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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 인 인상법과 구강스캐너를 

이용한 인상법의 정확도 비교

이 경 섭

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

치의학과

목 :기존에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구강스캐 들의 정확성 임상

용 가능여부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피험자들을 상으로 통 인 인상법과 디지털 인상법을 비교하

여 아직 연구된 바가 은 구강 스캐 인 CS3500의 악 인상 시 정확

성 성능을 평가하고 임상 용 가능성에 하여 알아보는데 그 목

이 있다.

방 법 :본 연구는 구강 악·안면 부 에 수술 병력이 없는 20~30세

의 고 치아가 모두 있는 15명의 피험자들을 상으로 하 다.피험자

선정 과정에서 골격 으로 기형이거나 교정 장치 교정 유지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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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있는 상자들은 연구에서 제외하 다.피험자들을 상으로 구강

스캐 ‘CS3500(Carestream,New York,USA)'을 이용하여 구강 내

상·하악 디지털 인상을 얻은 후,해당 인상을 STL(Stereolitho-graphy)

일로 추출하 다.동일 피험자를 상으로 실리콘 인상재를 이용하여

상·하악을 통 인 인상법으로 인상 채득한 뒤,석고 모델(이하 마찬가

지)을 제작하 다. 통 인 인상법을 통해 얻은 석고 모델을 참조 모델

스캐 ‘optoTOP-HE(BreuckmannGmbH,Meersburg,Germany)’를 이

용하여 디지털 모델링한 후 STL 일로 추출하 다.이 두 가지 STL

일을 ‘GeomagicControl(Geomagic,Raleigh,USA)’을 이용해 최소제곱

법에 근거하여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3차원 으로 첩시킨 후,두 모델

간의 평균 최 변 차를 분석하 다. 한 두 모델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 SPSS22.0(SPSSInc.,Chicago,USA)를 이용하여 일표본

T검정을 시행하 다(p<0.05).이를 통해 CS3500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한 임상 으로 사용 가능한 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결 과 :15명 피험자의 상∙하악 각각에 해 통 인 인상법과 디지털

인상법을 이용하여 얻은 두 모델을 첩한 결과,60개의 데이터에 해

서 평균 변 차이 최 변 차이 값(n=60)은 각각 448.7±283.3μm,

3186.30±293.82μm이었다. 한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 인

인상과 디지털 인상을 통한 두 모델의 3차원 인 형태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05).

주요어 :구강스캐 ,디지털 인상, 통 인상, 첩

학 번 :2011-2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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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1980년도 반, 치의학계로의 CAD/CAM 도입을 시작으로,

CAD/CAM을 한 디지털 3D모델 데이터를 얻기 하여 구강 내 디지

털 스캔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3 재 몇 종의 구강 스캐

들이 임상에서 쓰이고 있으며 iTero(AlignTechnologies,SanJose,

Calif),Lava COS (3M ESPE,Seefeld,Germany),Trios(3Shape,

Copenhagen,Denmark)와,임상에서 직 제조까지 가능한 CERECAC

(Sirona,Bensheim,Germany)과 E4D(D4D Technologies,Richardson,

Texas)등이 그 이다.2

알지네이트,폴리이써,폴리설 이드,실리콘 등의 재료를 이용한 통

인 인상법은 수십 년간 치과임상에서 성공 으로 사용되어 왔으나,환

자들의 불편감(구토반사,맛과 향이 좋지 않은 재료 등),재료와 트 이

들의 살균 보 ,인상체 석고 주모형들의 변형 등으로 인한 잠재

인 오차와 그로 인한 재인상 모형 재제작 등이 단 으로 지 되어

왔다.디지털 인상법을 사용하게 되면 와 같은 통 인 인상법의 단

들을 완화하여 환자들이 진료 시 느끼는 불편감을 여 다. 한 진

료실에서 기공소로 인상체를 보내는 시간,기공소에서 주조와 마운 을

하는 등의 시간 소모 인 과정들을 여 다. 한 데이터 보 재

성이 유용하여 의료진 간 진이 용이해진다.4-8 재 치과 임상에서 활

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이러한 강 들로 인해, 차 임

상 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 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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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내용

재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구강 스캐 들이 정확성 임상 용

가능여부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본 연구의 목 은

건강한 피험자들을 상으로 통 인 인상법과 디지털 인상법을 비교하

여 아직 연구된 바가 은 Carestream사의 최신 구강스캐 CS3500의

정확성 성능을 평가하고 임상 용 가능성에 하여 알아보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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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 재료 방법

제 1 피험자 선정

20~40세까지의 건강한 성인 남녀 피험자 모집 고를 보고 자발 으

로 참여 의사를 밝힌 남자 7명,여자 8명을 상으로 하 다.구강스캐

의 정확도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피험자 수를 10~20명으로 연구

진행한다는 에 착안하여 15명을 연구의 정 인원으로 정하 다.15명

의 피험자들은 구강악안면 부 에 수술 병력이 없는 20~30세의 고

치아가 모두 있으며,피험자 선정 과정에서 골격 으로 기형이거나 교정

장치 교정 유지 장치를 끼고 있는 상자들은 연구에서 제외하 다.

