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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상용 코핑을 이용한 임플란트 인상법의

정확성에 대한 3차원적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및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김세라․김인수․박성재․이병옥․고석민

본 연구는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 제작을 위한 pick-up 인상 채득시 flag type의 새로운 인상용 코핑을 이용하여

제작된 모형과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인상용 코핑에 의해 제작된 모형의 정확성을 3차원적으로 비교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상용 코핑을 사용한 인상법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크릴릭 레진 블록으로 좌측은 전부 무치

악, 우측은 제 2 소구치가 상실된 상악 기준 모형을 제작하였다. 상악 우측 제 2소구치, 좌측 중절치, 좌측 견치,

좌측 제 2 소구치, 좌측 제 2 대구치 부위에 외부 육각 연결 방식의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였다. 기준 모형에

사용된 인상용 코핑 및 코핑 간에 연결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실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임플란트 고정체에 flag type

의 인상용 코핑을 체결한 경우 (실험군 Ⅰ), 기존 형태인 원통형의 인상용 코핑을 체결한 후 인상용 코핑을 자가

중합 아크릴릭 레진으로 연결한 경우 (실험군 Ⅱ), 원통형 인상용 코핑을 체결한 후 자가 중합 레진으로 연결하지

않은 경우 (실험군 Ⅲ). 총 15개의 모형을 제작하여 인상 채득하여 작업 모형을 제작한 후 기준 모형 및 작업 모형

을 5번씩 측정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flag type의 인상용 코핑을 이용하여 인상 채득한 군, 기존의 인상용 코핑을

자가 중합 레진으로 splinting하여 인상 채득한 군, 기존의 인상용 코핑을 splinting 하지 않고 인상 채득한 군의

작업 모형에서 각 임플란트 유사체 간 거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05). 또한 동일 수평면에 대한

수직적 거리를 비교한 결과 flag type의 인상용 코핑을 사용하여 제작한 작업 모형이 Point 2에서는 기준 모형에

가장 근접한 수치를 보였고 Point 3에서는 오차가 가장 컸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5). 그 외 Point에

서는 세 가지 방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5). 새로운 인상용 코핑을 사용한 인상법은 기존의

인상용 코핑을 사용한 인상법과 비교적 유사한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임플란트 인상 채득, 임플란트 인상용 코핑, 3차원적 정확성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0:26(3):323~337)

서 론

치과 임플란트의 출현으로 다수의 치아 상실

환자들이 가철성 보철의 필요성의 감소와 함께

인접치의 삭제 없이 고정성 보철물에 의한 수복

이 가능하게 되었다. 임플란트 치료는 5년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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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율이 상악에서 98%, 하악에서 97%으로 보고

되고 있지만, 15-24년간 성공율은 상악에서 78%,

하악에서는 86%로 보고되어 장기적인 사용에

따라 실패 가능성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2
. 임플

란트 치료의 실패는 임플란트 고정체의 매식 수

술시의 합병증에서 기인할 수 있고 수술 후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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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을 장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
3
. 특히 자연치와 달리 치주 인대

가 없는 임플란트는 수직 교합 하중에는 비교적

잘 견디나 측방 하중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취

약하므로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은 일반적인 보

철물에 비해 수동적 적합이 중요하다5. 만약 상

부 구조와 임플란트 고정체 간에 이러한 수동적

적합을 얻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 응력이 집중된

다면 임플란트 유지 나사의 풀림 혹은 파절, 임

플란트 경부의 골손실 또는 임플란트 고정체의

파절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6
. 이러한 상

부 보철물의 실패는 주로 부적절한 기공 과정이

나 잘못된 보철 설계가 원인이 되므로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제작 시 정밀한 기공 과정이 필요하

