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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환자의 석고모형의 CBCT 이미지로 디지털 모델을 제작하고 이 디지털 

모델을 동일한 석고모형을 3차원 광학 스캐너로 스캔하여 얻은 디지털 모델과 비교하였다. 

 

2. 방법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및 원내생의 석고모형을 무작위로 선출하였다. 이 중 모

델의 상태가 불량한 것을 제외 하고 총 22개(상악 11개, 하악 11개)의 석고모형을 연구 대상으

로 선택 하였다. CBCT 촬영장치(Carestream CS9300, Carestream Health, NY, USA)를 이용하여 촬

영 하였다. 이 CT 이미지를 이용하여 디지털 모델을 만들고 다시 3차원 광학 스캐너 (Identica-

Blue, Medit, Seoul, Korea)를 사용 하여 석고모형의 디지털 모델을 제작하였다. 

 각 석고모형에 대하여 CBCT와 3차원 광학 스캐너를 이용하여 만든 디지털 모델을 한 쌍으로 

묶어 22개의 비교 쌍을 구성하고 각 쌍에 대하여 차이점을 분석 하였다. 비교는 Geomagic Studio 

12(Geomagic, Geomagic, SC, USA)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두 모델이 3차원의 특정 지점에서 어

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지는 색상으로 표현하였으며 각 지점에서의 평균 오차와 최대오차와 

같은 통계 수치를 표로 정리 하였다. (SPSS Version 22.0)



3.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석고 석고모형의 CBCT 영상을 이용하여 디지털 모델을 구성 하였다. 

그 후 이 디지털 모델을 같은 석고모형의 3차원 광학 스캐너를 통해 얻은 디지털 모델과 비교

하여 상호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석고모형의 CBCT 영상으로부터 구성된 디지털 모델은 3차원 광학 스캐너로부터 얻어진 영상

과 비교할 때 양의 오차의 경우 최대 오차의 범위는 0.866-3.564 mm 범위 내에서 얻어 졌으며 

평균값은 0.059-0.117 mm의 값을 가졌다. 이와는 반대로 CBCT를 이용한 모델이 3차원 광학 스

캐너의 모델 보다 같은 지점에서 낮은 값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음의 오차는 최대값이 

1.283-3.840 mm 범위에서 얻어 졌으며 평균값은 0.066-0.146 mm 범위 안에 존재 했다. 

 위의 결과로부터 석고모형의 CBCT 영상으로부터 구성된 디지털 모델은 교정 진단 과정, 보

철 수복 시 임시수복물 제작에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어: Digital Model, 3D Optical Scanner, Cone-Beam CT, Cast, Comparison 

학  번: 2012-22141  



- 2 - 
 

목 차 

 

1. 서론 ····································· 1  

 

2. 재료 및 방법 ································ 4  

 2-1. 실험대상 ································· 4  

 2-2. CBCT를 이용한 디지털 모델의 제작 ·················· 4  

 2-3. 3차원 광학 스캐너를 이용한 디지털 모델의 제작 ··········· 5  

 2-4. 비교 ··································· 5  

 

3. 결과  ···································· 7  

 

4. 고찰 ····································· 21  

 

5. 결론  ···································· 26  

 

참고 문헌 ···································· 27  

 

Abstract ····································· 31 

 



표 목 차 

 

Table 1. Maximum, minimum and average distance of deviation between models from 

CBCT image and 3D optical scanner ····················· 9 

 

Table 2. Range of maximum and minimum of positive and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 9 

 

Table 3.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s of positive average of deviation ··· 10 

 

Table 4. ANOVA between positive average of deviation of digital models from 

mandible and maxilla ···························· 10 

 

Table 5.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s of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 10 

 

Table 6. ANOVA between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of digital models from 

mandible and maxilla ···························· 10 

 

Table 7. Test of normality of positive average of deviation and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 10 

 

Table 8. One-Sample T-Test of positive average of deviation at 70μm, 100μm, 

110μm, 120μm ······························· 11 

 