연구 상자들은 원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 고,연구 계획과 방법은

서울 학교 치과병원 연구윤리심의 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제 2 디지털 인상(Digitalimpression)

CS3500(Carestream,New York,USA)구강스캐 를 이용하여 피험자

의 구강 내 상·하악 디지털 인상을 시행하 고, 해당 일을

STL(Stereolitho-graphy)형식으로 추출하 다(Fig.1).각각의 악궁의 치

아에 하여 교합면, 면,설면( 는 구개면)순서로 인상을 채득하 다.

사랑니가 있는 피험자들의 경우,구강스캐 의 근성이 떨어져 정확도

에 향을 덜 주기 하여 사랑니는 제외하고 인상을 채득하 다.

CS3500구강스캐 는 기존의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 구강스캐

들과는 다르게 스 이 우더를 쓰지 않았다. 한 스캔이 잘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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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면 록색 LED,그 지 않으면 주황색 LED로 표시되는 Light

guidancesystem을 이용하며, 부분의 치아를 스캐닝하는 일반용 tip과,

근성을 해 좀 더 작게 제작된 최후방 구치용 tip2종류가 있었다.

제 3 통 인 인상(Conventionalimpression)

본 연구에서는 변연을 정확하게 재 할 수 있고,우수한 물성을 가지며

체 안정성이 우수하여 리 사용되고 있는10 부가 합 실리콘(VPS,

Vinylpolysiloxane)을 인상재료로 정하여 피험자들의 상·하악을 인상 채

득하 다(ImprintTM II,3M ESPE). 한 인상 채득 방법은 Putty-wash

two-step를 택하 다.이는 가장 리 이용되는 putty-wash방법 하

나로 lightbody재료가 합할 균일한 wash공간을 제공하여 정확한

인상 채득에 도움이 된다.11-12 한 석고 모델을 만들기 한 석고로는

경석고를 채택하 다.

통 인 인상을 통해 얻은 석고 모델은, 참고 모델 스캐

‘optoTOP-HE(BreuckmannGmbH,Meersburg,Germany)’를 이용하여

디지털 모델링하 다. 이어서 이를 ‘Rapidform XOR(INUSTechnology,

Seoul,SouthKorea)’를 이용하여 3차원으로 구 하여 STL 일로 추출

하 다(Fig.2).

제 4 첩(Superimposition)

디지털 인상 채득한 STL 일과 통 인 인상법을 통해 얻은 STL

모델 일 2개를 'GeomagicControl(Geomagic,Raleigh,USA)'의 Best

FitAlignment기능을 이용해 최소제곱법에 근거하여 오차가 최소화되

도록 3차원 으로 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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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3DCompare기능을 이용하여 두 모델 간의 3차원 인 변 차

이를 최 변 차이(+/-)와 평균 변 차이(+/-)값으로 분석했다

(Table.1).여기서 (+/-)부호는 두 모델을 첩했을 때 차이가 나는 방

향성을 의미하며, 첩 시 각 부 의 변 들은 색에 따라 분류되어 표시

된다(Fig.3).

제 5 통계 분석

디지털 인상 모델과 통 인상 모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통계

으로 분석해 보았다.두 모델 간의 평균 변 차이 값에서 (+/-)부호

는 각각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분석에는 값 처리를 하지 않

았다.피험자 한 명당 상·하악 두 세트의 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며,각각

의 상·하악에 해 (+/-)두 개의 데이터가 나오므로 총 데이터 수는 60

개이다.두 모델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검정 값을

0으로 둔 일표본 T검정을 시행하 다.데이터의 통계 처리는 SPSS

22.0(SPSSInc.,Chicago,USA)를 이용하 고,검정은 유의수 p<0.05

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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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결과