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제작은 정확한 인상 채

득에서 시작되며 인상 채득은 환자의 구강 내 상

태를 복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임플

란트 상부 보철물을 위한 고정체 수준의 인상 채

득 방법으로는 transfer 형태의 인상용 코핑을 이

용한 closed tray인상 채득법과 pick-up 형태의 인

상용 코핑을 이용하는 open tray 인상 채득법이

있다
7
. Open tray 인상 채득법에 사용하는 인상용

코핑은 통상적으로 two-piece이며 이는 긴 guide

pin과 회전 방지를 위한 사각형 내지 원통형의

코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다수의 임플란트

가 식립된 경우 인상용 코핑 간에 자가 중합형

레진을 사용하여 각각의 임플란트를 연결함으로

써 인상법의 정확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

가 중합형 레진은 경화되면서 수시간에 걸쳐 중

합 수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최종 인상의 변

형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10

.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새로운 인상용 코핑은 기존의 사각형

모양의 코핑에 편측으로 연장된 ‘wing’이 있어

인접 코핑과 연결 시 자가 중합 레진의 사용량

감소나 배제가 가능하여 레진 중합 수축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플란트 유사체(analog) 혹은 고정체 간의 거

리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접촉 방식을 이용한 3차원적 시스템과

비접촉 방식을 사용하는 hologram, laser, speckle

interference, moire phenomenon, stereophoto-

grammetry, photogrammetry 등이 있다. 후자의 방

식들은 계측자의 육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3차

원적 접촉 방식은 장치에 부착된 stylus가 측정하

고자 하는 점에 접촉하면 기준점에 대한 3차원

적 좌표를 구할 수 있는 원리이다. 임플란트 지

대주와 같이 부피가 큰 원통의 경우에는 둘레의

3점 이상의 좌표를 이용하여 가상의 원에 대한

중심을 구해 지대주의 중심점 좌표를 산출하게

되는데, 가상의 원을 구성하는 3점 이상의 측정

점은 동일 평면에 위치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y축을 고정하여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부피가

큰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고정체 간의 거리 변화

는 측정 가능하지만, y축이 고정되므로 3차원적

인 수직변화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차

원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뿔

형태의 실험용 지그를 제작하여 여러 평면에 존

재하는 중심점들의 좌표를 구한 후 이를 연장하

여 지그의 기저부에 3차원적 좌표를 산출함으로

써 기준모형과 작업모형 간의 3차원적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임

플란트 고정체 수준의 pick-up인상 채득시 새로

운 flag 형태의 인상용 코핑을 이용하여 제작된

모형 상의 임플란트 간 거리와 기존 형태의 인상

용 코핑을 이용하여 제작된 모형 상의 임플란트

간 삼차원적 거리 변화를 비교하여 새로운 인상

용 코핑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재료 및 방법

1. 기준 모형 제작

좌측은 전부 무치악, 우측은 제 2 소구치가 상

실된 상악을 상정하여 투명한 아크릴릭 레진 블

록으로 기준 모형을 제작하였다. 상악 우측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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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치, 좌측 중절치, 좌측 견치, 좌측 제 2 소구

치, 좌측 제 2 대구치 부위에 직경 4mm, 높이

13mm의 임플란트 고정체 dummy가 식립될 수

있도록 모형에 5개의 hole을 형성하였다. 형성된

hole에 외부 육각 연결 방식인 임플란트 고정체

(ABFR413A, φ 4.0 mm × 13.0 mm, US Ⅱ Plus®;

Osstem implant Co., Seoul, Korea)를 식립하였다

(Fig. 1). 이 때 평행측정기 (parallelometer)를 사용

하여 고정체 간에 최대한 평행을 유지하도록 하

였다.

2. 작업 모형 제작

1) 개인 트레이 제작

기준 모형을 비가역성 하이드로콜로이드 인상

재인 알지네이트(Alginoplast
®

; Heraeus Kulzer

GmbH, Hanau Germany)로 예비 인상을 채득 하

고 인상체 내에 석고(New plastone pale yellow®;

GC co., Japan)를 부어 복제 모형을 제작하였다.

