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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 

구강스캐너를 이용해 제작한 디지털모형을 가상 마운팅할 시 구강스캐너의 종류와 교합 스  , 

캔 위치에 따른 차원적으로 발생하는 마운팅 오차를 비교하는 것이다3 .

재료 및 방법 : 

모형제작용 에폭시레진을 이용하여 하악 좌측 제 대구치가 상실된 상하악 유치악 모형을 제  1 

작하였다 이후 치근단 부위와 치근단 부위에 소재의 정육각형 를. #16,26 #36 PEEK cube , #17, 

치근단 부위와 치근단 부위에 15, 13, 11, 23, 25, 27 #37, 35, 33, 41, 43, 45, 47 zirconia 

소재의 을 부착하였다 디지털 모형은 작업 모형을 종의 구강스캐너ball . 2 (trios3, primescan)

로 스캔하여 제작하였고 가지 다른 부위의 교합 스캔 전치부 양측 구치부 을 이용하여 상하, 2 ( , )

악 모형을 가상 마운팅하였고 각 당 회씩 반복하였다 작업 모형의 측정은 차원 측, group 15 . 3

정기 를 이용하여 상하악에 부착된 과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zirconia ball PEEK cube

의 위치를 좌표공간 상에서 구하였다 디지털 모형에서도 같은 좌표계 상에서 소프트. Geo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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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를 통해 상하악에 부착된 과 의 위치를 좌표공간 상에서 구하였다zirconia ball PEEK cube . 

이를 통하여 중심점과 꼭지점의 변위 및 상응하는 중zirconia ball PEEK cube zirconia ball 

심점 간의 거리의 오차를 구하여 각 구강 스캐너와 교합 스캔 위치에 따른 가상 마운팅의 정확

성을 비교하였다.      

결과 :

하악 의 중심점은 에 비해 에서 더 적은 변위를 보였다  zirconia ball trios3 primescan (p 

상하악 의 중심점 간 거리의 왜곡은 전치부 교합 스캔과 양측 구치부 교<0.05). zirconia ball

합 스캔을 이용하여 가상 마운팅한 경우에서 모두 에서 에 비해 더 적은 변위trios3 primescan

를 보였다 상악 의 중심점과 의 꼭지점의 변위는 두 구강스(p <0.05). zirconia ball PEEK cube

캐너에서 모두 교합 스캔 위치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거의 모든 , 

점에서 이 에 비해 더 적은 변위를 보였다primescan trios3 (p <0.05).

결론 :

에서 에 비해서 전악 스캔 시 더 적은 변위를 보였다 와 에  Primescan trios3 . Trios3 primescan

서 모두 양측 구치부 교합 스캔을 이용하여 상하악을 가상 마운팅 하는 방법이 전치부 교합 스

캔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더 적은 상하악간 거리의 오차를 보였다 에서 에 비. Trios3 primescan

해 가상 마운팅 시 전치부 교합 스캔을 이용한 방법과 양측 구치부 교합 스캔을 이용한 방법에

서 모두 더 적은 상하악간 거리의 오차를 보였다 상악 모델에 위치한 의 중심점. zirconia ball

과 의 꼭지점 좌표의 변위는 전치부 교합 스캔와 양측 구치부 교합 스캔을 이용하여 가상 cube

마운팅을 시행한 경우 모두 을 제외한 모든 점들에서 에 비해 에서 더 적은 U1 trios3 primescan

변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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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김선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차  철  호

서론. Ⅰ

정확한 인상 채득과 더불어 정확한 악간관계 채득은 보철 치료의 여러 단계 중 매우 중요한   ,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환자의 구강 상태를 교합기로 복제해 옮길 수 있고 마. , 

운팅된 캐스트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보철물의 형태 계획 및 제작이 가능해진다 정확한 작업모. 

형을 제작하였다 할지라도 마운팅 과정 중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제작된 최종 보철물을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할 때 교합오차를 초래하게 되고 임상가는 이 오차를 구강 내 구강 외에서 조, , 

정해야만 한다 오차의 양이 작은 경우 간단한 조절로 마무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오차가 클 . , 

경우 보철물의 재제작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는 환자의 내원 횟수 및 기공 과정의 비용과 , 

노력의 증가를 초래한다.1,2

최근 구강스캐너 또는 탁상형 스캐너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차원적 디지털 모형을 제  CAD 3

작하여 이 모형 상에서 보철물을 디자인하고 최종적으로 디자인된 보철물을 이나 , milling 3D 

을 통해 제작하는 방식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이 방법에서는 prin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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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재료와 교합인기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구강스캐너를 통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방tray, 

식으로 구내를 스캔하고 이를 처리하여 가상 모형을 제작한 후 교합 스캔이라는 과정을 통해 , 

디지털모형을 마운팅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인상체의 수축 및 변형 주모형의 팽창과 마운팅 . , 

플라스터의 팽창과 같은 전통적인 보철물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물성 및 수조작 등에