디지털 인상법과 통 인 인상법을 통해 얻은 두 STL모델을 첩시

켜 두 모델 간의 3차원 인 변 차이를 μm단 의 최 변 차이(+/-),

평균 변 차이(+/-)값으로 정리하 다(Table.1).먼 (+/-)데이터들을

값 처리한 뒤,기존의 임상에서 리 쓰이는 다른 구강스캐 들의

정확성을 연구한 Sebastian등의 논문의 변 차이 결과 값들과 비교하

다.Sebastian등의 논문에 의하면,평균 변 차이 최 차이 값들

이 각각 iTero는 49.0±13.6μm,1919.43±1138.94μm,CERECACBluecam

은 332.9±64.8μm, 4858.78±227.13μm, Lava C.O.S는 38.0±14.3μm,

1080.36±899.07μm 그리고 ZfxInfrascan은 73.7±26.6μm,2091.02±1218.39

μm 다.13본 연구의 CS3500의 평균 변 차이 최 변 차이 값

(n=60)은 각각 448.7±283.3μm,3186.30±293.82μm이었다.이를 비교해보면

CERECACBluecam의 정확도와 유사하 지만,iTero,LavaC.O.S,Zfx

Infrascan의 정확도보다는 낮았다.

한 디지털 인상법과 통 인 인상법을 통해 얻은 모델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에 해서 알아보았다.이를 하여 평균 변 차이 (+/-)

값들을 앞선 방법과는 달리, 값 처리 하지 않고 검정 값을 0으로 둔

일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두 모델 간의 평균 인 차이(n=60)는

24.607±533.30μm이었고,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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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총 고찰

보철물의 변연 합도는 인상의 정확도와 깊은 련이 있다.부정확한

인상으로 인한 부 한 변연 합도를 지닌 보철물은 수명이 짧고,환

자에게 장착할 시에 이차 우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험이 있다.

CAD/CAM 도입 이후로,최근 치과 임상에서 구강스캐 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구강스캐 의 정확도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아

날로그 시 에서 디지털 시 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 비가

역 으로 일어났듯이 치의학계 한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으며, 통

인 인상법에서 디지털 인상법으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

겠다.

이 연구에서는 CS3500의 정확도에 해 알아보았다.먼 기존의 구

강스캐 들의 정확도를 비교한 연구 논문들 본 연구 방법과 비슷한

Sebastian등의 논문을 참고하 는데 해당 논문의 연구 결과,평균 변

차이 최 차이 값들이 각각 iTero는 49.0±13.6μm,1919.43±1138.94μ

m,CEREC AC Bluecam은 332.9±64.8μm,4858.78±227.13μm,Lava

C.O.S는 38.0±14.3μm, 1080.36±899.07μm 그리고 Zfx Infrascan은

73.7±26.6μm,2091.02±1218.39μm로 나왔다.본 연구에서 CS3500의 평균

변 차이 최 차이 값은 각각 448.7±283.3μm,3186.30±293.82μm이

었다.CEREC AC Bluecam의 정확도와 유사하 지만,iTero,Lava

C.O.S,ZfxInfrascan의 정확도보다는 확연히 낮았다.변 차가 비교

크게 나온 원인들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먼 ,

Sebastian등의 연구는 구강 내 구조물을 스캔을 한 것이 아니라,구강

외의 모델에서 시행되었다.구강 내의 환경 특성 상 타액이 존재하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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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젖은 치아는 스캔이 어려웠기 때문에 종종 타액을 건조시키는 과정

을 거쳐야 했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참고 모델스캐

optoTOP-HE는 오래된 모델스캐 이며 정확도가 약 45μm로 최근 시

에서 팔고 있는 모델스캐 들(약 20μm)보다 정확하지 않다.13-14

비록 다른 스캐 에 비해 변 차가 비교 크게 나왔지만,통계 으로

는 일표본 T검정 결과,디지털 인상을 통한 모델과 통 인상을 통한

모델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이는 CS3500가 구강스캐 로

서 임상 으로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임상에서 보철물 장착 후에 교합상태를 확인하기 해 리 이용

되는 Shim stock은 약 12μm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이는 재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구강스캐 들의 오차들보다 작은 수치이며,더 정확한 구강

스캐 개발을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더 나아가 재

구강스캐 에 한 연구들은 실험실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므로,앞

으로는 실제 구강 내 환경에서 스캔을 하는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아직까지 인상법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본 논문의 연구 방법 이외에도 변연의 불일

치를 측정하는 방법,3차원 디지털 모델 상에서 두 기 을 정해 두 지

간의 길이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다.5,15-19이런 여러 가지 방법

들이 인상의 정확도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지에 해서도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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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디지털 인상법과 통 인 인상법을 통해 얻은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한

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CS3500은 통 인 인상법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임상에서 충분

히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디지털 인상의 여러 장 을 살리기 해서는 더욱 더 정확한 구강스

캐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구강스캐 정확도 측정법에

한 기 이 수립되어야 한다.