Table 9. One-Sample T-Test of NAD at 70μm, 100μm, 110μm, 120μm ···· 11 

 

 



그 림 목 차 

 

Fig. 1. Digital model generated from CBCT image of cast ··········· 12 

 

Fig. 2. Digital model obtained from 3D optical scanner ············· 13 

 

Fig. 3. Deviation analysis of digital models obtained from 3D optical scanner and 

generated from CBCT image of cast ····················· 14 

 

Fig. 4. Deviation analysis of digital models obtained from 3D optical scanner and 

generated from CBCT image of cast which shows smallest positive average of 

deviation ·································· 15 

 

Fig. 5. Deviation analysis of digital models obtained from 3D optical scanner and 

generated from CBCT image of cast which shows largest positive average of 

deviation ·································· 16 

 

Fig. 6. Deviation analysis of digital models obtained from 3D optical scanner and 

generated from CBCT image of cast which shows smallest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 17 

 

Fig. 7. Deviation analysis of digital models obtained from 3D optical scanner and 

generated from CBCT image of cast which shows largest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 18 

 

Fig. 8. Comparison of deviations in occlusal view of maxilla models reveals that cusp, 

pit and fissure area of posterior teeth are more vulnerable to distortion than smooth 



surface of anterior teeth ·························· 19 

 

Fig. 9. Comparison of deviations in occlusal view of mandible models reveals that 

cusp, pit and fissure area of posterior teeth are more vulnerable to distortion than 

smooth surface of anterior teeth ······················· 20 

 

 



- 1 - 
 

1. 서론 

 

 진단 및 보철물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석고모형은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에게 

필요한 환자의 구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구외에 재현해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관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파손 및 변형이 일어 날 수 있으며 복제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디지털 모델이 

해결책으로 제시 되고 임상적으로도 사용 되고 있다. 디지털 모델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영구적인 보관이 가능하며 복제와 이동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모델의 사용에는 모델 생성에 필요한 초기 도입 장비의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디지털 모델은 이미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확성을 확보 하였으며
1
 현재 보철 

수복에서부터 악구강영역의 수술에 이르기 까지 여러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인상채득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석고모형을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2 CAD/CAM 방식의 고정성 보철물의 제작에 있어서도 디지털 

인상채득이 이루어 지고 있다 3. 또한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수의 3 차원 광학 

스캐너가 이미 상용화되어 사용 되고 있다 4,5. 외과적으로도 디지털 인상채득 

기법은 임플란트 수술에 활용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6,7 복잡한 악구강영역의 

수술에서도 석고모형을 직접 스캔 하여 기존의 CT 영상에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 

교합면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 8. 교정 영역에서도 진단에 활용이 

가능함이 입증 되어 있다 9. 그러나 이러한 3 차원 광학 스캐너의 경우 초기 장비 

도입 비용이 높으며 추가적인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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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 진료실에는 임플란트 진료의 보편화와 더불어 일반 진료실 환경에서의 

CBCT(Cone Beam CT)의 활용이 확대 됐다
10,11

. 임상적 측면의 일반 CT 영상의 

치과영역에서의 진단적 정확성은 Baugaertel 등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고
12
 

CBCT 영상의 악구강영역에서의 정확성 또한 Minchkowski 등의 연구에서 확인된바 

있다
13
. 이에 따라 CT 영상을 통한 디지털 모델의 제작 역시 여러 연구에서 

시도되어 왔으며
14
 특히 교정영역에서의 활용가능성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 진 바 

있다
15
. 그러나 CT 영상의 경우 환자의 구강 내에 금속 수복물이 존재할 경우 

금속에 의한 잡음으로 인하여 잡음의 영향을 받는 부위의 정상적인 디지털 영상을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 되고 

있으나
10
 아직까지는 금속 잡음이 있는 영상으로부터 수복물 제작이 가능한 

해상도를 가진 영상을 구성해낸 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속 수복물로 인한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석고모형의 CT 영상을 얻어 디지털 

