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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디지털 구강스캐 사용 경험에 따른 치과 생사의 인지도 선호도에 한 변화를 융합연구를 통해

악하고자 하 으며, 부산 역시와 경상 남· 북도 지역의 치과 생사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4.0 로그램을 통해 분석하 다. 디지털 구강스캐 사용경험이 있을수록 디지털 구강스캐 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구강스캐 사용경험은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과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

은 디지털 구강스캐 인지도와 디지털 구강스캐 의 인지도는 디지털 구강스캐 의 선호도와 정 상 이 나타났다. 결국

치과 생사의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이 있을수록 그 인지도 선호도가 높아져 치과 생사의 업무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 됨에 따라 디지털 구강스캐 련 지속 인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주제어 : 융합연구, 치과 생사, 디지털 구강스캐 , 임상, 인지도, 선호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changes of awareness and preference of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using a digital intraoral scanner through a convergence study. Data collected by an online survey 

for dental hygienists in Busan, Gyeongnam and Gyeongbuk were analyzed by SPSS 24.0 program. When dental 

hygienists had an experience of using a digital intraoral scanner, the awareness and preference of digital intraoral 

scann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e experience of using a digital intraoral scanne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linical application experience of digital intraoral scanners; the clinical application experience of digital 

intraoral scanners, with the awareness of digital intraoral scanners; and the awareness of digital intraoral scanners, 

with the preference of digital intraoral scanners. In conclusion, the dental hygienist's experience in clinical 

application of digital intraoral scanner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preference, resulting in the 

improvement of dental hygienists' work ability.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continuous education and learning about 

digital oral scanner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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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977년 최 로 소개된 이후 여러 부분의 보완을 거치

면서 발 되고 있는 디지털 구강스캐 는기존의 아날로

그 인상채득과는 다르게 구강스캐 를 통해얻어진 구강

구조의 자료를 3D 이미지로 형성하고 컴퓨터 모니터 상

에서수정 검토작업과모델 제작 단계를 이용하여 보

철물을 제작한다[1].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치과 기공 과

정에의 응용은 아날로그 인상채득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자의 타액 액에 의한 감염의 험성, 인상체

석고모형의 변형 가능성, 완성된 모형의 손상 가능성을

일 수 있다. 한, 치과 생사와 치과기공사의 기술과

숙련도 차이에 의한 결과물의 완성도 역시 일 수 있다

는 장 을 가지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구강

스캐 가 최 도입된 2010년 5월 이후 빠르게 확 ㆍ

용되고 있으며[3], 그 종류 한최근 2종류가 더해져 8종

류의 기능과 성능이 향상된 디지털구강스캐 가 보 되

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종류와 여러장 을 가진 디지

털 구상스캐 를 이용한 정확한 인상채득은임상 과정상

의 주요 단계인 스캔 부 의 건조, 렙 부 합치

스캔, 교합의 측부 스캔을 통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아날로그 인상채득

에 익숙해져 있는 치과 생사들에게는 디지털 구강스캐

의 장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부분을 익 야 하는 사

용상의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김 등[4]의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구강스캐 의 임

상 용을 경험할수록 디지털 구강스캐 에 한 인지도

가 높게 나타나 인상채득 분야의 디지털 활용에 한 치

과 생사의 인식이높아졌다고 보고하 으며, 강 등[5]의

연구결과 디지털 구강스캐 의 사용경험이 있고 사용정

도가 많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디지털 구강스

캐 에 한 정보를 달받기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즉, 기존의 아날로그 인상채득과 같은 익숙

함과 숙련됨, 노련함 등을 디지털 구강스캐 에서도 익

히기 해서는 그 과정의 반복된 임상 경험을 통한 학습

과 지속 인 노력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2,4,6].

따라서 다양한 장 을 가진 디지털 구상스캐 를 임

상에 용하여 술자 환자의 만족된 결과를 얻기 해

서는 인상채득 업무를 담당하는 치과 생사의 지속 인

교육과 학습을 통한 임상 용으로 가능하리라 단된다.