10

참고문헌

1. Emir Yuzbasioglu, Hanefi Kurt, Rana Turunc and Halenur Bilir, Comparison of 

digital and conventional impression techniques: evaluation of patients’ perception, 

treatment comfort, effectiveness and clinical outcomes. BMC Oral Health, 2014, 

14:10.

2. Tabea V. Flugge, Stefan Schlager, Katja Nelson, Susanne Nahles and Marc C. 

Metzger, Precision of intraoral digital dental impressions with iTero and extraoral 

digitization with the iTero and a model scanner. 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 September 2013, Vol 144, Issue 3:471-478.

3. Ender A, Mehl A, Full arch scans: conventional versus digital impressions - an 

in-vitro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ized Dentistry, 2011, 14(1):11-21.

4. Kugel G, Chaimattayompol N, Perry R, S. Ferreira, S. Sharma, J. Towers, and 

P. Stark, Comparison of digital vs. conventional impression systems for marginal 

accuracy. J Dent Res. 2008;87(Spec Iss A):1119.

5. Sawsan Mohammed Murad, Ausama A. Al-Mulla, Accuracy of measurements 

made on digital and study models (A comparative study). MDJ, 2010, Vol. 7:71-82.

6. Patzelt SB, Lamprinos C, Stampf S, Att W, The time efficiency of intraoral 

scanners: an in vitro comparative study. J Am Dent Assoc. 2014 Jun;145(6):542-51.

7. Syrek A, Reich G, Ranftl D, Klein C, Cerny B and Brodesser J, Clinical 

evaluation of all-ceramic crowns fabricated from intraoral digital impress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active wave front sampling. J Dent. 2010 Jul;38(7):553-9.

8. S Logozzo, G Franceschini, A Kilpelä, M Caponi, L Governi and L Blois,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raoral 3d Digital Scanners For Restorative Dentistry. 

The Internet Journal of Medical Technology, 2008, Vol.5:1.



11

9. Nathan S. Birnbaum, Heidi B. Aaronson, Chris Stevens and Bob Cohen, 3D 

Digital Scanners: A High-Tech Approach to More Accurate Dental Impressions. 

Inside dentistry, April 2009, 5:4.

10. Cho LR, Chung KH and Kim KN, Wettability of polyvinylsiloxane impression 

materials and improved stone materials. J Korean Acad Prosthodont. 2000 

Apr;38(2):191-199.

11. Nissan J, Laufer B.Z, Brosh T and Assif D. Accuracy of three polyvinyl 

siloxane putty-wash impression techniques. J prosthet Dent 2000; 82(2): 161-65.

12. Anshul Chugh, Aman Arora and Vijay Pratap Singh, Accuracy of different 

putty-wash impression techniques with various spacer thickness. Int J Clin Pediatr 

Dent 2012;5(1):33-38.

13. Sebastian B.M. Patzelt, Archontia Emmanouilidi, Susanne Stampf, Joerg R.Strub 

and Wael Att, Accuracy of full-arch scans using intraoral scanners. Clin Oral Invest 

2014;18:1687-1694

14. Devrim Akca, Fabio Remondino, David Novak, Thomas Hanusch, Gerhard 

Schrotter and Armin Gruen, Performance Evaluation of a coded structed light system 

for cultural heritage applications. SPIE, 2007, Vol.6491:64910V1-12.

15. Shinyoung An, Sungtae Kim, Hyunmin Choi, Jae-Hoon Lee and Hong-Seok 

Moon, Evaluating the marginal fit of zirconia copings with digital impressions with 

an intraoral digital scanner.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November 2014, 

Volume 112, Issue 5:1171-1175. 

16. Luthardt RG, Loos R and Quaas S, Accuracy of intraoral data acqui sition in 

comparison to the conventional impression. Int J Comput Dent. 2005 

Oct;8(4):283-94.



12

17. da Costa JB, Pelogia F, Hagedorn B and Ferracane JL, Evaluation of different 

methods of optical impression making on the marginal gap of onlays created with 

CEREC 3D. Oper Dent. 2010 May-Jun;35(3):324-9.

