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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목적: 최근 임플란트의 정확한 식립을 위해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의

사용 시 임플란트 드릴링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방법: 임플란트 드릴링을 위해 하악좌측견치, 하악좌측제1대구치, 

하악우측제1대구치, 하악우측제2대구치가 결손된 부분무치악 실험용

하악 모형 12개를 준비하였다. 준비한 모형은 좌측에는 최후방 구치가

존재하고, 우측은 후방 구치가 상실되어 있는 모형(LHW-1, M.Tech 

Korea, Guri, Korea)이었다. 하악좌측견치에는 메가젠 사의 AnyOne

직경 3.5㎜ 길이 11.5㎜, 하악좌측제1대구치에는 Anyridge 직경

4.5㎜ 길이 10㎜, 하악우측제1대구치에는 Anyone 직경 4.5㎜ 길이

10㎜, 하악우측제2대구치에는 Anyone 직경 4.5㎜ 길이 8.5㎜

임플란트를 드릴링 하기로 결정하였다.

준비한 모형은 CBCT 촬영을 하고 영상자료를 다이콤(Dicom)

파일로 저장하였다. 정확도 비교를 위해 4개의 군을 설정하였다.

1군은 수술가이드 없이 임플란트 드릴링(free-hand drilling)을

시행한 군이었다. 2군에서는 실험용 모형을 인상채득 한 후 전통적인

가이드를 만들고, 수술가이드로 이용하여 임플란트

드릴링(conventional stent guided drilling)을 시행하였다. 3군에서는

메가젠 사의 R2GATE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한 수술가이드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드릴링(R2GATE stent guided drilling)을

시행하였다. 4군에서는 사이버메드 사의 In2Guide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 제작한 수술가이드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드릴링(In2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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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nt guided drilling)을 시행하였다.

변형된 디지털 캘리퍼스(digital caliper)를 이용하여 드릴링으로

형성된 공동(cavity) 상부 근원심직경, 상부 협설측직경, 깊이를

측정하였다. 드릴링으로 형성된 공동의 직경이나 깊이에서 드릴링에

사용된 최종 드릴의 직경이나 깊이를 뺀 값의 군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임플란트 드릴과 형성된 공동간의 근원심직경 평균 차이는

1군에서 0.27 ± 0.10㎜, 2군에서 0.24 ± 0.15㎜, 3군에서 0.08 ±

0.07㎜, 4군에서 0.09 ± 0.07㎜였다. 임플란트 드릴과 형성된 공동

간의 협설측직경 평균 차이는 1군에서 0.44 ± 0.20㎜, 2군에서 0.49

± 0.31㎜, 3군에서 0.09 ± 0.06㎜, 4군에서 0.09 ± 0.26㎜였다.

깊이 평균 차이는 1군에서 0.38 ± 0.26㎜, 2군에서 0.68 ± 0.68㎜, 

3군에서 0.15 ± 0.14㎜, 4군에서 0.33 ± 0.43㎜였다.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R2GATE나 In2Guide 수술가이드를 사용한

경우에 가이드 없이 또는 전통적인 수술가이드를 사용하여 드릴링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작은 값을 보였다. (P<0.05)

본 연구의 결과는 임플란트 식립 경험이 없는 술자가 임플란트

드릴링 시에 R2GATE나 In2Guide 수술가이드를 이용할 경우, 가이드

없이 또는 전통적인 수술가이드를 이용하여 드릴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드릴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임플란트, 드릴링, 수술가이드, R2GATE, In2Guide

학  번 : 2014-23041



iii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3

제 2 장 연구 재료 및 방법.................................................... 4

제 1 절 실험용 모형 준비 및 임플란트 종류 결정.......................4

제 2 절 CBCT 촬영.......................................................................4

제 3 절 정확도 비교를 위한 군 설정............................................5

제 4 절 임플란트 드릴링 시행.......................................................7

제 5 절 임플란트 드릴링으로 형성된 공동의 직경, 깊이 측정 ....9

제 6 절 통계적 분석 ....................................................................10

제 3 장 연구 결과...............................................................11

제 4 장 총괄 및 고찰 ..........................................................13

제 5 장 결    론 ................................................................16

참고문헌 .............................................................................17

Abstract ............................................................................26



iv

표 목차

[표 1] 치아위치별 드릴링에 사용된 최종 임플란트 드릴의 측정값

(㎜) ...................................................................................21