결국, 디지털 구강스캐 의 임상 용 경험을 통한 반복

학습 과정은 치과 생사의 디지털 구강스캐 에 한 인

지도와 선호도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하여

치과 생사를 한 보다 문 인 교육기 과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을 마련하여 인상채득 분야를 담당하는 치

과 생사의 디지털 구강스캐 의 임상 용과 련한 업

무능력 향상을 통해 치과 생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치과 생사들의 디지털 구강스캐 사용 경험에

따른 인지도와 선호도의 변화를 악하여 치과 생사들

의 업무 효율성 증 교육을 한 기 자료를 마련하

고자 한다.

2. 연 대상 및 방법

2.1 연 대상 및 방법

2017년 2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부산 역시와 경상

남·북도 기타지역의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치

과 생사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실시하 다. 연구

의 목 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127부를 최종 분석하

다.

연구의 도구는 박혜란[7]의 논문을 근거로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설문내용은 디

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 디지털 구강스캐 의

인지도와 선호도로 구분하 다. 디지털 구강스캐 의 인

지도와 선호도의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작성되었

고, 수가 높을수록 정 인 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

다.

2.2 방법

SPSS 24.0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으

며, 유의수 은 0.05에서 검증하 다. 디지털 구강스캐

의 임상 용 경험에 따른 구강스캐 의 인지도와 선호도

변수 차이를 알아보기 해서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각 변수들 간의 상 계는 디지털 구강스캐 의

사용경험과 임상활용 용 경험, 디지털 구강스캐 의

인지도와 선호도의 련성을 분석하 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는 디지털 구강스캐 의 인지도 0.898, 디지

털 구강스캐 의 선호도 0.919로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

으로 나타나 설문도구의 내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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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wareness of Intraoral Scanner according 

to Clinical Application Experience of 

Digital Intraoral Scanner

Variables
Mean±SD

p
Yes No

I think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is
more accurate than the impression
taking method using rubber.

3.49±0.87 3.19±0.76 <0.05

I think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is
more accurate than the impression
taking method using alginate.

4.05±0.84 3.47±0.84 <0.001

I think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is
simple in the preparation and
arrangement process than impression
taking with rubber.

3.95±0.95 3.51±0.92 <0.05

I think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is
simple in the preparation and
arrangement process than impression
taking with alginate.

3.85±1.01 3.63±0.80 0.175

I think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will
make the entire treatment process
simpler.

3.85±0.73 3.53±0.90 <0.05

I think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will
gain patient confidence.

4.00±0.81 3.81±0.74 0.202

I think I can learn and master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in a short time.

3.46±0.95 3.13±0.98 0.071

I think if I use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my impression taking skill is
superior to that of my colleague who is
not using it.

3.46±1.01 3.10±0.88 <0.05

Overall, I think the impression taking
using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is
useful in clinical practice.

3.85±0.85 3.59±0.77 0.088

Overall, I have good impression on the
impression taking with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in clinical practice.

3.73±0.87 3.41±0.85 <0.05

I think a training course on how to use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is
necessary.

4.24±0.80 4.03±0.79 0.167

I think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equipment needs to be possessed.

3.98±0.82 3.53±0.89 <0.01

I think skills are necessary in applying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to patients.

4.46±0.67 4.34±0.73 0.126

Total 3.87±0.62 3.56±0.53 <0.01

3. 연 결과

3.1 지털 강스캐너 상적용 경험에 른 지도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에 따른 구강스캐

의 인지도에 한 결과는Table 1과같다. 디지털 구강스

캐 임상 용 경험을 한 응답자의 인지도는 3.87 , 디

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하지 않은 응답자의

인지도는 3.56 으로 나타났다(p<0.01). 세부 요인별 결

과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한 응답자 ‘디

지털 구강스캐 는 알지네이트를 이용한 인상채득방법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한 응답자의 인지도는 4.05 , 디지털 구강

스캐 임상 용 경험을하지 않은응답자 3.47 으로나

타났다(p<0.001). ‘디지털 구강스캐 의 장비보유의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한 응답자의 인지도는 3.98 ,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하지 않은 응답자 3.53 으로 나타났다