서 생기는 오차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다.3-5 또한 등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구강 스 Joda 

캐너를 이용하여 인상채득하는 경우 폴리이써를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의 인상채득에 비해 환자

들의 불편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6 

최근 구강스캐너를 통한 전악 인상채득의 정확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지만 현재까지  

는 디지털 전악 인상채득은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등에 따르면 전악스캔 시 디지털 인상채득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Ender 

져 제한된 적응증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7 하지만 그 이후 최근 연구에서는 여전히  

구강스캐너에 있어 전악 스캔은 도전적인 영역이지만 몇 가지의 구강스캐너는 전악스캔에 적합

한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8 또 에 따르면 최신 스캐너인 와  Schmidt Trios4

을 통한 전악 스캔에서는 스캔 시작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졌지Primescan

만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9   

구강스캐너로 인해 채득된 상하악 가상모형은 각 프로그램이 가진 을  CAD best-fit algorithm

통한 교합 스캔과의 중첩을 통해 가상 마운팅된다 가상 마운팅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는 마운팅에 사용된 교합 스캔의 크기 위치 개수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 , , CAD best-fit 

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algorithm .10 등에 따르면 양측 측면부의 교합 스캔을  Solaberrieta 

이용하여 가상 마운팅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시중의 대부분의 구강스캐너 제, 

조사에 이 방법을 이용하여 가상 마운팅할 것을 권하고 있다.11 등에 따르면 단일의 교 Edher 

합 스캔을 이용하여 가상 마운팅하는 경우에는 전치부 견치에서 견치 교합 스캔을 이용하는 ( ) 

것이 좌측 또는 우측 구치부의 교합 스캔을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더 정확하다고 하였다.12 하 

지만 단일의 교합 스캔을 이용하여 가상 마운팅하는 경우 교합 스캔을 채득한 부위로의 기울어

짐 이 발생하여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교합 스캔이 필요하다고 하였(tilting effect)

다.13 의 연구에 따르면 교합 스캔을 이용하여 가상 마운팅을 하는 경우 임상적으로  Abdulateef

허용가능한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며 같은 부위에서 교합 스캔하여 가상 마운팅하는 경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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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복재현성을 보인다고 하였다.14 

현재까지 디지털 모형을 교합 스캔을 이용해 가상 마운팅 하는 경우 생기는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가상 마운팅 시 생기는 모형의 차원적인 변위에 대한 해석은 3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악과 하악 모형에 기하학적인 형태를 추가로 부여하여 . 

가지 종류의 구강스캐너를 이용해 제작한 디지털모형을 전치부와 양측 구치부 교합 스캔을 이2

용하여 각각 가상 마운팅한 후 차원적으로 발생하는 마운팅 오차를 비교하고자 한다 귀무가3 . 

설은 디지털 스캔 후 가상 마운팅을 할 경우 가지 구강스캐너와 교합 스캔의 위치에 따른 정2

확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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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Ⅱ

작업 모형 제작1. 

상하악 유치악 모형 에서 하악 좌측 제 대구치만을 제거한 후   (D85DP-500B.1, Nissin Dental) 1 

잔존치조제 부분을 왁스 로 채우고 고점주도 및 저점(Pinnacle Modeling Wax, Denstply Sirona)

주도 치과용 실리콘 인상재 와 기성(Aquasil Easy Mix Putty, Aquasil XLV, Dentsply Sirona)

트레이 를 이용하여 인상을 채득하였다 인상체내에 (Coe Metal Impression Tray, GC America) . 

모형제작용 에폭시레진 을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혼합하여 흘려넣(Polyurock, Cendres Métaux)

은 후 시간 후에 인상체에서 제거하여 하악 좌측 제 대구치가 상실된 상하악 작업모형을 제24 1 

작하였다. 

제작된 상하악 작업모형을 최대감합위로 위치시킨 후 반조절성 교합기 에   (PROTARevo, Kavo)

평균수치를 이용해 마운팅 한 후 교합조정을 통해 좌우측 모두 제 소구치에서 제 대구치까지 1 2 

최대교합접촉을 형성하였다 마운팅 과정 중 모형의 변위정도를 계측하는 참고점 형성을 위해. 

서 하악 작업모형의 좌측 제 대구치의 치근단 위치 상악 작업모형의 좌우측 제 대구치의 치1 , 1 

근단 위치에 소재로 제작된 크기의 정육각형 를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PEEK 10*10*10mm cube

진 을 이용해 고정하였다 개의 지름이 인 (Pattern Resin LS, GC America) . 14 5mm zirconia 

을 각각 상악 모델의 우측 제 대구치 치근단부 우측 제ball(Zirconia ball, BNB INT.) 2 (#17), 2 

소구치 치근단부 우측 견치 치근단부 우측 중절치 치근단부 좌측 견치 치근(#15), (#13), (#11), 

단부 좌측 제 소구치 치근단부 좌측 제 대구치 치근단부 하악 모델의 우(#23), 2 (#25), 2 (#27), 

측 제 대구치 치근단부 우측 제 소구치 치근단부 우측 견치 치근단부 우2 (#47), 2 (#45), (#43), 

측 중절치 치근단부 좌측 견치 치근단부 좌측 제 소구치 치근단부 좌측 제(#41), (#33), 2 (#35), 

대구치 치근단부 에 레진 시멘트 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2 (#37) (RelyX Unicem 2, 3M Espe)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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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st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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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모형의 제작과 가상 마운팅 2. 