[표 2] 치아 위치 구분 없이 각 군별 드릴링 정확도(㎜) .........21

[표 3] 치아 위치에 따른 각 군별 드릴링 정확도(㎜)..............22

그림 목차

[그림 1] 실험용 부분 무치악 모형........................................23

[그림 2] 석고모형 기반의 전통적인 가이드............................23

[그림 3] R2GATE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 임플란트 식립......23

[그림 4] R2GATE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한 수술가이드.......24

[그림 5] In2Guide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 임플란트 식립......24

[그림 6] In2Guide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한 수술가이드.......25



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과보철치료는 상실된 단일치, 부분 무치악 및

완전 무치악을 수복하는 성공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1

임플란트를 사용한 보철치료는 인접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치료의 결과는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우며 심미적으로 자연치와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어 임플란트 보철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술자가 계획한

곳에 정확히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다.3 현재 임상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은 가이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가이드의 도움

없이 식립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4 술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와 방향을 디자인하여 이대로 수술하도록 제작된 도구를 수술

가이드라 한다.5,6 임플란트 식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통적인

석고모형 기반의 임플란트 수술가이드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으나, 

CBCT의 도입, 구강스캐너 및 모델스캐너의 발전, 디지털 영상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 계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수술가이드가 개발되었다.7

임플란트 식립 계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수술가이드는 구강

내를 스캔한 영상과 CBCT 영상을 정합하여 임플란트 식립 계획

프로그램 상에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 방향을 디자인하여 제작하고

임플란트 식립 시 이용한다.8 수술용 가이드를 사용하면 구강

내에서의 절개없이 보철치료에 적합하고 골의 형태에 알맞은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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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5 임플란트 식립 계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수술가이드의 문헌상 오차는 임플란트

상단에서 평균 1.22㎜, 임플란트 하단에서 평균 1.51㎜였으며,

각도오차는 평균 4.9°였다. 9-16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3가지 군 이상의 여러 실험군의 드릴링 비교연구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3

제 2 절 연구의 내용

현재 임상에서 임플란트 식립 시에 가이드의 도움 없이 또는

전통적인 가이드나 임플란트 식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수술가이드를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아상실 모형에

임플란트 드릴링 시에 형성된 공동의 크기를 비교하여 R2GATE

(Megagen implant, Daegu, Korea), In2Guide(Cybermed Co., Seoul, 

Korea)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한 임플란트 수술가이드를 이용한

드릴링과 전통적인 가이드의 사용 또는 가이드의 도움 없이 시행한

드릴링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4

제 2 장 연구 재료 및 방법

제 1 절 실험용 모형 준비 및 임플란트 종류 결정

하악좌측견치, 하악좌측제1대구치, 하악우측제1대구치, 

하악우측제2대구치가 결손되어 있는 하악모형을 준비하였다. 좌측은

최후방 구치가 있고, 우측은 후방 구치가 상실되어 있는 모형(LHW-

1, M.Tech Korea, Guri, Korea)으로 총 12개를 준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그림 1).

메가젠 임플란트사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하악좌측견치에는

AnyOne 직경 3.5㎜ 길이 11.5㎜, 하악좌측제1대구치에는 AnyRidge

직경 4.5㎜ 길이 10㎜, 하악우측제1대구치에는 AnyOne 직경 4.5㎜

길이 10㎜, 하악우측제2대구치에는 AnyOne 직경 4.5㎜ 길이 8.5㎜

임플란트를 드릴링 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2 절 CBCT 촬영

준비한 모형을 각각 CBCT(CS9300, Carestream Dental, Atlanta,

GA, USA)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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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확도 비교를 위한 군 설정

각 군마다 3개씩 모형을 배정하였고, 총 4개의 군을 설정하였다.

1군은 수술가이드의 도움 없이 임플란트 드릴링(free-hand 

drilling)한 군이었다.

