, Y, Z coordinate linear displacement (㎛) 

 N stone model digital model P value 

#16i x 10 61.0 (18.9) 100.3 (72.5) 0.128 

#14i x 10 33.6 (31.4) 54.8 (108.2) 0.559 

#22i x 10 -6.5 (29.3) 52.7 (61.8) 0.014 

#24i x 10 -12.6 (22.0) 71.4 (126.9) 0.068 

#26i x 10 -11.1 (35.4) 169 (152.3) 0.005 

Total X 50 12.9 (17.6) 89.6 (76.5) 0.012 

#14i y 10 -5.7 (12.9) -26.4 (51.4) 0.235 

#22i y 10 49.8 (33.7) 70.2 (60.3) 0.362 

#24i y 10 66.9 (23.6) 128.6 (59.0) 0.007 

#26i y 10 102.4 (25.6) 157.5 (60.5) 0.021 

Total Y 40 53.4 (18.1) 82.5 (30.6) 0.018 

#14i z 10 -7.5 (19.6) 45.8 (52.4) 0.011 

#22i z 10 6.4 (25.0) 66.1 (31.0) <0.001 

#24i z 10 -29.4 (19.2) 121.7 (49.8) <0.001 

Total Z 30 -10.2 (16.1) 77.8 (38.5) <0.001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 < 0.05 

The P value is from the two sample independent t-test. 

 
 

아나로그 중심에서 각각 좌표의 변위량은 석고모형에서 각각 12.9㎛, 53.4㎛, 

-10.2㎛ 였으며, 디지털 모형에서는 89.6㎛, 82.5㎛, 77.8㎛ 로 나타났다. X, Y, 

Z좌표 모두에서 고무인상재로 채득한 석고모형에서 더 정확한 인상채득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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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 Graph representing the mean coordinate displacement at every location and tot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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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나로그 중심축의 각도 변화 (long axis angular displacement) 

Table3. The mean and SD of the angular displacement of analog long axis( ˚) 

 N stone model digital model P value 

#16i XY 10 -7.195 (6.51) 3.106 (6.01) 0.020 

#14i XY 10 0.562 (1.06) 1.890 (2.79) 0.186 

#12i XY 10 0.051 (0.16) -0.409 (0.73) 0.087 

#22i XY 10 0.357 (0.36) 0.394 (0.82) 0.897 

#24i XY 10 0.301 (1.02) -3.361 (3.85) 0.015 

#26i XY 10 4.666 (4.81) -8.450 (8.42) <0.001 

Total XY 60 -0.210 (4.78) -1.138 (5.91) 0.216 

#16i XZ 10 0.527 (0.51) -0.363 (0.40) <0.001 

#14i XZ 10 -0.151 (0.26) -0.508 (0.70) 0.158 

#12i XZ 10 -0.272 (0.10) 0.316 (0.38) <0.001 

#22i XZ 10 -0.462 (0.69) 0.117 (0.46) 0.042 

#24i XZ 10 -0.205 (0.32) -0.924 (1.48) 0.343 

#26i XZ 10 0.250 (0.20) -0.779 (0.39) <0.001 

Total XZ 60 -0.052 (0.51) -0.356 (0.68) 0.002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 < 0.05 

The P value is from the two sample independent t-test. 

 

아나로그의 중심축의 방향을 X축을 기준으로 Y방향으로 변위되는 각과 

Z방향으로 변위되는 각을 구하여 각의 변위량을 평가하였다. Y방향으로 각의 

변위량은 석고모형에서 -0.210˚, 디지털 모형에서 -1.138˚를 보였고, Z방향으로 

각의 변위량은 석고모형에서 -0.052˚, 디지털 모형에서 -0.356˚를 보였다. 각의 

변위량은 Z방향에서만 통게적 유의차를 보였고, Y방향으로의 변위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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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Graph representing the mean long axis angular displacement at every location and tot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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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모형에서 아나로그 위치에 따른 중심 거리 변화 (centroids distance 

displacement by location) 

Table4. Mean distance displacement in digital model (mean (SD)) 

Variables #16 #14 #22 #24 #26 F ration P value 

distance 0.107 a  

(0.06) 

0.137 a, b 

(0.052) 

0.131 a, b 

(0.052) 

0.225 b, c 

(0.078) 

0.265 c 

(0.09) 

9.925  <0.001 

For post-hoc comparison Scheffe test was used 

One way ANOVA tes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 <0.001).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 < 0.05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디지털 모형에서 아나로그 위치에 따른 인상 정확성은 

차이가 있었다. Scheffe 분석 결과 #16 아나로그는 반대측 악궁에 해당하는 

#24, 26 아나로그와 중심 거리 변위량에 유의차를 보였으며, #14, #22 

아나로그도 가장 많은 변위량을 보인 #26 아나로그와는 유의차를 나타내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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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Graph representing the mean distance displacement at every location in 

digi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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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에서 적합성은 보철물의 예후를 위하여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인상 채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CAD/CAM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구강 스캐너의 정확성은 향상되었지만, 아직 전악에 걸친 

보철물이나 무치악 환자에서 정확한 인상 채득은 어려움이 있다. 