마운팅 된 작업모형을 가지 종류의 구강스캐너  2 (Trios3, 3Shape; CEREC Primescan, Dentsply 

를 이용하여 각 제조사가 권유하는 스캔방법에 따라 상악과 하악 를 스캔Sirona) complete arch

하였다 이후 전치부 교합 스캔 을 채득하여 이를 이용해 제작된 상악과 하악모.(Fig. 2, 3) (A)

형을 가상 마운팅하였다 위의 과정을 각 구강스캐너를 이용하여 회 반복하였다 각 구강 스. 15 . 

캐너를 이용하여 상악모형과 하악모형의 를 스캔하고 양측 구치부 교합 스캔complete arch , (P)

을 채득해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상악과 하악모형을 가상 마운팅하였다 위 과정을 회 반복. 15

하여 개의 총 쌍의 가상 마운팅된 모형을 제작하였다 교합 스4 group(TrA, TrP, PrA, PrP), 60 . 

캔 시에는 치근단 측의 및 은 스캔이 되지 않도록 하여 치아 부분만PEEK block zirconia ball

을 이용해 가상 마운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스캐너로부터 얻어진 스캔 데이터를 . Cerec 

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software(version 5.2) 3Shape Dental System(Version 21.3) Standard 

로 추출하였다Tessellation Language (STL) file .

Figure 2. Scan strategy of trios3. 

Figure 3. Scan strategy of prime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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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모형의 측정3.  

작업 모형의 측정을 위하여 차원 측정기  3 (CMM; computerized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를 이용하였는데 제조사에서 발표한 이 은 는 이다 작업 모Contura, Zeiss) CMM accuracy 1.8µm . 

형의 상악과 하악 의 노출된 각 개의 면을 번의 를 통해 측정하였고 상PEEK cube 4 4 probe hits , 

하악의 개의 의 중심점을 구하기위해 각 번의 를 통하여 측정하였14 zirconia ball 8 probe hits

다 그 후 기하학 응용 소프트웨어 을 통해 각 의 노출된 꼭지점과 . (Calypso, Zeiss) cube

의 중심점을 정의하였다zirconia ball (Fig. 4). 

Figure 4. Measurement of the master model using a 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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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악 모형의 좌측 제 대구치 치근단에 위치한 의 전방 꼭지점을 측정하기 위  1 PEEK cube

하여 이를 구성하는 의 세 면을 정의하였다 의 전방 꼭지점은 이의 교점을 이용cube . PEEK cube

하여 정의하고 이 점을 차원 좌표계의 원점 으로 협측을 바라보는 평면을 으, 3 (0,0,0) , ZX plane

로 하는 차원 좌표계를 형성하였다3 (Fig. 5). 

Figure 5. Three-dimensional coordinate system in the current study.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악에 위치한 두 개의 의 전방 꼭지점을 앞서 측정한 것과 동  PEEK cube

일한 방법으로 의 세 면의 교점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차원적 좌표 를 계산하였다cube 3 (x,y,z) . 

상악 좌측 의 전방 꼭지점을 cube C1M 상악 우측 의 전방 꼭지점, cube 을 C2M으로 명명하였다. 

측정된 중심점 역시 해당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원적 좌표 를 계산하zirconia ball 3 (x,y,z)

였다 상악 좌측 제 대구치 부위에 위치한 의 중심부터 상악 우측 제 대구치 . 2 zirconia ball 2 

부위에 위치한 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차례로 zirconia ball U1M-U7M이라 하였고 하악 좌측 , 

제 대구치 부위에 위치한 의 중심부터 하악 우측 제 대구치 부위에 위치한 2 zirconia ball 2 

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차례로 zirconia ball L1M-L7M이라 하였다 이후 상악과 하악에 서로 . 

상응하는 간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이를 차례로 zirconia ball , D1M-D7M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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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모형의 측정4. 

가상 모형의 정밀도 측정에는 차원 디지털 검사 소프트웨어  3 (Geomagic Control X, 3D 

를 이용하여 작업모형의 측정에서 사용한 좌표계와 동일한 좌표계를 설정하였다 환자systems) . 

모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상악 좌측 의 꼭지점cube (C1V 상악 우측 의 꼭지점), cube (C2V), 

상악 의 중심점zirconia ball (U1V-U7V 하악 의 중심점), zirconia ball (L1V-L7V 를 정의하였고 )

상악과 하악에 상응하는 의 중심점 간의 거리zirconia ball (D1V-D7V 를 측정하였다) (Fig. 6).

