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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advantages of the traditional approach for fabricating dental implant prostheses have been addressed via oral scanning and
the use of 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systems. The use of an intraoral scanner can eliminate the need for
impression materials and impression trays, which are inconvenient for patients, particularly those with limited mouth opening or an
overly sensitive gag reflex. Moreover, it can reduce the additional costs of fabricating, storing, and handling the patients’ models. This
case report describes the fabrication of a posterior implant prosthesis using double scanning technique, which produced satisfactory
results both esthetically and functionally. The double scanning technique produces a more accurate image of the target region by
overlapping data from both intraoral and extraoral scans. Therefore, it can address the disadvantages of both traditional and digital
impressions, reduce patient discomfort, and decrease the incidence of remakes, which can arise due to potential errors during the
fabr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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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좋지 않아 주변 치아의 동요도가 심하거나 교정치료로 인한 브
라켓 장착중인 환자들이 인상재에서 얻는 어려움도 방지할 수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임플란트 치료는 최근 몇 년간 그 정

있다[3]. 또한, 모형의 제작 및 보관에 사용되는 재료와 인건비

확성과 편리성이 평가되고 발전해왔다[1]. 임플란트 보철물 제

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인상재의 수축

작 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한 단점을 구강 스캐너와

이나 모형의 손상에서 오는 오차 또한 줄일 수 있다[4].

computer-aided design (CAD) 및 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M) 시스템의 사용으로 해결해가고 있다[1].

하지만 구강 스캐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지대
주의 마무리선을 치은 연하로 존재하게 하여 심미성을 얻어내

임플란트 보철 수복 시 구강 스캐너를 통한 인상채득 과정은

야 하는 경우, 빛을 이용하여 스캔을 시행하는 구강 스캐너의 한

기존 인상재의 사용 및 트레이의 사용을 생략하고, 이를 통해 구

계상 정확한 이미지를 얻어내기 어렵다[1]. 또한, 임시 수복물

토 반사와 같은 환자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다[2]. 치주상태가

상태에서는 잘 맞았던 보철물이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였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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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존재
한다.

Case Description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중 스캔 테크닉(double scan tech-

본 증례의 환자는 53세의 남성으로 상악 우측 제1소구치

nique)이 개발되었다. 이중 스캔 테크닉은 구강 내 스캔과 구강

(#14), 제2소구치(#15), 제1대구치(#16), 제2대구치(#17) 부위

외 스캔을 진행하여 두 이미지를 중첩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얻

가 결손 된 상태로 해당부위의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

어내는 기법이다[5]. 최종 보철물을 제작 시 기존의 인상채득 과

다. 해당부위의 임플란트 수복을 위해 우측 제1소구치(#14), 제

정의 비용과 기공과정, 환자의 불편감에서 오는 단점과 구강 상

1대구치(#16), 제2대구치(#17) 부위에 총 3개의 임플란트 식립

태에 따라 스캔을 위한 빛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강스캔의 단점

을 통해 4본 고정성 지르코니아 전장관 수복을 계획하였다. 본

을 보완하여 환자의 불편감을 줄이며 제작과정에서 생기는 오

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상악동 거상을 동종이종골(Bio-Oss;

류에 의한 재제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6].

Geistlich Pharma AG, Wolhusen, Switzerland)을 사용하여 상

본 증례는 구치부 상실로 인한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이중 스

악동 거상을 시행하였고, 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제1대구치

캔 테크닉으로 진행하였고,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

(#16), 제2대구치(#17) 부위에 임플란트 고정체(TS III SA; Os-

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stem, Seoul, Korea)를 식립하였다. 이후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위해 본과인 치과보철과로 의뢰되었다. 환자분의 구강 검사 결

A

B

C

D

E

F

Fig. 1. Intraoral photos and a panoramic radiograph taken after implant
surgery: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side view, (C) frontal view,
(D) left side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F) panoram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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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형을 제작하고, 임플란트 위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CAD

과 전치부터 소구치부까지 반대교합 상태였다(Fig. 1).