석고가 경화된 후 모형 상에 치근첨에 해당하는

부위로부터 약 3~5mm 하방이면서 최후방 치아

의 후방으로 3mm되는 곳까지 연장하여 트레이

의 변연을 표시하였다. 이 변연과 일치하게 모형

상에 약 2mm 두께의 base plate wax(Modelling

Fig. 1. Standard acrylic resin model with 5

external connection implants.

wax
®
; Dentsply, England) 1장을 압접하여 인상재

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압접된 왁스

위에 트레이 제작용 광중합형 레진(Individo

Lux
®
; VOCO GmbH, Germany)을 적용하여 두께

2-3mm 가 되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였다. 추후

최종 인상 시 트레이의 착탈이 용이하도록 여분

의 광중합형 레진을 사용하여 치조제정으로부터

수직으로 뻗어 가볍게 곡선을 이루는 약 15mm

길이의 손잡이를 붙였다. 트레이 및 모형을 광중

합 경화기(Unilux
®
AC; Heraeus Kulzer, Germany)

내에 약 5분간 위치시켜 중합을 완성하였다. 경

화 후 모형에서 트레이를 분리해 내고 트레이 내

면에 존재하는 연화된 왁스를 제거하였다. 완성

후 발생하는 경화 수축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

해 트레이는 최종 인상 채득 24시간 전에 제작하

였다. 레진용 트리밍 버를 사용하여 트레이의 가

장 자리를 부드럽게 다듬었고 고정체가 식립된

부위에는 guide pin이 트레이 밖으로 약 2-4mm정

도 돌출되도록 트레이에 hole을 형성하였다.

2) 인상 채득과 작업 모형 제작

제작해 놓은 기준 모형의 인상 채득을 위해 각

임플란트 고정체에 guide pin(CSR150; Osstem

implant Co.,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인상용 코

핑을 연결하였다. 이 때 기준 모형은 사용된 인

상용 코핑 및 코핑 간에 연결 여부에 따라 세 가

지 실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즉, 임플란트 고정체

에 새로운 형태인 flag type의 인상용 코핑

(ICFR500N; Osstem implant Co., Seoul, Korea)을

체결한 경우 (실험군 Ⅰ), 기존 형태인 원통형의

인상용 코핑(ICFR500; Osstem implant Co., Seoul,

Korea)을 체결한 후 인상용 코핑을 자가 중합 아

크릴릭 레진으로 연결한 경우 (실험군 Ⅱ), 원통

형 인상용 코핑을 채결한 후 코핑 간을 자가 중

합 레진으로 연결하지 않은 경우 (실험군 Ⅲ)로

분류하였다. 실험군 Ⅱ에서는 인상용 코핑 사이

를 치과용 치실로 묶은 후 자가 중합형 레진

(Pattern resin
®
; GC Co., Tokyo, Japan)을 치실 주

위에 첨가하는 brush-on technique을 이용하여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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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mplant coping Method

Group Ⅰ
(flag type )

ICFR500N

(Osstem
®

implant Co., Seoul,Korea)
Non-splinting

Group Ⅱ
(conventional straight type)

ICFR500

(Osstem® implant Co., Seoul,Korea)
splinting

Group Ⅲ
(conventional straight type)

ICFR500

(Osstem® implant Co., Seoul,Korea)
Non-splinting

TableⅠ. Impression copings used in this study

핑을 서로 연결하였다. 이 때 자가 중합 레진의

수축을 보상하기 위해 연결부 중심을disk 를 사

용하여 절단하였고 인상 채득 전에 레진으로 재

연결하였다. 연결에 이용된 아크릴릭 레진의 경

화수축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레진 적용 후 20분

이상 방치하고 나서 인상을 채득하였다.

인상체와 개인 트레이 간에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해 놓은 개인 트레이 내부 및 트레이

외부로 약간 연장하여 트레이 접착제(Adhesive®;

GC co., Japan)를 얇게 도포하였다. 도포 후 트레

이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할 수 있도록 인상 채득

전에15분 이상 방치하였다. 기준 모형 상의 인상

용 코핑에는 저점주도 실리콘 인상재(Exami-

xfine
®

injection type; GC co., Japan)를 적용하고

개인 트레이 내부에는 automix machine(Pentamix

2
®
; 3M ESPE AG, Minnesota, Germany)을 사용하

A, Flag type ; B, Conventional type ; C, Guide pin

Fig. 2. Shape of impression coping and guide pin using in this study

여 고점주도 실리콘 인상재(Imprint
TM

II Penta
TM

heavy body, 3M ESPE AG, Germany)를 적용하는

연합 인상법을 이용하여 최종 인상을 채득하였

다. 인상재가 중합되는 동안 트레이가 움직이지

않게 견고하게 고정하였다.