모델을 제작하는 방법 또한 시도 되었다. 특히 Kang, S-H 등의 연구에서는 

타이포돈트를 이용하여 CBCT 로 구성된 디지털 모델을 인상체, 교합인기, 

석고모형을 광학 스캔 하여 만든 정보를 통해 정확도를 올리는 시도를 하였다 16. 이 

연구는 두 가지 3D 촬영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모델의 정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방법과 근거 제시에 있어 의의가 있으나 실험의 대상이 타이포돈트에 

국한되어 있고 CBCT 와 3 차원 광학 스캐너를 모두 사용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 진료실에서 도입하기에는 관련 장비의 설치와 활용에 있어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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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석고모형의 CBCT 영상을 이용한 디지털 모델과 3 차원 광학 스캐너를 

통한 모델의 차이를 실제 환자들의 석고모형을 통하여 수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 진료실에서의 CBCT 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현재, CBCT 와 석고모형을 이용하여 제작한 디지털 모델의 3 차원 광학 

스캐너로부터 얻어진 모델 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디지털 모델 제작 시 

단점으로 지적 되었던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의 투입 없이 진료실 내의 CBCT 만을 

이용하여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 의의를 지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환자의 석고모형의 CBCT 이미지로 디지털 모델을 

제작하고 이 디지털 모델을 동일한 석고모형을 3 차원 광학 스캐너로 스캔하여 

얻은 디지털 모델과 비교하였다. 비교 시 ICP (Iterative Closest Point) 알고리즘을 

이용해 두 모델을 정렬하여 3 차원 광학스캐너의 디지털 모델과 CBCT 로 구성된 

디지털 모델의 차이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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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대상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및 원내생의 석고모형을 무작위로 

선출하였다. 이 중 모델의 상태가 불량한 것을 제외 하고 총 22 개(상악 11 개, 하악 

11 개)의 석고모델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 하였다. 

 

2-2. CBCT 를 이용한 디지털 모델의 제작 

 CBCT 촬영장치(Carestream CS9300, Carestream Health, NY, USA)를 이용하여 

촬영 하였다. 22 개의 석고모델에 대하여 아래의 과정을 반복 하였다. (Fig. 1.) 

A. 석고모형을 고정한 후 CBCT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촬영조건은 

80-90 Kvp, 2-15 mA, scan time 은 12-28 초, Voxel size 200μm 으로 하여 

한 모형에 대하여 287 개의 cut 을 촬영 하였다. 

B. CBCT 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DICOM (Digital Imaging & Communication in 

Medicine)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C. 여기서 얻어진 DICOM 데이터는 3D Slicer 프로그램 17을 이용하여 3D 표면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변환 시 잡음을 제외한 석고모형부분만 표면 

데이터로 구성하기 위해 데이터의 임계값(threshold)를 600–1000 범위의 

값에서 조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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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완성된 이미지는 STL (STereoLithography) 형식으로 저장하여 ICP 

알고리즘을 통한 정렬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2-3. 3 차원 광학 스캐너를 이용한 디지털 모델의 제작 

 구외 모델스캐너 (Identica-Blue, Medit, Seoul, Korea)을 사용 하여 석고모형의 

디지털 모델을 제작하였다. 22 개의 석고모델에 대하여 아래의 과정을 반복 하였다. 

(Fig. 2.) 

A. 석고모형을 3 차원 광학 스캐너에 고정 

B. 3 차원 광학 스캐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 영역 설정 

C. 3 차원 광학 스캐너로 모델 촬영. (촬영 조건은 정확도 10-15μm 이며 촬영 

과정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름) 

D. 자동 스캔 작업 수행 후 틈이 발생한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 후 재촬영 

E. C 로도 해결 되지 않는 모델의 홈은 제조사의 홈메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보간 작업 

F. 스캔 된 이미지는 STL 파일 형식으로 저장 

 