소프트웨어에서 가상 인상용 coping을 스캔 이미지상의 coping과 일치시켜 정렬을 시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티타늄 맞춤

최초 구강 스캔

형 지대주와 임시 수복물 형태를 디자인하였다(Fig. 4). 그 후 밀
환자의 구내에 스캔이 가능한 인상용 코핑(Scanbody; Os-

링 머신(Rainbow Mill; Dentium, Seoul, Korea)을 이용하여 티

stem)을 연결하였다. 스캔 시 상악 좌측 제2소구치(#25), 제1대

타늄 맞춤형 지대주(Premilled abutment; Dentalrix, Daegu,

구치(#26) 전장 금관 보철물의 빛 반사로 인한 스캔오류를 줄이

Korea)를 제작하고, Polymethylmethacrylate 블록(Zirden;

기 위하여 Powder scan spray (VITA, Yorba Linda, CA, USA)

Kuwotech, Gwangju, Korea)을 이용한 임시 수복물을 제작하

를 적용 후 구강 스캐너(TRIOS 3; 3Shape, Copenhagen, Den-

였다. CAD 소프트웨어를 통해 맞춤형 지대주와 임시 수복물을

mark)를 이용해 스캔을 시행하였다(Fig. 2, 3).

디자인할 경우 적절한 두께를 확인하면서 제작을 할 수 있다[7].
환자의 구내에 장착 전에 제작된 맞춤형 지대주를 모델 스캐너
(DOF FREEDOM HD scanner; DOF Inc., Seoul, Korea)를 이

맞춤형 지대주와 임시 수복물 제작 후 시적

용하여 스캔을 시행 후 stereolithography (STL) 파일로 저장해
스캔 된 파일을 토대로 CAD 소프트웨어(Exocad Den-

놓았다. 이는 최종 보철물 디자인 과정에서 참고로 사용된다.

talCAD; Exocad GmbH, Darmstadt, Germany)를 이용하여 가

A

B

Fig. 2. Preparing for scanning with
intraoral scanner (TRIOS3; 3Shape,
Copenhagen, Denmark): (A) other
prosthetic restorations are sprayed
with powder, (B) scan bodies are set
on #14,16,17 positio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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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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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17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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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ral scan images were taken:
(A) maxillary occlusal view with scan
body, (B) maxillary occlusal view
without scan body, (C) mandibular occlusal view, (D) bit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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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ig. 4. Converted images stored in STL
file format: (A) maxillary occlusal view
with scan body, (B) maxillary occlusal
view without scan body, (C) mandibular occlusal view, (D) designed data of
the abutment and provisional restoration.

A

B

C

환자 구내에 맞춤형 지대주와 임시 수복물을 장착 후 사용

D

Fig. 5. Intraoral photos of abutment
and provisional restoration set in
place: (A) occlusal view, (B) right side
view, (C) frontal view, (D) left side
view.

을 확인하고, 환자의 구내에서 맞춤형 지대주와 임시 수복물을
제거 후 바로 모델 스캐너(DOF FREEDOM HD scanner; DOF

제작된 맞춤형 지대주를 장착하고 임시 수복물을 환자의 구

Inc.)를 이용하여 모델 스캔을 시행하였다(Fig. 6). 모델 스캔의

강 내에 교합조정 후 임시 합착재(Temp bond; Kerr, Detroit,

과정은 3단계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로 맞춤형 지대주 스캔, 두

MI, USA)를 이용하여 임시 합착을 하였다(Fig. 5). 환자는 한달

번째로 임시 수복물 스캔, 마지막으로 맞춤형 지대주에 임시 수

동안 맞춤형 지대주와 임시 수복물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바

복물을 장착한 상태로 스캔을 시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유틸

뀐 구내 환경에 대한 적응도를 평가하였다.