인상재가 경화된 후 guide pin을 분리한 다음

고정체로부터 인상체 및 인상용 코핑을 제거하

였다. 인상체 내에 묻혀 있는 인상용 코핑에 임

플란트 유사체를 연결시킨 후 석고 주입 시 진동

에 의해 풀리지 않도록 guide pin을 약 7Ncm의

힘으로 체결하였다. 인상용 코핑과 임플란트 유

사체 간에 정확한 체결을 확인한 후 base plate

wax로boxing 후 초경석고(GC FujiRock
®

EP; GC

Europe N.V., Leuven, Belgium)를 주입하였다. 초

경석고가 경화한 후 guide pin을 분리하고 인상

용 코핑을 제거하여 작업 모형을 완성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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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p Ⅰ; B, Group Ⅱ ; C, Group Ⅲ

Fig. 3. Acrylic resin model.

각의 실험군에 대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상

채득을 5회씩 반복하여 총 15개의 작업모형을

제작하였다 (Fig. 4).

3. 측정용 지그 제작 및 측정 원리

모형 내에 위치 하고 있는 임플란트 고정체 및

임플란트 유사체의 3차원적 위치를 측정하기 위

해 임플란트 고정체 및 유사체에 연결 가능한 원

뿔 형태의 측정용 지그를 제작하였다. 측정용 지

그는 상부가 밑면의 반지름이 5mm, 높이는

14mm인 원추 형태이며 하부는 상부와 반지름이

Fig. 4. Master cast using flag type coping.

동일하고 높이는 5mm인 원통 형태가 되도록 절

삭 가공하였다. 지그의 하부에는 직경 2mm, 높

이 5mm의 원통이 부착되어 그 밑면이 임플란트

고정체의 외부 육각구조와 접하게 하였고 지그

밑면의 중심점을 고정체의 기준점으로 정하였

다. 밑면의 중앙에는 2mm 길이의 나사산이 있는

stud 가 달려 있어 임플란트 고정체 및 유사체에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Fig. 5).

지그 밑면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기준점과 stud

의 위치는 경사가 있는 원뿔이 수평면에 대해 형

성하는 2개의 타원으로 결정되었다 (Fig. 6). 이

두 개의 타원은 공통된 중심 축을 갖게 되며 x-y

평면에서도 동일한 방향을 갖게 하였다.

Fig. 5. The measuring jig and the position of

bas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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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slanted cone and two ellipses created

by intersection the cone with horizontal

planes.

먼저 원뿔의 중심축의 경사각을 측정한 후 원

뿔의 정점의 위치를 측정했고 각 정점의 위치로

부터 기준점의 위치를 계산하였다. 경사각은 Fig.

6과 같이 x-y 평면의 회전각과 z 축의 tilting angle

로 구성되어 있다. x-y 평면의 회전각은 두 타원

에서 공통 중심 축과 x축 사이에서 형성된 각이

다.

Tiliting angle은 원뿔과 타원과의 기하학적인

관계로부터 도출되었고 두 개의 사선은 측정한

좌표에서 수평적으로 잘린 평면을 보여 준다

(Fig. 8).

잘린 평면 사이의 거리는 h, 타원의 중심축에

서 교차되는 점이 각각 P, Q, R, D이다. 원뿔의

각도는 다음과 같이 oblique triangle 간의 삼각법

으로부터 도출되었다.

QMPM
PQQMPM

××
-+

=
2

)2cos(
222

b

정점 M은 PR과 거리 m이 포함된 평면 사이에

형성된 점이다. 거리 m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m=(RS/PQ-RS)*h

정점에서 기저점까지 거리는 Fig. 9와 같이 기

저 평면의 높이와 2개의 동심원을 측정함으로써

얻어졌다.