다수의 임플란트가 식립된 무치악 모형에서 정확성을 스캐너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실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다. 무치악 하악 모형에서 5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구강 스캐너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던 Amin등의 연구에서는 

Omnicam(cerec)에서 46.41㎛, True definition(3M)에서 19.32㎛의 중심 

위치의 변위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무 인상재를 이용한 기존의 임플란트 

인상 채득법과 비교하였으며, 구강 스캐너에서 더 정확한 인상 채득 결과가 

나왔다.26 Gimenez-Gonzalez의 연구에서는 상악 무치악 모형에서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스캔 바디 사이 거리 변화를 통하여 구강 스캐너의 인상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인 5.38㎛에서  -

26.97㎛ 정도의 오차만 발생하였다. 23 

이번 연구에서는 위의 결과에 반하여 중심 위치의 변위량, 중심 좌표의 변위량, 

중심축이 변위되는 각도 모두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인상 채득에서 더 큰 오차를 

보였다. 오차량 또한 디지털 모형에서는 거리 변위량이 #26에서는 264.9㎛로 

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값이었다. 이러한 정확성의 차이는 

아나로그 사이 무치악 부위 거리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Amin등의 연구에서는 

하악공 사이에 위치한 5개의 임플란트에서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캔 바디 사이의 거리가 매우 좁았다. 상악에서 진행된 Gimenez-Gonzalez의 

연구에서도 #26과 #24 임플란트 사이 무치악부 거리가 13mm 였으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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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26과 #24 임플란트 사이 거리가 #18.5mm로 무치악부 거리가 

길어 더 부정확한 인상 채득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 스캐너는 처음에 찍은 이미지를 기준으로 다음 촬영되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중첩하며 스캔 이미지를 완성시킨다.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악 스캔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22,23,27 특히 무치악 환자에서는 치아가 없으므로 이미지를 중첩하기 위한 

해부학적 지표가 부족하여 스캔 이미지의 정확성은 스캔 바디 사이의 거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임플란트 인상채득 연구들에서는 스캔 바디 

이미지 상에서 임플란트 인상 채득의 정확성을 간접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임플란트의 위치를 임플란트 아나로그로 변환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하였다. 통상적으로 스캔 바디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상에서 기존 라이브러리 

이미지와 중첩되며 임플란트 아나로그 이미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중첩 및 변환 과정에서의 오차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차가 더욱 누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디지털 모형에서 임플란트 아나로그 위치에 따라서도 

아나로그 중심의 변위량에 차이가 나타났다. 원점으로 설정했던 #12번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반대측 악궁에서 아나로그 중심의 변위량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번 임플란트와 인접한 #14, 22번 임플란트의 아나로그 

중심에서는 변위량이 136.9㎛, 131.2㎛가 나탔으며, 같은 악궁에 해당하는 

#16번 임플란트에서도 아나로그 중심의 변위량이 107.4㎛로 #24, 26번 

임플란트와 비교하여 유의차 있게 작은 값을 보였다. 이는 마찬가지로, 스캔 

이미지들의 중첩 과정되며 나타나는 오차가 원인이며, 스캔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러한 오차는 누적되며 부정확한 이미지가 얻어진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악궁에 따라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악궁과 반대측 악궁에서 인상 정확성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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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스캐너가 전방부에서 회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오차가 커진다고 

하였다. 22,23,27,28 

이번 연구에서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임플란트 인상 채득에서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오차는 무치악 모형이 아닌 환자 구강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더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구강 내에서 스캐너 헤드의 제한된 

움직임과 타액, 가동성 있는 연조직 등으로 스캔 이미지의 오차는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9  구강 스캐너의 정확성은 스캐너의 종류, 

사용되는 스캔 바디, 채득하는 술자의 숙련도, 임픞란트 사이 무치악부 거리, 

스캔이 이루어지는 악궁의 범위 등 많은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30,31,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식에서도 연구들 사이 표준화된 방식이 없어 

비교가 어려웠다. 따라서 무치악 환자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임플란트 인상 

채득은 아직 신뢰하기 어려우며, 구강 내 상황과 여러 요소들 사이 인상 

정확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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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임플란트 아나로그가 식립된 상악 무치악 모형에서 구강 

스캐너와 고무 인상재를 이용한 인상 채득 방식의 정확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무치악 모형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준의 인상 채득은 

고무 인상재를 이용한 인상 채득보다 부정확하다. 

 

2. 무치악 모형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임플란트 인상채득의 정확성은 

기준점으로부터 임플란트 위치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정확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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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implant impression accuracy 

using an intraoral scanner 

vs. conventional impressi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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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test digital full-arch implant impressions with intraoral 

scanner have the same accuracy as conventional ones. 

Materials and methods:  A epoxy resin model fitted with 6 implants(i16, i14, 

i12, i22, i24, i26) was fabricated to serve as reference(patient model). 

Digital impressions were taken with an intraoral scanner(Trios III, 3Shape) 

and polymer scan body(digital model, n=10). For conventional siloxane 

impressions, splinted technique and individual tray were used for implant 

level impressions(stone model, n=10). Patient model and stone model was 

measured with an coordinate measuring machine(CONTURA, Zeiss), and 

digital model were measured with 3D inspection software(Geomag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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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Using patient model as a reference, linear and angular measurements 

were compar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via two-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test. 

Results Mean linear displacements were 59.4㎛ for stone model, 144.3㎛ for 

digital model. Mean angular displacements were -0.210˚, -0.052˚(XY 

angle, XZ angle) for stone model, -1.138˚, -0.356˚(XY angle, XZ angle) 

for digital model.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between digital model and stone model (P<0.001). 

Conclussion  Based on the finding of this in vitro study, the accuracy of 

conventional full-arch implant impressions was greater than the digital 

impression with Trios III intra oral scanner. 

 

 

 

 

 

 

 

 

 

 

 

Key words: digital impression, conventional impression, accuracy, intraoral 

scan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