리티 왁스를 부착하여 스캔 중에 맞춤형 지대주와 임시 수복물
의 분리를 막는다. 구외 스캔 후 맞춤형 지대주와 임시 수복물을

맞춤형 지대주와 임시 수복물 구외 스캔

다시 환자의 구강 안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최종 보철물은 지르코니아로 제작될 예정이었으므로 색

맞춤형 지대주와 임시 수복물을 한 달 사용 후 불편감이 없음

조 채득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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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복물 가상 왁스업 데이터와 맞춤형 지대주 및 임시
수복물 데이터의 중첩 및 조정

B

Fig. 6. Used provisional restoration
and abutment unit scan data: (A) buccal view, (B) occlusal view, (C) palatal
view.

Fig. 7. Overlapped and adjusted data:
(A) buccal view, (B) occlusal view, (C)
palatal view.

Fig. 8. Final restoration design data:
(A) buccal view, (B) occlusal view, (C)
palatal view.

Fig. 9. Setting final restoration in
place: (A) before filling access holes,
(B) after filling access holes.

을 중첩하는 것으로, 임시 수복물에서 확인된 최적 교합상태가
최종 보철물에 반영되었다. 이로써 실제 진료실에서 보철물을
조정하는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환자가 임시 수복물에서 느꼈

사용한 임시 수복물에서 만족감을 확인하고 그를 토대로 최

던 만족감을 최종 보철물에서도 얻어낼 수 있었다. 혹시 임시 수

종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CAD 소프트웨어상에서 스캔한 맞춤

복물 사용 중에 교합면이나 접촉점, 보철물 외형 등 보완되었으

형 지대주 위에 최종 보철물 형태로 가상 왁스업하였다. 그 후

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프트웨어상에서 바로 추가 적용이 가

가상 왁스업 데이터와 환자가 사용한 임시 수복물 스캔 데이터

능하다.

를 중첩하여 최종 보철물을 디자인하였다. 이 때 맞춤형 지대주
를 기준점으로 삼아 임시 수복물의 중첩을 진행하였다(Fig. 7).

최종 보철물 제작

이 과정에서 임시 수복물 스캔 데이터의 변연과 맞춤형 지대주
스캔 데이터의 변연을 일치시켜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외형에

최종 보철물은 Screw-cement retained prosthesis type

대해 미세 조정 후 최종 수복물을 디자인을 완료하였다(Fig. 8).

(SCRP type), 밀링 머신(Ceramill Motion2; Amanngirrbach,

이는 환자의 습관적 저작상태가 반영된 임시 수복물의 교합면

Koblasch, Austria)으로 지르코니아(Ceramill Zolid fx; A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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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Taken radiograph for check
the setting state: (A) panoramic view,
(B) periapical radiographic view.

Girrbach AG, Koblach, Austria) 블록을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함하고 있고, 저작효율이 중요한 구치부이므로, 심미성과 기능

환자 구강 내에 합착된 임시 수복물 제거 후 제작한 최종 보철

성, 생체적합성을 고려하여 지르코니아를 임플란트 보철물에

물 장착 및 조정을 시행하였다. 임시치아와 유사하게 제작된 최

사용하기로 하였다.

종 보철물의 적합도 및 교합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추가 조정은

보철물 제작 시 전통적인 인상채득 방법은 환자의 불편감이

거의 필요치 않았다. 적합도 확인 후 최종 보철물을 레진 시멘트

발생하고, 인상재료 및 기공과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Rely X Unicem; 3M ESPE, St. Paul, MN, USA)를 이용하여 접

기공단계를 거치면서 오차가 발생되며 이는 결국 잘 맞지 않는

착하였다(Fig. 9). 최종적으로 맞춤형 지대주와 임플란트의 연결

보철물이 제작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구강 스캐너를

상태, 최종 보철물의 변연 적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촬

이용하면 환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기공단계를 생략

영을 시행하였다(Fig. 10). 구강 안에서 최종 교합상태와 변연

하여 기존의 방법에 따른 오차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구

적합도, 인접치와의 접촉도를 확인하였을 때 임시 수복물 장착

강 스캐너의 사용만으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존

시와 비슷하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색조 또한 대합치와

재한다[1].