2-4. 비교 

 각 석고모형에 대하여 CBCT 와 3 차원 광학 스캐너를 이용하여 만든 디지털 

모델을 한 쌍으로 묶어 20 개의 비교 쌍을 구성하고 각 쌍에 대하여 아래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비교는 Geomagic Studio 12(Geomagic, Geomagic, SC, USA)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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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하였다. 두 모델이 3 차원의 특정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지는 

색상으로 표현하였으며 각 지점에서의 평균 오차와 최대오차와 같은 통계 수치는 

표로 정리 하였다. (Fig. 3-7) 

A. 두 디지털 모델을 비교 하기 전 환자의 치아와 관계 없는 치은조직과 

석고모형의 base 와 같은 부분은 이미지 처리를 이용하여 디지털 모델에서 

최대한 삭제 

B. 두 모형을 ICP (Iterative Closest Poin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렬 

C. 정렬을 마친 모델에서 주요 비교대상은 실험 대상이 된 석고모형의 

인상채득 시 중요부위로 포함되지 않았던 제 3 대구치를 제외한 치아로 

디지털 모델에 존재하는 중요부위 외의 부분을 최대한 삭제 

D. 3 차원 광학 스캐너로 만든 디지털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CBCT 를 통해 

만든 영상과의 차이를 분석 

E. 두 모델의 정렬된 위치에서의 평균 오차, 최대 오차, 표준편차 계산. (계산 

시 SPSS (SPSS, Version 22.0)을 이용) 

F. 비교 쌍에서 발생한 최대 오차, 평균오차 및 표준편차를 Geomagic Studio 

12 프로그램의 deviation analysis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 

 

 

  



- 7 - 
 

  3. 결과 

 

 CBCT 를 이용한 모델이 3 차원 광학 스캐너를 이용한 모델보다 높은 값을 가지게 

된 경우의 오차를 의미하는 양의 오차의 경우 최대 값이 0.866-3.564 mm 범위 

내에서 존재 했고, 평균은 0.059-0.117 mm 사이에 존재 했다. CBCT 를 이용한 

모델이 3 차원 광학 스캐너의 모델 보다 같은 지점에서 낮은 값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음의 오차는 최대값이 1.283-3.840 mm 범위에 존재 했고 평균값은 0.066-

0.1 mm 범위에 존재 했다.  

 상악과 하악의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의 평균의 분포는 공분산을 가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 할 수 있었으며 시행 결과 상악과 

하악에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간의 정규성 검정 시행하여 두 분포의 정규성을 

유의수준 0.05 에서 확인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오차에 대하여 일반적인 보철물의 

변연오차 허용 값인 70μm, 120μm 및 각 오차의 평균 근방의 값인 80μm, 90μm, 

100μm, 110μm 를 기준으로 일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검정 결과 양의 오차는 

70 μm 이상이며 100 μm 이하의 값을 가지고 음의 오차는 70 μm 이상이며 120 

μm 이하를 가지는 것이 의 값을 가지는 것이 유의 수준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함을 확인 했다.  

 실험결과 얻어진 최대 오차는 모든 비교 쌍에서 수정 작업으로 접근이 어려운 

모델의 내부의 잡음이나 모델의 변연부에서 동떨어진 외부의 잡음간에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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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였다. 이러한 잡음부위는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치아표면부위가 아니며 더욱이 

실제 위치하는 위치가 아닌 3D 모델 구성과정을 통해 생긴 가상의 지점에서의 

오차이므로 위치 확인 이상의 분석대상으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판단 하였다. 또한 

분석하려는 대상이 주어진 3 차원 광학 스캐너의 디지털 모델에 비하여 CBCT 를 

이용하여 얻어진 모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점이었기 때문에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서로 상쇄되어 오차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를 

합한 값인 전체오차의 경우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각 비교 쌍의 정면과 교합면에서의 비교 결과를 색을 이용해 표현하였다 (Fig. 1-