2군은 실험용 모형을 인상채득 한 후 전통적인 가이드를 만들어

수술가이드로 이용하여 임플란트 드릴링(conventional stent guided 

drilling)한 군이었다. 비가역성 하이드로콜로이드(알지네이트)

인상재를 이용하여 실험용 모형을 인상채득 한 후 경석고를 이용하여

모형을 제작하였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무치악 부위에 인공치를

배열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녹여 잔존치조제 모양을 형성하였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이용하여 모형의 언더컷 부분을 블록아웃하고

쉘(shell)(Easy-Vac Gastket splint GS 020, 3A Medes, Goyang, 

Korea)을 이용하여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무치악 부위는 치경부 아래

3-4㎜, 유치악 부위는 치경부선을 경계로 잘라서 다듬어주었고

무치악 부위 인접 치아 원심면에 블록아웃하였다. 모형에 분리제를

도포하고 쉘(shell)의 무치악 부분에 투명한 레진(Ortho-Jet, Lang 

dental manufacturing Co., Wheeling, IL, USA)을 salt-and-pepper 

method로 채운 후 4㎏/㎠ 압력 하에 20분 정도 넣어 경화시킨다.

임플란트 식립할 위치의 레진에 fissure bur를 이용하여 직경에 맞게

구멍을 형성하였다(그림 2).

3군은 R2GATE로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 제작한 수술가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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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임플란트 드릴링(R2GATE stent guided drilling)한

군이었다. 모델 스캐너로 모형 3개를 스캔하여 데이터를 얻었다. 

R2GAT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스캐닝에서 얻은 영상파일와

CBCT에서 얻은 영상파일을 정합하고, 두 영상을 정합한 영상에서

임플란트의 드릴링 위치를 결정하고 수술가이드를 디자인하였다(그림

3).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방향은 양쪽 인접치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하부 골의 형태를 참고하여 근원심, 협설측으로 중앙에

식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대측 자연치와 대칭되게 디자인

하였다. 후방연장 무치악 부위는 반대측 자연치와 대칭되게 디자인

하였고 하부골의 협설방향으로 중앙에 디자인 하였다. 전체적으로

악궁의 모양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R2GATE를 이용하여

디자인한 수술가이드를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실물로

제작하였다(그림 4).

4군은 In2Guide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 제작한 수술가이드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드릴링 (In2Guide stent guided drilling)한

군이었다. 3군의 과정을 R2GATE 프로그램 대신 In2Guid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진행하였다(그림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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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임플란트 드릴링 시행

임플란트 식립 경험이 없는 치의학대학원 학생이 술자가 되어

위에서 설정한 직경, 깊이로 모형에 임플란트 드릴링을 시행하였다.

치과용 팬텀 헤드(dental phantom head)에 실험모형을 장착하여 주수

하에 임플란트 드릴링하였다.

메가젠 임플란트사의 임플란트 수술 도구와 In2Guide 수술 도구를

이용하여 부분무치악 모형에 임플란트의 길이와 직경에 따라

수술키트에 있는 드릴 순서대로 임플란트 드릴링을 진행하였다.

하악좌측견치, 하악우측제1대구치, 하악우측제2대구치는 AnyOne, 

하악좌측제1대구치는 AnyRidge 임플란트 수술 도구를 사용하였다.

1군, 2군는 일반식립용 드릴(AnyOne System, AnyRidge System, 

Megagen)을, 3군은 R2GATE 가이드용 드릴(AnyOne AnyGuide R2, 

AnyRidge Anyguide R2, Megagen implant, Korea)을, 4군은

In2Guide 가이드용 드릴(In2Guide Universal kit, Cybermed Co., 

Korea)을 사용하였다.

4개의 군에서 모두 주수 하에 드릴링 하였고, 식립하려고 디자인한

임플란트 직경보다 한단계 작은 직경의 드릴까지 드릴링하였다. 3.5㎜

직경 임플란트 식립부위는 직경 3.3㎜ 드릴까지, 4.5㎜ 직경 임플란트

식립부위는 사용한 키트에 따라 직경 4.2㎜나 4.3㎜ 드릴까지

이용하여 드릴링 하였다.

1군 모형은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판막(flap)을 형성하였다. 치조정

절개 후 전층판막을 형성하여 골을 노출시킨 후 네임펜으로 드릴링할

부위에 표시했다. 일반식립용 드릴키트(AnyOne System, Any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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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egagen implant, Korea)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길이와

직경에 따라 수술키트에 있는 드릴 순서대로 드릴링을 진행하였다.