인접치의 색조와 외형 또한 조화로워 심미성에서도 만족스러웠
다.

구강 스캐너는 빛을 이용해 이미지와 거리정보를 얻어내며,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치은 연하 변연, 출혈 및 타액이 존재하
는 환경에서는 인상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1]. 그리고 이

술 후 체크

는 보철물의 제작에도 영향을 주며, 결국 적합도가 떨어진 보철
물이 제작되게 된다. 이러한 구강 스캐너의 단점을 이중 스캔 테

한 달, 세 달 후 환자의 술 후 체크를 시행하였다. 교합상태나

크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12]. 구강 내 스캔으로 얻어내기 어

변연 적합도, 인접면 접촉도, 색조와 외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

려웠던 치은 연하 변연과 같은 이미지를 구강 외 스캔을 통해 정

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확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구강 스캐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중 스캔 테크닉을 통해 제작한 치은 연하 변

Discussion

연 보철물에서 높은 변연 적합도를 가짐은 이미 다른 연구들에
서 보고된 바 있다[13].

지르코니아는 결정구조변태에 의한 강화효과로 높은 강도를

임시치아가 반영되지 않은 최종 보철물의 경우, 임시 수복물

보인다. 이는 입자가 응력을 받아 결정상의 변태와 체적팽창으

을 통해 얻은 적응기간 외에 새롭게 장착한 최종 보철물의 적응

로 인해 발생한 압축응력이 균열의 진행을 막아주는 기전을 갖

기간이 따로 존재하였으나, 이중 스캔 테크닉을 통해 만든 최종

기 때문이다[8]. 여기서 사용된 지르코니아는 치과용 재료 중 가

보철물은 적응된 임시 수복물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환자

장 강한 강도를 가진 3 mol% 이트리아로 부분 안정화된 지르코

의 적응기간을 줄일 수 있다[14,15].

니아인 3Y-TZP 세라믹을 사용한다[9]. 이는 높은 생체적합성을

또한, 최종 보철물을 처음 환자 구강 내에 연결하여 조정하는

지니고 있어 치은 연하 변연을 가진 보철물 수복이나 치은 주변

시간을 줄여 환자의 진료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임시 수복물의

위생관리가 중요한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 시 적합한 재료이다

재질이 최종 보철물의 재질보다 교합조정하기 더 수월하기 때

[10]. 기존에 사용되었던 지르코니아는 불투명성이 심미성을 떨

문에 임시 수복물을 구강 내에서 최적의 교합상태로 조정해 놓

어뜨렸으나, 최근 여러 층의 격자형 지르코니아 소결과정으로

을 시 이를 참고한 최종 보철물은 교합조정을 최소화하여 환자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로 심미성과 기능성까지 향상되

의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었다[11]. 이 환자의 경우 상실부위가 보일 수 있는 소구치를 포

특히 심미성이 높은 전치부의 보철 수복이나 심미적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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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높은 환자의 보철 수복 시, 재제작의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
가 있다. 이중 스캔 테크닉의 방식을 이용하면 임시 수복물의 형
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심미
성이 필요한 경우나 기대치가 높은 환자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여 재제작 횟수를 줄일 수가 있다[16].
이중 스캔 테크닉을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한 환자
는 현재 최종 보철물 장착 후 1년간 경과 관찰 중이며, 교합 및
인접면 접촉의 양호한 유지하고 있다. 색조와 형태면에서도 만
족할 만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중 스캔을 이용한 임플
란트 보철물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가 보고된 연구가 없기에 앞
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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