9). 두 모델의 수월한 비교를 위해 위해 색채가 나타내는 오차의 크기와 범위는 

segment 의 수는 21 개, 최대 오차 3.0 mm 최대 nominal 값을 0.05 mm 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림으로부터 다수의 모델의 교합면에서 0.5 mm 내의 오차를 가지며 

소와, 열구의 경우는 덜 깊게 교두의 경우는 낮게 얻어진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Fig.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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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ximum, minimum and average distance of deviation between models from CBCT 

image and 3D optical scanner (mm) 

 

Table 2. Range of maximum and minimum of positive and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mm) 

    

Minimum 

(mm) 

Maximum 

(mm) 

Maximum Distance Positive 0.866 3.564 

  Negative 1.283 3.840 

Average Distance Positive 0.059 0.117 

  Negative 0.066 0.146 

Cast 

No. 

Cast 

Type 
Maximum Distance Average Distance Standard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Total Deviation 

W01 Mx 1.168 3.115 0.070 0.101 0.025 0.129 

W01 Mn 1.385 2.298 0.088 0.104 0.000 0.134 

W03 Mx 1.124 3.545 0.074 0.076 0.001 0.107 

W03 Mn 2.744 3.305 0.083 0.104 0.022 0.127 

W04 Mx 2.088 1.934 0.088 0.066 0.024 0.104 

W04 Mn 1.352 2.722 0.113 0.108 0.013 0.152 

W08 Mx 2.876 3.666 0.059 0.113 0.051 0.147 

W08 Mn 2.820 3.694 0.099 0.125 0.031 0.197 

W18 Mx 3.564 3.840 0.078 0.072 0.070 0.483 

W18 Mn 2.541 2.708 0.083 0.083 0.007 0.124 

Y01 Mx 1.392 3.544 0.083 0.091 0.003 0.122 

Y01 Mn 1.816 3.210 0.085 0.089 0.002 0.128 

Y02 Mx 1.189 3.435 0.093 0.104 0.006 0.140 

Y02 Mn 2.325 3.044 0.082 0.098 0.016 0.125 

Y03 Mx 1.510 3.461 0.084 0.095 0.003 0.124 

Y03 Mn 2.439 3.323 0.085 0.123 0.027 0.144 

Y04 Mx 0.866 3.105 0.074 0.098 0.016 0.120 

Y04 Mn 0.930 1.283 0.083 0.100 0.013 0.125 

Y05 Mx 1.689 2.598 0.117 0.146 0.012 0.208 

Y05 Mn 2.578 3.311 0.099 0.097 0.002 0.152 

Y06 Mx 0.924 1.901 0.073 0.137 0.043 0.173 

Y06 Mn 1.231 3.072 0.096 0.139 0.062 0.166 

Average 1.843 3.005 0.086 0.103 0.0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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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s of positive average of deviation 

Levene Statistic df1 df2 Sig. 

0.585 1 20 0.453 

 

Table 4. ANOVA between positive average of deviation of digital models from mandible 

and maxilla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0.000 1 0.000 2.953 0.101 

Within Groups 0.003 20 0.000     

Total 0.004 21       

 

Table 5.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s of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Levene Statistic df1 df2 Sig. 

1.045 1 20 0.319 

 

Table 6. ANOVA between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of digital models from mandible 

and maxill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0.000 1 0.000 0.507 0.485 

Within Groups 0.009 20 0.000     

Total 0.009 21       

 

Table 7. Test of normality of positive average of deviation and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Statistic df Sig. Statistic df Sig. 