Fig. 7. The slanted angle consisting of rotational

angle in x-y plane and tilting angle from

z axis.

Fig. 8. Geometric relationship between the cone

and the two ellipses.

이러한 측정 원리에 따라 지그를 각 고정체에

연결한 후 두 개의 가상 원주 또는 타원주의 중

심 좌표를 측정하였고 각 중심점을 연결하여 원

뿔 꼭지점의 3차원적 좌표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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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surement of distance between pinnacle

point and base point.

4. 측정 및 통계

기준 모형 및 작업 모형의 좌측 제 2대구치 부

위에 식립된 고정체와 유사체를 Point 1, 좌측 제

2소구치 부위는 Point 2, 좌측 견치 부위는 Point

3, 좌측 중절치 부위는 Point 4, 우측 제 1소구치

부위는 Point 5로 정하여 각 Point의 중심점에 해

당하는 좌표를 측정하였다 (Fig. 10)

이 때 각 고정체 중심에 해당하는 점의 상대적

인 3차원적 좌표 측정을 위해 미리 제작한 원뿔

형의 측정용 지그를 각 모형의 고정체에 연결하

고, 접촉식 3차원 계측장치 (SIGMA-7106C
®
;

Duck-In co.,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11). 접촉식 3차원적 측정기가 y축 방향으로 움

Fig .10. Data points and measuring distance.

Fig. 11. Three dimentional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직이면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y축은 고정하

고 x 및 z 좌표를 구하였다. 기준 모형의 좌표는

총 5번 반복 계측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Point 1

로부터 각 Point 간의 거리를 도출하였다. 15개

작업 모형은 각 임플란트 유사체의 중심점에 해

당되는 좌표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후 Point

1로부터 각 Point 간의 거리를 도출하였다.

기준 모형과 작업 모형의 계측치는 윈도우용

SPSS Version 12.0 (SPSS Inc., IL, USA)를 사용하

여 multiple ANOVA 및 multiple comparision를 시

행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를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5% 유의 수준으로

검증하였다.

결 과

1. 기준 모형에서 각 고정체 간 거리

기준 모형 상에서 Point 1를 기준으로 한 각 점

의 평균 거리는 Table Ⅱ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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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인상 방법에 따라 제작된 작업 모형에서

임플란트 유사체 간의 거리

실험군Ⅰ, Ⅱ, Ⅲ의 작업 모형 상에서 Point 1를

기준으로 한 각 point 간의 평균 거리는 Table Ⅲ,

Ⅳ,Ⅴ와 같다.

새로운 형태인 flag type의 인상용 코핑을 사용

하여 만들어진 작업 모형은 기준 모형에 비교했

을 때 Point 1로부터 Point 2까지의 거리가 기준

모형과 0.053mm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다른 군

에 비해 차이가 약간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또한 Point 1 로부터

Point 3까지의 거리는 기준 모형과 0.025mm,

Point 1 로부터Point 4까지의 거리는 0.085m,

Point 1 로부터Point 5까지의 거리는 기준 모형과

0.136mm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P>.05).

기존의 원통형 코핑에 자가 중합 레진을 사용

하여 연결한 군의 Point 1로부터 Point 3까지의

거리를 기준 모형과 비교한 결과 0.363mm의 차

이를 보였으며, Point 4까지의 거리는 0.091mm,

Point 5까지의 거리는 기준 모형과 0.183mm를 보

여 세 point에서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05).

기존의 원통형 코핑에 자가 중합 레진으로 연

결하지 않은 채 인상 채득하여 제작한 작업 모형

distance

(average)

standard

deviation

point 1 ~point 2 16.578 0.015

point 1 ~point 3 29.442 0.011

point 1 ~point 4 37.495 0.013

point 1 ~point 5 44.172 0.025

Table Ⅱ. Mean distances and standard deviations

from Point 1 to other points in the

standard model (millimeter)