Figure 6. Three-dimensional coordinate measurement of the digital model 

using intraoral scanners

가상 모형 제작 시 왜곡 값5. 

작업 모형과의 비교를 통하여 가상 모형의 하악에 위치한 의 중심점 좌표 변위  zirconia ball

를 계산하였고 축에서의 변위를 , x dXL1, dXL2, dXL3, dXL4, dXL5, dXL6, dXL7, 축에서의 변위를 y

dYL1, dYL2, dYL3, dYL4, dYL5, dYL6, dYL7 축에서의 변위를 , z dZL1, dZL2, dZL3, dZL4, dZL5, dZL6, 

dZL7이라 표기하였다.



- 10 -

가상 마운팅 시의 왜곡 값6. 

작업 모형과의 비교를 통하여 가상 모형에서 상악 좌측 의 꼭지점의 좌표의 변위를 계산  cube

하였고 축에서의 변위를 , x dXC1, 축에서의 변위를 y dYC1 축에서의 변위를 , z dZC1이라 하였다 상. 

악 우측 의 꼭지점의 좌표의 변위는 cube dXC2, dYC2, dZC2이라 하였다 가상 모형에서 상악에 위. 

치한 의 중심점 좌표 변위를 계산하였다 축에서의 변위를 zirconia ball . x dXU1, dXU2, dXU3, 

dXU4, dXU5, dXU6, dXU7, 축에서의 변위를 y dYU1, dYU2, dYU3, dYU4, dYU5, dYU6, dYU7 축에서의 변, z

위를 dZU1, dZU2, dZU3, dZU4, dZU5, dZU6, dZU7이라 표기하였다.

작업 모형과 가상 모형에서 상하악간 상응하는 중심점 간의 거리의 차이는 각  zirconia ball 

각 으로 표기하였다dD1-dD7 .

통계처리 7. 

 

작업모형에서 을 이용하여 계측한 하악 에 대한 상악 의 꼭지점의 좌  CMM PEEK cube PEEK cube

표 상하악의 중심점의 좌표 및 상응하는 간의 거리와 비교하여 , zirconia ball zirconia ball 

가지의 구강스캐너를 이용해 제작한 가상모형을 디지털 검사 소프트웨어를 trios3, primescan 2

이용해 계측한 하악 에 대한 상악 의 꼭지점의 좌표 상하악의 PEEK cube PEEK cube , zirconia 

중심점의 좌표 및 상응하는 간의 거리의 오차를 통계소프트웨어ball zirconia ball (SPSS 22,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스캐너의 종류에 따른 하악 의 중심점의 IBM SPSS, USA) . zirconia ball

좌표 변위를 를 시행하여 전악스캔 시 편악에서 생기는 왜곡을 분석하였Mann-Whitney U test

다 스캐너의 종류와 교합 스캔 위치에 따른 상악 의 꼭지점의 좌표 변위 상악 . PEEK cube , 

의 중심점의 좌표 변위 상하악간 상응하는 의 중심점의 거리는 zirconia ball , zirconia ball

를 시행하여 악간에 생기는 왜곡을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으로 Kruskal-Wallis test , Bonferroni 

를 시행하였다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였다correction method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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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Ⅲ

하악 의 중심점 변위1. zirconia ball

하악 의 중심점은 에서 모두 에 비해서 에서 더 적은 변  zirconia ball L1-L7 trios3 primescan

위를 보였으며, dYL1,dZL1,dYL2,dYL3를 제외한 모든 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와 에서 모두 를 제외하고 스캔 시작점인 하악 좌측 제 대구치에서 멀어Trios3 primescan L1-L2 2 

질수록 더 큰 변위를 보였다 가장 적은 변위를 보인 는 에서 좌표에서 각각 . L2 trios3 X,Y,Z 

의 변위를 에서 5.2±14.7µm, -14.9±16.9µm, -9.6±13.4µm , primescan 0.6±6.7µm, –

의 변위를 보였다 가장 큰 변위를 보인 은 에서 좌표-10.5±7.5µm, 9.9±6.2µm . L7 trios3 X,Y,Z 

에서 각각 의 변위를 에서 380.6±250.0µm, -127.1±106.2µm, -168.6±201.1µm , primescan –

의 변위를 보였다115.9±123.2µm, 20.9±52.9µm, 62.5±92.1µ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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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os3 Primescan p value