PAD 0.164 22 0.129 0.948 22 0.289 

NAD 0.165 22 0.121 0.961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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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ne-Sample T-Test of positive average of deviation at 70μm, 100μm, 110μm, 

120μm 

Test Value μm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70 5.569 21 0.000 -0.159 0.010 0.022 

80 2.059 21 0.052 0.006 -0.001 0.012 

90 -1.452 21 0.161 -0.004 -0.010 0.002 

100 -4.963 21 0.000 -0.141 -0.020 -0.008 

110 -0.847 21 0.000 -0.241 -0.301 -0.182 

120 -11.984 21 0.000 -0.034 -0.040 -0.028 

 

Table 9. One-Sample T-Test of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at 70μm, 100μm, 110μm, 

120μm 

Test Value μm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70 7.396 21 0.000 -0.033 0.238 0.425 

80 5.164 21 0.000 0.023 0.014 0.032 

90 2.932 21 0.000 0.013 0.004 0.022 

100 -3.764 21 0.492 -0.003 -0.006 0.012 

110 -1.532 21 0.140 -0.007 -0.016 0.002 

120 -3.764 21 0.001 -0.169 -0.0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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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gital model generated from CBCT image of cast (A) front view, (B)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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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gital model obtained from 3D optical scanner (A) front view, (B)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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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viation analysis of digital models obtained from 3D optical scanner and generated 

from CBCT image of cast (A) front view, (B)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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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viation analysis of digital models obtained from 3D optical scanner and generated 

from CBCT image of cast which shows smallest positive average of deviation. (A) front view, 

(B)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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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viation analysis of digital models obtained from 3D optical scanner and generated 

from CBCT image of cast which shows largest positive average of deviation (A) front view, 

(B)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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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viation analysis of digital models obtained from 3D optical scanner and generated 

from CBCT image of cast which shows smallest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A) front 

view, (B)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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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viation analysis of digital models obtained from 3D optical scanner and generated 

from CBCT image of cast which shows largest negative average of deviation (A) front 

view, (B)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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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deviations in occlusal view of maxilla models reveals that cusp, pit 

and fissure area of posterior teeth are more vulnerable to distortion than smooth surface 

of anterior teeth (A) W01, (B) W04, (C) W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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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deviations in occlusal view of mandible models reveals that cusp, pit 

and fissure area of posterior teeth are more vulnerable to distortion than smooth surface 

of anterior teeth (A) W01, (B) W04, (C) W08 

 

 

 

  



- 21 - 
 

  4. 고찰 

 

 디지털 모델이 가지는 저장에 있어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전송이 쉽다는 점, 환자에게 이해시키기 쉽다는 점과 같은 

장점들은 이미 여러 영역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물론 석고모형의 경우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디지털 모델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이 있으나 Azari 등의 

연구에 따르면 RP(Rapid Prototyping)모델을 이용하여 디지털 인상채득으로부터 

만질 수 있는 모델을 빠르고 값싸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고
18
 일정 

부분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한 Kuo 등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모델로부터 만든 RP 모델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석고모형과 비교하여 두 

모델간의 차이가 임상적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점
19
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모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Comm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3 차원 광학 3D 스캐너와 같은 장비를 이용한 디지털 모델의 경우 전통적인 

보철물 및 CAD/CAM 을 이용한 보철물의 제작과 같은 임상적 사용에 필요한 

정확성이 확보 되어 있다 20. 현재 여러 회사의 3 차원 광학 스캐너가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디지털 인상채득의 채득방법과 정확성,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4,21.  

 아직 3 차원 광학 스캐너는 일반 진료실에 충분히 보급 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 11이며 이에 따라 진료실에서 비교적 접근 성이 높은 CT 이미지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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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모델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악구강영역의 

수술 분야에서 활발하였으며 현재 임상적으로도 사용 되고 있다
8
. 또한 

교정영역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CT 영상을 통한 치열공간분석이 

교정치료에 활용하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정확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 

 문제는 CT 영상을 활용하여 디지털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구강 내에 금속이 

존재할 경우 금속으로 인한 잡음 때문에 사용 가능한 영상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강 내에 금속 보철물이 없는 환자라 할 지라도 

구강악안면영역의 복잡한 수술이나 임플란트 진료가 아닌 이상 CT 를 촬영하는 

환자들이 많지 않음을 고려 할 때 환자의 CBCT 를 이용하여 디지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외과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구강모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환자들에게도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이 요구 하게 된다. CBCT 방사선 