(p<0.01). ‘디지털 구강스캐 는 러버를 이용한 인상채득

방법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한 응답자의 인지도는 3.49 ,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하지 않은 응답자 3.19 으

로 나타났다(p<0.05). ‘디지털 구강스캐 는 러버를 이용

한 인상채득보다 비 정리과정이 간단하다고 생각한

다’라고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한 응답자

의 인지도는 3.95 ,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하지 않은 응답자 3.51 으로 나타났다(p<0.05). ‘디지털

구강스캐 는 체 치료과정이 더 단순해질 것이라고 생

각한다’라고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한 응

답자의 구강스캐 3.85 ,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하지 않은 응답자 3.53 으로 나타났다(p<0.05).

‘디지털 구강스캐 를 시행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동료보

다 인상채득 실력이 앞선다고 생각한다’라고 디지털 구

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한 응답자의

인지도는 3.46 ,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하지 않은 응답자 3.10 으로 나타났다(p<0.05). ‘ 반

으로 임상에서 디지털 구강스캐 를 이용한 인상채득에

호감이 간다’라고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한응답자의인지도는3.73 , 디지털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하지 않은 응답자 3.41 으로 나타났다(p<0.05).

3.2 지털 강스캐너 상적용 경험에 른 강

스캐너  도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에 따른 구강스캐

의 선호도에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디지털 구강스

캐 임상 용 경험을 한 응답자의 선호도는 3.84 , 디

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하지 않은 응답자의

선호도는 3.54 으로 나타났다(p<0.05). 세부 요인별 결

과 ‘디지털 구강스캐 에 한 정보를 달받기를 바란

다’라고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한 응답자

의 선호도는 4.00 ,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하지 않은 응답자 3.56 으로 나타났다(p<0.05).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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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서 디지털 구강스캐 에 해 배우고습득할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한 응답자의 선호도는 3.95 , 디지털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을 하지 않은 응답자 3.62 으로 나타났다

(p<0.05).

Table 2. Preference of Intraoral Scanner 

according to Clinical Application 

Experience of Digital Intraoral Scanner

Variables
Mean±SD

p
Yes No

Would you like to receive the
information about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4.00±0.89 3.56±0.93 <0.05

Do you think it is worthy of learning
and mastering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even by putting your time?

3.95±0.92 3.62±0.81 <0.05

Do you have intention to use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3.98±0.88 3.69±0.86 0.080

Compared with rubber and alginate
impression taking methods, do you
prefer the impression taking method
using the digital intraoral scanner?

3.46±0.84 3.30±0.87 0.325

Total 3.84±0.82 3.54±0.77 <0.05

3.3 련 변수들과  상 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는 Table 3과 같다. 구강스

캐 사용경험은구강스캐 임상 용경험(r=0.816, p<0.01),

구강스캐 선호도(r=0.245, p<0.01),구강스캐 인지도

(r=0.278, p<0.05)와 정 상 을 나타냈다.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은 구강스캐 인지도(r=0.258, p<0.05), 구

강스캐 선호도(r=0.182, p<0.05)와 정 상 을 나타냈

다. 구강스캐 의 인지도는 구강스캐 의 선호도

(r=0.733, p<0.01)와 정 상 을 나타냈다.

4. 고찰 

1977년 Altschuler와 Young에 의해 구강 내 표면 정

보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방법인 디지털 구강스캐 가

최 로 소개된 이후 디지털 구강스캐 의 활용과 그

용범 가 차 확 되고 있다[1,8] 이에 치과계는 기존의

인상채득 방법이 아닌 인상채득의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

운 작업방식으로의 변화로 인상채득 분야를 담당하고 있

는 치과 생사의 디지털 구강스캐 의 활용과 사용경험

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4,5,9]. 이에 본 연구는 치과 생

사의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에 따른 인지도와

선호도를 악하여 치과 생사의 업무 효율성 증

디지털 구강스캐 교육 로그램 마련의 기 자료로 활

용되고자 한다. 연구내용을 심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구강스캐 의 임상 용 경험에 따른 구