dXL1 9.1±23.9 -8.7±16.2 0.003

dYL1 -33.3±42.1 -15.8±11.6 0.636

dZL1 2.0±27.8 10.7±7.6 0.077

dXL2 5.2±14.7 -0.6±6.7 0.009

dYL2 -14.9±16.9 -10.5±7.5 0.191

dZL2 -9.6±13.4 9.9±6.2 <0.001

dXL3 -30.7±42.2 -8.0±29.0 0.025

dYL3 -20.3±45.7 -14.4±21.8 0.813

dZL3 -54.6±44.3 23.1±17.8 <0.001

dXL4 -50.0±43.1 -22.9±61.2 <0.001

dYL4 64.1±50.0 -23.4±32.6 <0.001

dZL4 -12.3±75.4 35.6±33.9 <0.001

dXL5 80.5±87.9 -54.5±85.8 <0.001

dYL5 117.1±74.2 -21.3±36.9 <0.001

dZL5 148.6±116.0 64.8±60.1 <0.001

dXL6 223.9±152.6 -73.1±107.4 <0.001

dYL6 27.1±50.9 -23.9±31.4 <0.001

dZL6 -162.6±133.2 63.3±72.7 <0.001

dXL7 380.6±250.0 -115.9±123.2 <0.001

dYL7 -127.1±106.2 20.9±52.9 <0.001

dZL7 -168.6±201.1 62.5±92.1 <0.001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µm) of L1-L7 X,Y,Z coordinate linea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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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isualization of L1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Figure 8. Visualization of L2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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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Visualization of L3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Figure 10. Visualization of L4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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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Visualization of L5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Figure 12. Visualization of L6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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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Visualization of L7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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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악 의 중심점 간 거리의 왜곡2. zirconia ball

상하악 의 중심점 간 거리는 에서 모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  zirconia ball dD1-dD7 group 

다 에서 는 으로 나타났고 를 중심으로 과 으로 갈수록 . TrA group dD4 75.5±26.7µm , dD4 dD1 dD7

점점 음의 값을 나타내어 은 은 으로 나타났다dD1 86.5±231.1µm, dD7 69.5±292.7µm . TrP – –

에서 는 으로 나타났고 를 중심으로 과 으로 갈수록 점점 음의 group dD4 40.1±54.6µm , dD4 dD1 dD7

값을 나타내어 은 은 으로 나타났다 에서 모두 dD1 -32.9±72.5µm, dD7 19.4±59.2µm . dD1-dD7–

에서 에 비해 더 작은 왜곡이 일어났지만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TrP group TrA group dD1

보였다 에서 는 으로 나타났고 를 중심으로 과 으로 갈. PrA group dD4 -31.1±30.3µm , dD4 dD1 dD7

수록 점점 큰 음의 값을 나타내어 은 은 으로 나타났다dD1 -211.3±99.9µm, dD7 186.2±71.1µm . –

에서는 가 으로 나타났고 를 중심으로 과 으로 갈수록 점PrP group dD5 -21.8±38.2µm , dD5 dD1 dD7

점 큰 음의 값을 나타내어 은 은 으로 나타났다 전치부에 dD1 -87.3±26.6µm, dD7 41.2±24.2µm . –

위치한 상하악 간의 거리 차이의 왜곡인 는 과 zirconia ball dD3, dD4, dD5 PrA group PrP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지 않았지만 구치부에 위치한 간의 group , zirconia ball 

거리 차이의 왜곡인 은 에서 통계적으로 더 작은 왜곡을 보였다dD1, dD2, dD6, dD7 PrP group . 

TrA TrP PrA PrP p value

dD1 -86.5±231.1a -32.9±72.5b -211.3±99.9c -87.3±26.6a <0.001

dD2 -12.2±75.1a 2.7±53.1a -100.8±37.3b -54.6±32.0c <0.001

dD3 46.8±41.0a 38.6±67.0a -70.1±24.3b -55.0±27.1b <0.001

dD4 75.5±26.7a 40.1±54.6a -31.1±30.3b -44.9±30.0b <0.001

dD5 39.8±55.3a -2.3±50.3a,b -35.2±33.5b -21.8±38.2b <0.001

dD6 19.6±144.5a -19.0±85.4a -89.2±29.7b -27.6±30.7a <0.001

dD7 -69.5±292.7a,b -19.4±59.2a -186.2±71.1b -41.2±24.2a <0.001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µm) of D1-D7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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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의 중심점 변위3. zirconia ball

상악 의 중심점은   zirconia ball U1-U7 dXU1,dXU4를 제외한 모든 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사후검정에서 과 사이에서 모든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 TrA group TrP group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과 사이에서도 모든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PrA group PrP group 

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에서 가장 큰 변위를 보인 것은 점이었다 가장 적은 변위. group U7 . 

를 보인 점은 에서는 에서는 에서는 에서는 TrA group U2, TrP group U1, PrA group U5, PrP group

로 모든 에서 다르게 나타났다U4 group .