노출 량은 일반 구내 방사선 사진의 방사선 노출 량 보다 크다는 점과 더불어 

구강모형제작을 위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석고모형의 CBCT 영상을 이용하여 디지털 모델을 제작하는 경우 CT 영상이 

가지는 방사선 노출 량의 증가와 금속수복물이 존재할 경우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없다는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물론 석고모형을 통하여 CBCT 영상을 구성할 

경우 환자의 구강 내에서 직접 스캔하는 과정으로 디지털 모델을 제작하는 3 차원 

광학 스캐너 방식보다 석고모형의 제작이라는 과정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3 차원 광학 스캐너는 아직 충분히 보급되어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의 도입과 교육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의 소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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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반면 석고모형의 제작은 일반적인 치과 교과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익숙한 과정이며 고가의 장비나 재료가 필요한 과정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진료실에 존재하는 기존의 석고모형들을 디지털 영상으로 옮기는 경우 3 차원 광학 

스캐너도 결국 석고모형을 스캔 하는 방식으로 사용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인상채득을 석고모형의 CBCT 영상을 통하여 제작된 

디지털 영상이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3 차원 광학 스캐너에서 얻어지는 영상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두 모델을 ICP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렬시킨 후 디지털 모델의 각 지점에서 두 모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0 쌍(상악 10 쌍, 하악 10 쌍)의 모델이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두 

모델은 평균적으로 양의 오차는 85 μm, 음의 오차는 121 μm 의 값을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에서 다수의 모델의 교합면에서 석고모형의 CBCT 영상을 이용한 모델이 

3 차원 광학 스캐너를 이용한 모델보다 소와 열구의 경우는 덜 깊게 교두의 경우는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험 시 3 차원 이미지 구성 시 곡률반경이 작고 깊이가 깊은 물체에 

대하여 폴리곤을 통한 3 차원 영상 구성 시 고립 되거나 심한 스파이크를 보이는 

폴리곤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이미지 처리시 심한 

스파이크를 보이는 부분은 주변의 폴리곤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평탄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교합면에 존재하는 소와, 열구, 교두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들 이었고 따라서 CBCT 이미지를 3 차원 이미지 구성 과정 하는 과정에서 

소와, 열구, 교두 부분의 값은 평탄화되어 평균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으로 

인하여 앞서 언급한 오차의 경향성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파악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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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들은 CT 의 개발 과정과 같이 보다 많은 실험결과를 통하여 석고모형의 CBCT 

영상을 통한 디지털 모델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 3 차원 영상구성상의 오류를 

통계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맞는 영상처리 기법을 개발하면 일부분 극복 가능 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에서 제작된 석고모형의 CBCT 를 통한 디지털 모델이 보철물 

제작에 사용 가능한가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Christensen 은 금인레이와 같은 보철 

수복물의 적절한 변연 간격을 대략 39 μm 라고 하였다 23. Hung 등은 PFM(Porcelain 

Fused Metal crown)과 전부도재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변연오차는 50-75 μm 로 지적한 바 있다 24.  Weaver 등의 연구에서는 등은 

주조형 전부도재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적절한 변연적합도를 

70±10 μm 임을 보고 하였다 25. 또한 Beuer 등의 연구에서는 CAD/CAM 으로 

제작된 보철물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연구에서 Belser 등의 보고를 종합하여 

변연오차가 120 μm 이하인 경우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6-30

.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변연오차의 평균은 양의오차와 음의 오차의 분포의 경우 

유의수준 0.05 에서 70 μm 보다 큰 점이 확인 되었다. 이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주장한 약 70 μm 의 허용 가능한 최대 변연오차보다 큰 값이다. 반면 두 오차분포 

모두 평균 값이 유의수준 0.05 에서 Beuer 등이 제시한 유연한 기준인 120 μm26의 

변연오차 보다는 작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결과가 CBCT 를 이용한 

디지털 모델이 전통적인 보철물이나 CAD/CAM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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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uer 등의 동일한 연구에서 광학스캔을 이용한 CAM 보철물이 가지게 되는 