18. Kachalia PR, Geissberger MJ, Dentistry a la carte: in-office CAD/CAM 

technology, J Calif Dent Assoc. 2010 May;38(5):323-30.

19. Syrek A, Reich G, Ranftl D, Klein C, Cerny B and Brodesser J, Clinical 

evaluation of all-ceramic crowns fabricated from intraoral digital impress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active wavefront sampling. J Dent. 2010 Jul;38(7):553-9.



13

Subject 

No.

Upper/Lower 

teeth

3D deviation (μm)

Maximum(+) Maximum(-) Average(+) Average(-)

1
Upper 3323.6 -3320.3 146.3 -167.7
Lower 3299.7 -3280.5 697.7 -483.7

2
Upper 3249.8 -3246.9 649.7 -567.1
Lower 3245.1 -3249.1 735.7 -702.5

3
Upper 3433.6 -3431.4 270.5 -266.2
Lower 3672.3 -3677.3 409.7 -437.2

4
Upper 2860.1 -3468 807.3 -777.6
Lower 3179.8 -3179.9 1080.9 -939

5
Upper 3202.8 -3207.6 196.7 -148
Lower 2782.9 -3177.6 607.7 -358.9

6
Upper 3059.7 -3059.5 623.3 -545.5
Lower 2977 -2975.6 248.1 -174.1

7
Upper 2924.9 -2916.8 168.8 -213.8
Lower 3268.1 -3268 500.7 -271.5

8
Upper 2599.5 -2584.3 538.6 -406.3
Lower 2659.5 -2658.8 398 -215.3

9
Upper 2919.2 -2919.5 959.2 -966
Lower 3020 -3019.9 1201.6 -1087

10
Upper 3139.9 -3139.4 607.8 -560.2
Lower 2430.4 -3366 107.5 -162.7

11
Upper 3088.5 -3076.6 218.2 -266.2
Lower 3248.6 -3248.5 399.5 -410.7

12
Upper 3253.8 -3258.4 185.1 -207.7
Lower 3389.7 -3387.4 538.4 -434.6

13
Upper 3592.9 -3596.1 184.7 -206.9
Lower 3509.5 -3507.1 868 -725.4

14
Upper 3437.7 -3437.4 253.7 -255.6
Lower 3388.3 -3389.3 195.4 -218

15
Upper 3677.3 -3689.2 281.3 -424.4
Lower 2613.7 -2993.6 118.3 -122.2

*(+/-)부호는 기 모델(byreferencescanner)에 한 변 의 방향을 의미

[Table. 1] Maximum 3D deviation and Average 3D deviation(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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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ereolithographic data obtained from scanning with 

intra-oral scanner 'CS 3500'

[Figure. 2] Stereolithographic data displayed with Rapidform XOR, obtained from scanning 

with reference scanner 'optoTO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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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llustration of superimposition on both digital and 

conventional model with 'Geomag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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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Accuracy of 

Conventional and Digital Impression 

with Intra-oral Scanner

Kyong-Seop Lee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ccuracy of digital 

impression with intra-oral scanner CS 3500 with conventional impression.

Material and Methods: In this study, 15 subjects were selected. In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which researched to validate the accuracy of oral 

scanner have chosen approximately 10-20 subjects, so this study selected 15 

subjects. First, digital impressions were taken from 15 subjects' upper and 

lower teeth with the intra-oral scanner CS 3500 (Carestream, New York, 

USA). After obtaining the impressions, digital images were extracted as 

STL(Stereolithography) file format. Also, conventional impressions using 

silicone materials were taken from the same subjects, and stone model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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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Study model obtained through the conventional impressions were 

scanned by reference model scanner optoTOP-HE (Breuckmann GmbH, 

Meersburg, Germany), and extracted into STL files. After superimposing two 

STL files three-dimensionally by least squares method with Geomagic 

Control (Geomagic, Raleigh, USA), the average and maximum deviation 

between the two models were analyzed. Also to detec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models, one sample T-test was performed by using statistical 

software SPSS 22.0(SPSS Inc., Chicago, USA). A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of p <0.05 was set.

Results: After superimposing the two models of conventional and digital 

impressions for each upper and lower teeth of 15 subjects(n = 60), mean 

average deviation and the maximum deviation were respectively 448.7 ± 

283.3 μm and 3186.30 ± 293.82μm. Also, a result of the one sample T-te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models from 

conventional and digital impressions(p >0.05).

                                                                    

Keywords : intra-oral scanner, digital impression, conventional 

impression, superimposition

Student number : 2011-2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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