TrA TrP PrA PrP p value

dXU1 -13.0±111.5 13.9±72.5 7.2±60.0 -11.8±23.1 0.568

dYU1 160.9±150.6a 22.5±159.5a,b 8.9±74.5a,b -12.2±54.0b 0.005

dZU1 -84.4±230.0a,b -16.2±65.4a -204.6±97.9b -75.8±26.9a,b <0.001

dXU2 -42.6±97.2a -39.6±60.2a 39.6±53.2b 8.8±21.4a,b 0.003

dYU2 156.4±89.7a 24.0±108.7b 20.4±55.7b 4.6±38.5b <0.001

dZU2 -12.9±71.0a -4.3±57.2a -90.2±36.8b -44.4±33.7a,b <0.001

dXU3 -63.4±104.3a -63.7±64.3a 43.3±49.0b 0.9±21.4a,b <0.001

dYU3 169.5±86.5a 31.9±120.4b 6.8±52.3b -9.4±47.6b <0.001

dZU3 13.0±41.3a 2.7±61.8a -47.9±31.7b -36.8±37.2a,b 0.001

dXU4 -14.6±114.1 -10.7±102.9 42.2±45.9 -0.7±54.4 0.115

dYU4 227.7±110.2a 139.1±139.7a -21.0±54.1b -28.5±75.6b <0.001

dZU4 -55.8±101.0a,b -79.8±78.1a 6.7±69.0b -4.7±41.3a,b 0.018

dXU5 42.2±183.9a,b 100.3±126.8a -11.8±59.2a,b -57.1±78.8b 0.006

dYU5 271.7±121.4a 204.2±131.7a -9.6±52.3b -18.7±83.8b <0.001

dZU5 -152.9±123.4a -124.7±124.1a 22.3±104.1b 45.4±59.3b <0.001

dXU6 50.2±325.0a,b 210.0±130.4a -11.9±73.6b -54.5±99.2b <0.001

dYU6 331.2±345.5a 153.2±145.3a -26.9±45.4b -28.0±71.6b <0.001

dZU6 -217.9±141.5a -143.3±153.7a,b -26.6±115.3b,c 38.6±66.1c <0.001

dXU7 192.7±312.9a,b 362.1±70.3a -71.8±93.9b,c -110.9±128.2c <0.001

dYU7 165.7±149.7a 70.3±177.6a,b 23.5±59.4b 40.7±54.5b 0.005

dZU7 -325.2±223.9a -143.5±202.9a,b -133.1±127.8a,b 16.5±77.9b <0.001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µm) of U1-U7 X,Y,Z coordinate linea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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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Visualization of U1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Figure 15. Visualization of U2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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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Visualization of U3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Figure 17. Visualization of U4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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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Visualization of U5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Figure 19. Visualization of U6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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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Visualization of U7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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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의 꼭지점 변위4. cube

상악 의 꼭지점 변위는 모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은   cube group . C1 TrA 

에서 가장 큰 변위를 보였고 에서 가장 작은 변위를 보였다 는 에서 가group , PrP . C2 TrP group

장 큰 변위를 보였고 에서 가장 작은 변위를 보였다, PrA group . 

TrA TrP PrA PrP p value

dXC1 -36.9±92.3a -20.8±47.0a 25.3±49.2b 1.5±20.9a,b 0.042

dYC1 173.2±101.7a 71.6±110.3b 36.0±54.2b 19.4±43.3b <0.001

dZC1 10.7±121.1a,b 58.2±58.6b -116.3±59.6c -54.6±33.3a,c <0.001

dXC2 170.7±262.9a,b 320.5±145.1a -38.1±86.4b,c -103.2±141.4c <0.001

dYC2 173.8±102.8a 86.0±128.8a,b -38.7±44.9c -36.0±65.4b,c <0.001

dZC2 -256.3±148.5a -122.4±188.0a,b -51.3±126.5b,c 37.5±73.9c <0.001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µm) of C1, C2 X,Y,Z coordinate linea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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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Visualization of C1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Figure 22. Visualization of C2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displacement(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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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Ⅳ

본 연구에서는 가지 다른 구강스캐너를 이용하여 디지털 스캔 후 가지 다른 교합 스캔을   2 2

이용한 가상 마운팅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상하악 모형에 위치한 기하학적 형태의 변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악 디지털 스캔 과정과 가상 마운팅 과정에서 각 구강스캐너와 교합 스. 

캔의 위치에 따른 정확도의 차이가 발견되었기에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서로 다른 두 구강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악 스캔하는 경우 생기는 오차는 하악에   

위치한 의 좌표 왜곡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전악 스캔 시 이 에 zirconia ball . primescan trios3

비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에서 의 좌표의 변위는 . Trios3 L5 X,Y,Z 80.5±87.9µm, 

의 좌표의 변위는 117.1±74.2µm, 148.6±116.0µm, L6 X,Y,Z 223.9±152.6µm, 27.1±50.9µm, 

의 좌표의 변위는 -162.6±133.2µm, L7 X,Y,Z 380.6±250.0µm, -127.1±106.2µm, 

로 나타나 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 오차를 보였다 와 -168.6±201.1µm . Trios3

에서 모두 에서 으로 갈수록 더 큰 좌표의 왜곡을 보였는데 이는 좌측 제 대구primescan L1 L7 2 

치 교합면에서부터 스캔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스캔 시작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오차가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상하악 모형을 가상 마운팅했을 때 생기는 오차는 상하악 간의 거리로 분석하 zirconia ball 

였다 를 이용한 가상 마운팅 시 전치부에서 교합 스캔을 채득하는 방법과 양측 구치부. Trios3

에서 교합 스캔을 채득하는 방법에서 모두 전치부에 위치한 사이 거리의 왜곡이 zirconia ball 

양의 값을 갖고 구치부로 갈수록 점점 음의 값을 보였다 를 이용하여 전치부 교합 스캔. Trios3

과 양측 구치부 교합 스캔을 이용한 마운팅 방법에서 모두 상하악 가상모형은 전치부에서는 서

로 떠있고 상악모형이 전치부를 중심으로 구치부 방향으로 하악모형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 

로 회전이 일어나 구치부에서는 두 모형이 서로 겹쳐지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전치부 교합 . 