변연오차의 평균값이 CAD/CAM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최소의 경우 9 μm 에서 

최대 108 μm 의 값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26
. 따라서 CBCT 를 이용해 제작된 

디지털 모델이 CAD/CAM 에 적용될 경우 오차의 단순합산으로도 가장 유연한 

변연오차의 기준인 120 μm 를 넘는 130-229 μm 의 변연오차를 가질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한 금속수복물의 경우도 최소 40 

μm 이상의 변연 오차를 가질 수 있음
31
을 고려 하면 CBCT 를 이용한 디지털 

모델은 최종보철물의 제작에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석고모형의 CBCT 를 이용한 디지털 모델을 CAD/CAM 과 같이 활용할 경우 

전반적인 치아 외형을 빠르고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32
 일반적인 수복 물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소모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임시보철물의 경우는 

교합조정의 경우도 아크릴릭 레진을 이용하여 첨가와 삭제와 쉽게 가능하므로 

석고모형과 CBCT 를 이용한 디지털 모델이 CAD/CAM 과 더불어 임시수복물의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교정적으로는 Mischkowski 등의 연구에서 CBCT 영상이 helical CT 보다 

평균적으로 길이에 있어서 0.06 mm, 부피에 있어서 0.55 ml 부정확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밝힌 바 있다 16. 따라서 석고모형의 

CBCT 영상을 이용한 디지털 모델의 경우 환자의 구강이 석고모형에 정확히 인기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교정적으로 사용되는 데 있어 임상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실제 환자의 CBCT 영상과 디지털 모델의 결과가 가지는 

차이점을 분석해 보는 것도 추후의 연구 주제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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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석고 석고모형의 CBCT 영상을 이용하여 디지털 모델을 

구성 하였다. 그 후 이 디지털 모델을 3 차원 광학 스캐너를 통해 얻은 모델과 

비교하여 상호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석고모형의 CBCT 영상으로부터 구성된 디지털 모델은 3 차원 광학 

스캐너로부터 얻어진 영상과 비교할 때 양의 오차의 경우 최대 오차의 

범위는 0.866-3.564 mm 범위 내에서 얻어 졌으며 평균값은 0.059-0.117 

mm 의 갑을 가졌다. 이와는 반대로 CBCT 를 이용한 모델이 3 차원 광학 

스캐너의 모델 보다 같은 지점에서 낮은 값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음의 오차는 최대값이 1.283-3.840 mm 범위에서 얻어 졌으며 평균값은 

0.066-0.146 mm 범위 안에 존재 했다. 

2. 석고모형의 CBCT 영상으로부터 구성된 디지털 모델은 교정 진단 과정, 

보철 수복 시 임시수복물 제작에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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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Digital Models Generated from  

3D Optical Scanner and Cone Beam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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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aimed to compare digital models generated from 3D optical scanner and cone 

beam CT.  

 

Material and methods 

 22 stone models are collected. From these models, 22 digital models were 

obtained via 3D optical scanner and 22 digital models were generated from cone 

beam CT (CBCT) using pre-obtained CBCT image of given stone cast. Digital 

models are stored as stereolithography (STL) format. We align digital models of 

each pair through Iterated Closest Point (ICP) algorithm and calculate deviation of 

aligned pair (Geomagic studio Version 12.0).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test (SPSS Version 22.0).  

Results: The error range of positive distance was 0.059-0.117 mm and negative 

distance was 0.066-0.146 mm. Statistically (P < 0.05), average positive distanc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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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r than 70 μm and shorter than 100 μm and that of negative distance was 

larger than 100 μm shorter than 120 μm  

 

Conclusion 

 The spatial resolution of digital models generated from CBCT images is concluded 

to be inappropriate for making final prostheses. However, it may be acceptable 

for provisional restorations and orthodontic diagnoses with respect to the precision 

of the digitalization. 

 

keywords: Digital Model, 3D Optical Scanner, Cone-Beam CT, Cast,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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