하악우측제1대구치, 하악우측제2대구치 부위에는 중간에 path 

finder(parallel pin)를 이용하여 최대한 평행하게 드릴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군 모형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판막을 형성하였다. 치조정 절개

후 전층판막을 형성하여 골을 노출시킨 후 석고모형 기반의 전통적인

가이드를 모형 상에 적합시켰다. 일반식립용 드릴(AnyOne System, 

AnyRidge System, Megagen implant, Korea)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길이와 직경에 따라 드릴 순서대로 드릴링을 진행하였다. 3군, 4군과

다르게 전통적인 가이드는 수직적 깊이가 가이드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릴에 표시된 깊이를 보면서 드릴링 하였다.

3군의 경우, R2GATE로 제작한 수술가이드를 모형 상에

적합시키고 R2GATE 가이드용 드릴(AnyOne AnyGuide R2, 

AnyRidge Anyguide R2, Megagen implant, Korea)을 이용하여

드릴링하였다.

4군의 경우 In2Guide로 제작한 수술가이드를 모형 상에 적합

시키고 In2Guide 가이드용 드릴(In2Guide Universal kit, Cybermed 

Co., Korea)을 이용하여 드릴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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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임플란트 드릴링으로 형성된 공동의 직경, 깊이

측정

디지털 캘리퍼스(digital caliper)(CD-15CPX, Mitutoyo Corp, 

Sakado, Japan)의 깊이를 측정하는 부분을 얇게 변형하여 변형하여

좁고 깊은 드릴링한 부분의 깊이를 잴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각 치아위치별 드릴링에 사용된 임플란트 최종 드릴의 직경, 길이를

변형된 디지털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변형된 디지털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드릴링하여 생기는 공동의

근원심직경, 협설측직경, 깊이 총 3가지 값을 측정하였다. 근원심

직경은 치열궁에 평행한 가장 넓은 부위의 직경을 측정하였고,

협설측직경은 치열궁에 수직한 가장 넓은 부위의 직경을 측정하였으며,

깊이는 치조정으로부터 드릴링한 가장 깊은 곳으로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각 측정값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세 번씩 측정하여

평균을 내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에 사용할 차이 값은 근원심직경, 협설측 직경의 경우

드릴링한 부분의 직경에서 임플란트 최종 드릴의 직경을 뺀 값으로

구하였고, 깊이의 경우 드릴링한 부분의 깊이에서 임플란트 최종

드릴의 길이를 뺀 값으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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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통계 분석

가이드의 도움없이 드릴링, 전통적인 가이드 이용한 드릴링,

R2GATE로 디자인한 가이드를 이용한 드릴링, In2Guide로 디자인한

가이드를 이용한 드릴링 간에 비교하였다. 측정한 근원심직경, 현설측

직경, 드릴링 깊이가 실험한 4 군 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통계

처리는 SPSS 23.0(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과 Tukey H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

p<0.05에서 검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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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각 치아 위치별 드릴링에 사용된 임플란트 최종 드릴의 직경,

길이는 표로 정리하였다(표 1).

치아 위치의 구분 없이 각 군당 드릴링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근원심직경 차이, 협설측직경 차이, 깊이 차이를 정리하였다(표 2).

근원심직경, 협설측직경 차이의 사후검정 결과 3, 4군에서 1, 2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다. 깊이 차이의 사후검정

결과 3, 4군에서 2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고

1군의 경우 다른 군들과 차이가 없었다.

치아 위치에 따른 각 군당 드릴링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근원심직경 차이, 협설측직경 차이, 깊이 차이를 정리하였다(표 3).

하악좌측견치의 근원심직경 차이의 사후검정 결과 3, 4군에서 1,

2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다. 하악좌측견치의

협설측직경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3, 4군에서 1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고 2군의 경우 다른 군들과

차이가 없었다. 하악좌측견치의 깊이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각

군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악좌측제1대구치의 근원심직경 차이의 사후검정 결과 2군에서

1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고, 3, 4군의 경우

다른 군들과 차이가 없었다. 하악좌측제1대구치의 협설측직경,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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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각 군당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악우측제1대구치의 근원심직경, 협설측직경 차이의 사후검정 결과

3, 4군에서 1, 2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다.

하악우측제1대구치의 깊이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각 군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악우측제2대구치의 근원심직경 차이의 사후검정 결과 3, 4군에서

1, 2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다.

하악우측제2대구치의 협설측직경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1, 3,

4군에서 2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다.