에서는 Point 1로부터 Point 2까지의 거리가 기준

모형에 비해 -0.025mm, Point 3까지의 거리는

distance

(average)

standard

deviation

point 1 ~point 2 16.631 0.045

point 1 ~point 3 29.467 0.067

point 1 ~point 4 37.580 0.019

point 1 ~point 5 44.308 0.061

Table Ⅲ. Mean distances and standard deviations

from Point 1 to other points in group Ⅰ

(millimeter)

distance

(average)

standard

deviation

point 1 ~point 2 16.619 0.074

point 1 ~point 3 29.805 0.612

point 1 ~point 4 37.586 0.137

point 1 ~point 5 44.355 0.715

Table Ⅳ. Mean distances and standard deviations

from Point 1 to other points in group Ⅱ

(millimeter)

distance

(average)

standard

deviation

point 1 ~point 2 16.553 0.103

point 1 ~point 3 29.431 0.108

point 1 ~point 4 37.523 0.137

point 1 ~point 5 44.232 0.181

Table Ⅴ. Mean distances and standard deviations

from Point 1 to other points in group Ⅲ

(mill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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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ative distances from Point 1 to

Point 2 in the experiment groups.

Fig. 13. Comparative distances from Point 1 to

Point 3 in the experiment groups.

-0.011mm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P >.05).

각 실험군에서 Point 1로부터 Point 2, Point 3,

Point4, Point5까지 거리를 비교한 그래프는 Fig.

12, 13, 14, 15와 같다.

기준 모형과 각 실험군의 Point 간의 거리를 비

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Fig. 16).

3. 기준 모형과 각 인상 방법에 따른 작업 모형

의 수직적 거리 비교

인상 채득 방법에 따른 3차원적 변화를 비교

하기 위해 기준 모형에 대한 작업 모형의 동일

Fig. 14. Comparative distances from Point 1

to Point 4 in the experiment groups.

Fig. 15. Comparative distances from Point 1 to

Point 5 in the experiment groups.

평면에 대한 수직적 거리를 계산하였다(Table 7,

Fig. 17). 이 때 기준 모형의 Point 1를 기준으로

하여 각 Point의 수직적 거리 변화를 비교하였다.

기준 모형과 각 작업 모형의 각 Point에 대해 동

일한 평면에 대한 수직적 거리 변화는 flag type

의 새로운 인상용 코핑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작

업 모형 내의 Point 2가 가장 변화가 적었으며

Point 3에서의 오차가 가장 컸다(P <.05). Flag

type의 새로운 인상용 코핑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작업 모형은 Point 4와 5에서 가장 오차가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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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model Group Ⅰ Group Ⅱ Group Ⅲ
point 1~point 2 16.578 16.631 16.619 16.553

point 1~point 3 29.442 29.467 29.805 29.431

point 1~point 4 37.495 37.580 37.586 37.523

point 1~point 5 44.172 44.308 44.355 44.232

Table Ⅵ. Comparison of distances in the standard model and experiment groups (millimeter)

Standard model Group Ⅰ Group Ⅱ Group Ⅲ
point 2 0.065 0.021 0.041 0.045

point 3 0.072 0.114 0.066 0.075

point 4 0.018 0.064 0.045 0.045

point 5 0.004 0.065 0.060 0.062

Table Ⅶ. Vertical distances of data points in the standard model and experiment groups (millimeter)

Fig. 16. A graph of comparison between the

vertical distances in the standard

model and experiment groups

총괄 및 고안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는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후 골유착을 획득하여 상부 보철물이 그 위

에 정확하게 장착될 때 이뤄진다. 임플란트 치료

의 실패는 고정체의 골유착의 실패, 잘못된 식립

각도 등 수술에서 기인한 요인 이외에 보철물의

기공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은 제작시 수평력을 최소

화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보철물 결합시에 반드

시 수동적 적합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철물의 기계적인 실패나 임플란트의 실

패 혹은 생물학적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임플란트 보철물과 지대주, 고정체 간의 수동적

적합은 장기적인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을 좌우

하며 이런 수동적 적합을 이루기 위한 선행 조건

은 정확한 인상 채득과 이에 의한 정확한 작업

모형 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임플란트의 인상 채득 방법으로 인상체 내에

인상용 코핑이 매몰된 채로 인상을 채득하는

open tray 방법과 인상 채득 후 인상용 코핑을 인

상체 내에 삽입하는 closed tray 방법이 있다.