강스캐 의 인지도 결과 디지털 구강스캐 의 임상 용

을 경험한 응답자의 인지도가 디지털 구강스캐 의 임상

용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인지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는 디지털 구강스캐 가 있을 경우 디지털 활

용에 한 치과 생사의 인식이 높게 나타난 김 등[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디지털 구강스캐 의 학습 후

치과 생사의 인식도 변화를 연구한 박[7]의 연구에 의

하면 학습 디지털 인상채득 방법에 해 58.9%가 효

율 이라고 답하 으나, 학습 후 기존 인상채득 방법에

비해 디지털 구강스캐 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이 63.4%

로 높아졌음을 보고하 다. 이는 디지털 구강스캐 의

임상 용 경험이 있을수록 구강스캐 에 한 인지도가

높아져 인상채득을 한 비 정리를 포함한 체 치

료과정에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기존 인상채득 방법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상채득의 디지털화를 통한 구강스캐 의 임

상 용으로 인상채득 업무를 담당하는 치과 생사의 업

무 효율성 업무능력향상을기 할수 있을것으로

단된다.

둘째,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에 따른 구강

스캐 의 선호도 결과 디지털 구강스캐 에 한 정보를

Table 3. Correlations with Related Variables

Variables

Intraoral
scanner
use

experience

Intraoral
scanner
clinical

application
experience

Awaren
ess
of

intraoral
scanner

Preference
of

intraoral
scanner

Intraoral
scanner
use
experience

-

Intraoral
scanner
clinical
application
experience

.816** -

Awareness
of intraoral
scanner

.278* .258* -

Preference
of intraoral
scanner

.245** .182* .733** -

The data were analys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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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투자해서라도 디지

털 구강스캐 에 해 배우고 습득하기를바라는 응답자

가 그 지 않은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강

보건 교육요구도가 높은 나타난 사람이 구강보건인식도

역시 높게나타났다고 보고한 김 등[10]의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결과로, 임상에서 디지털 구강스캐 를 용한 경

험이 있는 치과 생사일수록 지속 인 교육의 필요함을

보여 다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크다고 단된다.

실제로 디지털 구강스캐 의 보 이 차확 되고 있지

만 임상 용 시 구강 내 스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숙련도에 있어서어려움이많다[11]. 즉, 실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처할 수 있도록 치과 생사의교육이 임상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교육의 필요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5,12]

한, 보철 치료 시디지털 통 인상채득에 한

환자 만족도를 비교 연구한 윤 등[13]에 따르면 인상채득

에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 디지털인상채득보다 통

인상채득에 한 선호도가 더 높게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디지털 구강스캐 를 잘 활용하기 해서는 장

비의 사용법을 학습하고 임상에 실제로 용하기 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14]. 이

는 디지털 구강스캐 의 반복촬 을 학습한후 소요시간

의 변화를연구한 김[15]의 연구결과높은 학습효과가 발

생하 음을 보고하여 디지털 구강스캐 교육의 필요성

을 타나낸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디지털 구강스캐 를 임상에 용하여 술자

환자의 만족된 결과를 얻기 해서는 인상채득 업무를

담당하는 치과 생사의 지속 인 임상교육과 반복학습

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이는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최

근 요시 되고 있는 호스피스 교육 요도에 있어서 실

무 분야에서 높은 교육요구도를 나타냈다는 권 등[16]의

연구와 의료기 의 시설과 장비에 한 교육을 받았을

때 의료진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김등[17]의연구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치과 생사를 한 보다 문 인 교육기 과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을 마련하여 인상채득분야를 담

당하는 치과 생사의 디지털 구강스캐 의 임상 용과

련한 업무능력 향상과 치과 생사의 역량강화를 기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일부 치과 생사만을 상으로

조사하여 자료의 해석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

러나 치과 생사의 디지털 구강스캐 임상 용 경험에

따라 악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구강스캐 의 활용과 교육 필요성과 련된 계속 인 후

속연구로의 방향을 설정해주었음에 의의가 있다고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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