스캔에서 상악모형의 더 큰 회전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양측 구치부 교합 스캔을 이용하는 것, 

이 전치부 교합스캔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더 적은 오차를 보였다 에서도 비슷한 양. Primescan

상을 띄었는데 에서는 전치부에 위치한 사이의 거리의 왜곡이 음의 , Primescan zirconia ball 

값을 갖고 구치부로 갈수록 더 큰 음의 값을 보였다 을 이용하여 전치부 교합 스캔. Prime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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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측 구치부 교합 스캔을 이용한 마운팅 방법에서 모두 상하악 모형이 서로 겹쳐진 양상을 

보이고 상악모형이 전치부를 중심으로 구치부 방향으로 하악모형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회

전이 일어나 구치부에서는 두 모형이 더 많이 겹쳐지는 양상을 보였다 에서도 역시 . Primescan

전치부 교합 스캔에서 상악모형의 더 큰 회전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양측 구치부 교합 스캔을 , 

이용하는 것이 전치부 교합스캔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적은 오차를 보였다 또한 전치부와 양. 

측 구치부 교합 스캔 방법을 이용하여 가상 마운팅을 시행한 경우 각각 를 이용한 가상 trios3

마운팅이 에 비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primescan . 

상악에 위치한 의 중심점과 의 꼭지점 좌표의 변위는 와   zirconia ball cube trios3 primescan

에서 모두 교합 스캔 위치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치부 교합 스캔. 

와 양측 구치부 교합 스캔을 시행하여 가상 마운팅을 시행한 경우에서 모두 을 제외한 모든 U1

점들에서 에서 에 비해서 더 적은 변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 마운팅 primescan trios3 . 

시 오차는 에 비해 에서 더 컸으나 전악 스캔이 에서 더 정확하였기 trios3 primescan primescan

때문에 하악 전악스캔에서의 왜곡 상악 전악스캔에서의 왜곡 상하악의 가상 마운팅 시의 왜, , 

곡이 중첩되어 생긴 결과로 생각된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가상 마운팅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 

등의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서로 다른 구강스캐너를 이용하여 사분악의 스캔을 한 Zimmermann 

후 이를 교합 스캔을 이용하여 가상 마운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은 , . CEREC bluecam

은 는 의 가상 마운팅 정확도84.1±65.0µm, CEREC omnicam 60.7±35.08µm, trios3 66.6±64.4µm

를 보였으며 각 스캐너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 등의 연구에서Wong 

는 와 을 이용하여 전악 스캔을 시행한 3M true definition scanner trios color, CEREC omnicam

후 가상 마운팅을 하였다 그 결과 는 . 3M true definition scanner 23.1±31.5µm, trios color–

는 은 의 가상 마운팅 정확도를 보였다-85.5±18.3µm, CEREC omnicam -184.9±49.2µm .15

최근 의 연구에 따르면 의 전악 스캔 정확도는 의 전  Schmidt , primescan 33.8±31.5µm, trios4

악 스캔 정확도는 의 전악 스캔 정확도는 로 보고하였으며65.2±52.9µm, trios3 84.7±120.3µm , 

과 의 전악 스캔 정확도는 전통적인 인상채득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primescan trios4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9

시스템을 이용한 보철물 제작과정에서 정확한 인상과 정확한 가상 마운팅 과정은 좋  CAD-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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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구강 스캐너의 발전을 비롯한 치과 영역에서의 . 

기술은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아직 전악 스캔과 전악에 걸CAD-CAM 

친 보철물의 제작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상악과 하악의 가상 모형을 가상 마운팅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구강 스캐너의 시스템이 가  

진 서로 다른 이 이용된다 현재까지 각 스캐너의 제조사들은 교합 스캔을 best-fit algorithm . 

이용하여 가상 마운팅을 하는 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에서 algorithm . 

나타난 기하학적 형태의 좌표 왜곡은 이러한 을 포함하여 구강 스캐너의 이미지 획algorithm

득 및 후처리 과정 등에서 생긴 왜곡의 중첩으로 일어났다, stitching .