하악우측제2대구치의 깊이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3군과 4군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3군·4군, 1군, 2군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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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괄 및 고찰

임플란트 식립 시에 직경은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정확한

깊이는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중요 해부학적 구조물이 근접한 증례에서

중요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게 해주며, 술자의 숙련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7

임플란트 식립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수술가이드를 이용하는 경우,

술전에 해부학적 구조들을 고려하여 수술계획이 가능하고 임플란트

수술과정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치아 상실된 부위가 길수록 미리

디자인하여 식립 경로를 맞추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7 반면에

수술가이드 제작에 비용, 시간이 소요되어 환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고 개구량이 적은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기구의 접근이 어려우며

잔존치아가 적은 경우에 수술가이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7

본 연구에서 치아 위치 구분 없이 군 별로 드릴링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근원심직경, 협설측 직경 차이 면에서 3, 4군에서 1, 2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깊이 면에서는 3, 

4군에서 2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으며 1군의

경우 다른 군들과 차이가 없었다.

가이드 없이 드릴링하는 경우 방향을 보조해주는 장치가 없으므로

드릴링 시 손으로 지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움직임이 생겨 드릴링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문헌상에서 전통적인 가이드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더라도

임플란트의 위치와 방향이 최적의 보철적 필요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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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임상적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18 전통적인

가이드의 경우 주로 인접치의 해부학적 치관 형태만을 참고하여

가이드를 제작하기 때문에 하부골의 형태와 맞지 않아 드릴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깊이 차이가 크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드릴링의 위치가

협설측으로 잘못되어 치조정에서 벗어난 부위에 드릴링하여 깊이가

깊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캘리퍼스는 치조정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의 길이를 측정하지만, 드릴링 시에는 협설측 중 낮은 골쪽을

기준으로 드릴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겼을 수 있다.

R2GATE, In2Guide 가이드를 이용한 드릴링 시 차이는 다른 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드릴링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실험모형 스캔, 영상정합 등 수술가이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다. 실험상 차이 외에 변형된 디지털

캘리퍼스로 길이를 측정할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한 가지 길이를 세 번씩 측정하여 평균을 내어 분석하였다.

치아 위치에 따른 드릴링 비교 시, 근원심직경 차이 면에서

하악좌측제1대구치 부위에서만 2군에서 1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고, 3, 4군의 경우 다른 군들과 차이가 없었다.

인접치아가 존재하면 더 정확도 높은 전통적인 가이드를 제작할 수 있어

구치부 드릴링 시에 정확도를 높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다른

부위에서는 3, 4군에서 1, 2군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다.

협설측직경 차이 면에서 비교했을 때 각 치아 위치별로 정확도 비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임플란트 식립 경험이 없는 술자가 드릴링했을

때 근원심측보다 협설측으로 변위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깊이 차이 면에서 하악우측제2대구치 부위에서만 3, 4군에서는



15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3·4군, 1군, 2군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작은 값을 보였다. 그 외에 다른 부위에서는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임플란트를 하악구치부에

식립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해부학적 구조물은 하악관이다.19

하악제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드릴링 시에 중요 해부학적 구조물이

근접한 증례에서 R2GATE, In2Guide를 이용하여 제작한 수술가이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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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임플란트 식립 경험이 없는 술자가 임플란트

드릴링 시에 R2GATE나 In2Guide 수술가이드를 이용할 경우, 대체로

가이드 없이 또는 전통적인 수술가이드를 이용하여 드릴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드릴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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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치아위치별 드릴링에 사용된 최종 임플란트 드릴의

측정값(㎜)

위치 하악좌측견치
하악좌측

제 1 대구치

하악우측

제 1 대구치

하악우측

제 2 대구치

군 직경 깊이 직경 깊이 직경 깊이 직경 깊이

1 3.19 12.36 4.38 10.63 4.08 11.34 4.08 9.54

2 3.19 12.36 4.38 10.63 4.08 11.34 4.08 9.54

3 3.28 11.5 4.38 10.0 4.18 10.0 4.17 8.5

4 3.18 11.5 4.19 10.0 4.19 10.0 4.19 8.5

기준값 3.3 11.5 4.5 10.0 4.5 10.0 4.5 8.5

[표 2] 치아 위치 구분 없이 각 군당 드릴링 정확도 (㎜)

군
근원심직경 차이

(n=12)

협설측직경 차이

(n=12)

깊이 차이

(n=12)