Closed tray인상 채득법은 Open tray 인상 채득법

에 비해 간편하지만 구강 외에서 임플란트 고정

체나 지대주와 transfer coping을 먼저 연결한 후

인상체 내의 본래 위치로 넣어줄 때 정확한 재위

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Open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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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채득법은 다수의 임플란트가 평행하지 않

게 식립된 경우에 Closed tray 인상 채득법에 비

해 더 정확한 편이다7. 특히, 다수의 임플란트 인

상 채득에서 Open tray 인상법을 이용할 때 인상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인상용

코핑을 자가 중합 레진으로 연결한다8. 그러나

자가 중합 레진은 중합시 수축이 발생하고 혼수

비에 따라 수축률이 달라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

다. Assif 등은 3가지 다른 연결 재료를 사용한

인상법에 대한 비교를 했고 그 결과 이원 중합형

레진을 이용하는 것 보다 자가 중합 레진이나 인

상용 석고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였

지만, 자가 중합 레진으로 코핑을 연결한 경우와

코핑을 연결하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없다는 주

장13, 14, 26, 27도 있다. 그러나 Vigolo 등35은 사각형

인상용 코핑을 사용한 실험에서 자가 중합 레진

을 사용하거나 airborne-particle 처리가 된 그룹에

서 더 정확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Carr 등은 3차원적 측정 현미경을 이용하여 경

사진 인상용 코핑을 사용하여 간접법으로 인상

채득한 것과 사각형 코핑을 사용하여 직접법으

로 인상 채득한 것을 비교하였다
7
. 이 때 현미경

을 통한 위치 측정을 위해 구의 끝에 스프링을

부착하여 측정하였는데 측정점에 매번 스프링을

부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Phillips 등은 접촉식

3차원적 계측 장치를 이용하여 자가 중합 레진

으로 연결된 경사진 코핑과 사각형 형태의 코핑

을 사용한 인상법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36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접촉식 3차원적 계측 장치는

측정 탐침과 프레임으로 구성된 접촉식 탐침이

기준점을 정하고 그에 따라 특정 점의 위치를 알

아내는 것이며 이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디지털 수치로 환산된다. 탐침은 평면, 원통, 구

등에 접촉할 수 있도록 금속 shaft로 이뤄져 있

다. 탐침이 표본에 접촉하면 X, Y, Z값이 자동적

으로 컴퓨터로 보내지면서 3차원적 측정이 가능

하다. 그러나 이런 계측 장치는 2차원적 계측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단단한 물질에만

접촉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측정체의 크기가 제

한되므로 큰 물체에서의 사용에 한계가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인상 채득 전 후 변화를 입체

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원뿔

형의 측정용 지그를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서 모

형 상의 임플란트 고정체 혹은 유사체의 중심점

에 대한 3차원적 좌표 산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절삭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이 지그는 하부에 나

사산이 있는 stud가 있어 임플란트 고정체 혹은

유사체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

때 연결시 조여지는 힘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그 하부와 stud 사이에 stop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실험의 오차를 사전에 방

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인 flag type의 인상

용 코핑을 이용한 경우, 기존 형태인 standard

type의 원통형 인상용 코핑을 채결하여 이들을

자가 중합 레진으로 연결한 경우, standard type

인상용 코핑을 채결한 후 자가 중합 레진으로 연

결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인상을 채득한 뒤 제

작한 작업 모형을 접촉식3차원 계측기를 사용하

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Point 1에서 가장 근접한

점인 Point 2에서는 flag type의 인상용 코핑을 이

용하여 제작된 작업 모형의 오차가 가장 컸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Point

3에서는 기존의 인상용 코핑을 체결한 후 자가

중합 레진으로 연결한 뒤 인상을 채득하여 제작

된 작업 모형에서 오차가 가장 컸고 자가 중합

레진으로 연결 하지 않고 제작된 작업 모형은 기

준 모형보다 평균 거리가 짧았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Point 4와 5에서