가상 마운팅에서 생기는 오차는 을 통해 만들어진 보철물이 교합되지 않거나   CAD-CAM system

혹은 보철물에서만 교합이 일어나는 형태로 제작되는 영향을 미친다 만들어진 보철물이 교합.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철물의 재제작이 요구되고 과교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에서, chairside

의 과도한 조정이 필요하다 교합이 높게 제작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과하게 조정하는 경우에. 

는 재료 표면에 미세균열이 생기는 등 보철물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7 따라서 보철물  

제작과정에 있어 가상 마운팅에서 왜곡에 대한 보상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모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강 내 환경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하악 좌측 제 대구치를 상실하고 다른 치아들은 온전한 환자 모형을 사용했기 때. 1 

문에 실제 임상에서 해당 증례는 부분 스캔과 마운팅을 통한 수복이 가능하므로 구강스캐너를 , 

이용하여 전악 스캔을 채득하고 가상 마운팅을 해야하는 상황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 상황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야겠다. .

디지털 모형을 교합 스캔을 이용해 가상 마운팅 하는 경우 생기는 오차를 측정하기 위한 연  

구들은 아직 많지 않으며 또한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 . 

가상 마운팅 시 생기는 오차를 상악과 하악 모형에 기하학적인 형태를 부여하여 장비 및 CM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원 좌표계 상에서의 왜곡되는 정도와 뒤틀리는 방Geomagic control X 3

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의 변위는 가상 인상과정과 가상 마운팅 . 

과정의 변위의 중첩으로 나타나 가상 마운팅에서 일어나는 왜곡만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가상 마운팅 시 생기는 왜곡만을 평가하기 위한 . 

다른 방법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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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 

1. 이 에 비해서 전악 스캔 시 더 적은 변위를 보였다Primescan trios3 .

2. 와 에서 모두 양측 구치부 교합 스캔을 이용하여 상하악을 가상 마운팅 하Trios3 primescan

는 방법이 전치부 교합 스캔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더 적은 상하악간 거리의 오차를 보였

다.

3. 에서 에 비해 가상 마운팅 시 전치부 교합 스캔을 이용한 방법과 양측 구치Trios3 primescan

부 교합 스캔을 이용한 방법에서 모두 더 적은 상하악간 거리의 오차를 보였다. 

4. 상악 모델에 위치한 의 중심점과 의 꼭지점 좌표의 변위는 와 zirconia ball cube trios3

에서 모두 교합 스캔 위치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rimescan .

5. 전치부 교합 스캔와 양측 구치부 교합 스캔을 시행하여 가상 마운팅을 시행한 경우 모두 상

악 모델에 위치한 의 중심점과 의 꼭지점 좌표의 변위는 을 제외한 모zirconia ball cube U1

든 점들에서 에서 더 적은 변위를 보였다primesc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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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dimensional accuracy of virtual interocclusal 

registration using two intraoral scanners 

with two bite scans

Cheolho Cha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jai Kim)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three-dimensional accuracy of 

virtual interocclusal registration by 2 different intraoral scanners and 2 different 

bite scans.

Materials and methods : 

  Maxillary and mandibular epoxy resin models in which the mandibular left first molar 

was lost were fabricated. Hexagonal cubes made of PEEK material were attached to the 

apical part of #16, 26, 36 and zirconia balls were attached to the apical part of #17, 

15, 13, 11, 23, 25, 27, 37, 35, 33, 41, 43, 45, 47. Full arch scan were taken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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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model using 2 different intraoral scanner and virtual interocclusal registration 

was performed with 2 different bite scans(anterior part, bilateral posterior part) and 

each group was repeated 15 times. The master model was measured using a coordinate 

measuring machine(CMM) to obtain the positions of the zirconia ball and PEEK cube in the 

coordinate system. The digital model was measured using geomagic software to obtain the 

positions of the zirconia ball and PEEK cube in the coordinate system. The distortion of 

the zirconia ball center point and the PEEK cube vertex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corresponding zirconia ball center point was calculated, and the accuracy of virtual 

interocclusal registration according to each intraoral scanner and virtual interocclusal 

registration method was compared.

Results : 

  The centroids of the mandibular zirconia ball showed less displacement in primescan 

compared to trios3(p <0.05). In trios3, the distance between the centroids of the 

zirconia balls showed less distortion than in primescan using both bite scans(p <0.05). 

The displacement of the centroids of the maxillary zirconia ball and the vertex of the 

PEEK cube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bite scan 

position, and primescan showed less displacement than trios3 in almost all points(p 

<0.05).

Conclusion : 

  Compared to trios3, primescan showed less displacement in full arch scan. Virtual 

interocclusal registration using the bilateral posterior bite scans showed less 

interocclusal distortion than those using the anterior bite scan in both trios3 and 

primescan. Trios3 showed less interocclusal distortion during virtual interocclusal 

registration in both bite scans compared to primescan. The displacement of the centroids 

of the zirconia ball and the vertex of the cube located in the maxillary model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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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displacement in primescan than trios3 at almost all points except U1.


Key words : digital impression, virtual interocclusal registration, intraoral scanner, 

accuracy, C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