1 0.27±0.10 0.44±0.20 0.38±0.26

2 0.24±0.15 0.49±0.31 0.68±0.68

3 0.08±0.07 0.09±0.06 0.15±0.14

4 0.09±0.07 0.09±0.26 0.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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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치아 위치에 따른 각 군별 드릴링 정확도(㎜)

위치 군
근원심직경

차이 (n=3)

협설측직경

차이 (n=3)

깊이 차이

(n=3)

하악좌측

견치

1 0.22±0.07 0.66±0.19 0.33±0.25

2 0.33±0.11 0.38±0.24 0.06±0.04

3 0.02±0.12 0.07±0.04 0.05±0.02

4 0.02±0.02 0.04±0.03 0.02±0.01

하악좌측

제 1 대구치

1 0.24±0.14 0.30±0.25 0.26±0.13

2 0.02±0.01 0.23±0.19 0.36±0.31

3 0.06±0.04 0.06±0.05 0.14±0.02

4 0.08±0.06 0.12±0.01 0.12±0.01

하악우측

제 1 대구치

1 0.26±0.04 0.42±0.04 0.21±0.11

2 0.27±0.04 0.42±0.06 0.60±0.31

3 0.07±0.06 0.10±0.08 0.28±0.26

4 0.09±0.07 0.08±0.02 0.22±0.13

하악우측

제 2 대구치

1 0.35±0.10 0.39±0.12 0.73±0.12

2 0.35±0.07 0.93±0.17 1.70±0.23

3 0.17±0.03 0.14±0.04 0.11±0.08

4 0.16±0.04 0.12±0.04 0.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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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용 부분무치악 모형

[그림 2] 석고모형 기반의 전통적인 가이드

[그림 3] R2GATE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 임플란트 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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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2GATE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한 수술가이드

[그림 5] In2Guide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 임플란트 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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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n2Guide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한 수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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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uracy of Implant Drilling Using 

Implant Surgical Guide

Mina Choe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Recently, a guide for implant surgery has been widely 

used for precise placement of impl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curacy of implant drilling when surgical 

guide was used.

Material and Methods: For implant drilling, twelve partially

edentulous models with missing left mandibular canine, left 

mandibular first molar, right mandibular first molar, and right 

mandibular second molar were prepared(LHW-1, M.Tech Korea, 

Guri, Korea). AnyOne implant 3.5㎜ in diameter and 11.5㎜ in 

depth for the left mandibular canine, AnyRidge implant 4.5㎜ in 

diameter 10㎜ in depth for the left mandibular first molar, AnyOne

implant 4.5㎜ in diameter 10㎜ in depth for the right mandibular 

first molar, and AnyOne implant 4.5㎜ in diameter 8㎜ in depth for



27

the right mandibular second molar were intended to be placed. 

CBCT images of the models were acquired and models were 

divided into 4 groups. 

In group 1, implant drilling was performed without any surgical 

guide. 

In group 2, traditional guides were made. Implant drilling was 

performed using the traditional guide as a surgical guide.

In group 3, implant drilling was performed usinig the surgical 

guide that was produced using R2GATE system.

In group 4, implant drilling was performed using the surgical 

guide that was produced using In2Guide system.

The mesiodistal diameter and the buccolingual diameter, and the 

depth of the drilled cavity were measured using a modified digital

caliper and were compared with the drill.

Results: The mesiodistal differences between the cavity and the 

drill were 0.27 ± 0.10㎜ in group 1, 0.24 ± 0.15㎜ in group 2, 

0.08 ± 0.07㎜ in group 3, 0.09 ± 0.07㎜ in group 4. The 

buccolingual differences between the cavity and the drill were 

0.44 ± 0.20㎜ in group 1, 0.49 ± 0.31㎜ in group 2, 0.09 ±

0.06㎜ in group 3, 0.09 ± 0.26㎜ in group 4. The depth 

differences between the cavity and the drill were 0.38 ± 0.26㎜

in group 1, 0.68 ± 0.68㎜ in group 2, 0.15 ± 0.14㎜ in group 3, 

0.33 ± 0.43㎜ in group 4. Statistical analysis showed significant 

smaller values with the R2GATE or In2Guide surgical guide than 

with a traditional surgical guide or without a guid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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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 dentist who did not have 

any experience of implant placement might place implants 

accurately with computer-guided implant surgery. 

Keywords: implant, drilling, surgical guide, R2GATE, In2Guide

Student Number: 2014-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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