는 기존의 인상용 코핑을 자가 중합 레진으로 연

결하지 않고 제작된 작업 모형에서 거리의 오차

가 가장 작았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flag type 인상용 코핑을 사용하여 제작된 작업

모형의 오차가 작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P > .05). 세 가지 인상법을 통한 작

업 모형의 거리 차이에 대한 비교 결과 모든 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P > .05). 본 실험의 결과는 자가 중합 레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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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상용 코핑을 연결한 경우와 코핑을 연결하

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없다는 Assif 등(1999)의

주장과 같은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기준 모형과

작업 모형 간의 동일한 평면 상에서 수직적 거리

를 비교한 결과 Point 4와 5에서는 모든 실험군에

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Point 2에서는 flag

type을 사용한 실험군에서 3차원적으로 가장 정

확하였고 Point 3에서는 오히려 오차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P <.05). 이 결과는 본 실험에서 사

용된 실험용 지그가 고정체에 불완전하게 연결

되었거나, 실험 시 측정 오차에 의한 결과로 추

측된다.

인상용 코핑의 형태 및 코핑 간의 연결에 따른

각 인상법의 정확성을 3차원적으로 비교하기 위

해 특별히 고안된 측정용 지그와 접촉식 3차원

적 계측 장치를 사용한 본 연구에서 각 실험군

간에 거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 수평면에 대한 수직적 변화에서 flag type

을 사용한 경우에 일부 Point에서는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상재의 종류, 사용한 트레이

의 유형, 각 임플란트 간의 각도와 개수, 기공 과

정에서의 오류, 생체 외 실험의 한계성을 고려하

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고려한 향후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제작

하기 위한 pick-up 인상 채득법에서 기존 형태인

원통형의 인상용 코핑과 새로운 형태의 flag 형

인상용 코핑을 사용하여 인상 채득 후 제작된 모

형을 기준 모형과 비교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상

용 코핑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 결과 새로운 flag type의 인상용 코핑

을 이용하여 인상 채득한 군, 기존의 인상용

코핑을 자가 중합 레진으로 splinting하여 인

상 채득한 군, 기존의 인상용 코핑을 splinting

하지 않고 인상 채득한 군의 작업 모형에서

각 임플란트 유사체 간 거리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P >.05).

2.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인상 채득하여 제작한

작업 모형에서 각 임플란트 유사체 간의 동일

수평면에 대한 수직적 거리를 비교한 결과

flag type의 새로운 인상용 코핑을 사용하여

제작한 작업 모형이 Point 2에서는 기준 모형

에 가장 근접한 수치를 보였고 Point 3에서는

오차가 가장 컸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 <.05). 그 외 Point에서는 세 가지 방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5).

3. 새로운 인상용 코핑을 사용한 인상법은 기존

의 인상용 코핑을 사용한 인상법과 비교적 유

사한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flag 형의

새로운 인상용 코핑을 사용하여 인상을 채득

할 경우 자가 중합형 레진에 의한 연결 과정

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므로 더 간편하면서

도 기존의 인상용 코핑을 사용한 인상법과 유

사한 정도의 정확한 인상 채득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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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Dimens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Accuracy Of

Impression Technique Using New Impression Coping

Se-Ra Kim1, In-Soo Kim1, Sung-Jae Park1, Byung-Ok Lee2, Sok-Min Ko1

1Dept. of Dentistry, School of Medicine,
2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Ajou University, Suwo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vailability of the new impression coping by comparing with conventional

coping in implant pick-up impression technique. Five implant fixtures were installed on #14, 21, 23, 25, 27 in acrylic resin

model. That model with 5 fixtures was standard model, which was divided 3 groups; using new flag type impression

coping, conventional impression coping splinted with self-curing resin, conventional impression coping without splinting.

We made metal circular cones for calculation 3-dimensional coordinates by attaching to implant fixtures or analogs.

Three-dimensional relationships of each model were calculated. Data was analyzed by multiple ANOVA and Bonferroni.

The accuracy of impression between using new flag type impression coping and conventional impression coping did not

show differences in 3 – dimensional analysis.Within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new flag type impression coping is

available in implant pick-up impress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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