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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하악 구치부 단일 치아상실 부위에 디지털로 계획한

stereolithographic 수술가이드를 이용하여 식립 된 치과용 임플란트 고

정체의 위치를 술 전에 계획한 위치와 비교함으로써, 컴퓨터보조무절개

수술(computer-guided flapless surgery)의 임상적 정확도와 신뢰성을 평가

하는 것이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악 제1대구치 혹은 제2대구치 중 한

개를 발거한 후 상처가 최소 3개월 이상 치유된 환자 46명(평균연령:

54.54±11.55세/ 범위: 27-75세/ 남: 34명, 여: 12명)에게 임플란트를 식립

하였다. 사용된 임플란트는 테이퍼 형태의 국산 치과용 임플란트인 CMI

IS-III active®(Neobiotech, Seoul, Korea)로, 수술 전에 치과용 CBCT 영

상과 구강스캐너로 취득한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stereolithographic



수술용 가이드(Implant studioTM)를 제작하여 다양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12주 후 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술 후 CBCT를 촬영하여,

계획한 임플란트의 위치와 실제로 식립 된 임플란트의 위치를 전체적으

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임플란트의 식립 부위(하악 제1대

구치: 13개 / 하악 제2대구치: 33개)와 임플란트의 형태(긴 임플란트: 19

개 / 짧은 임플란트: 27개)로 분류하여 CT영상비교법과 술후디지털인상

비교법으로 각각 비교하였다. 계획한 임플란트와 실제로 식립 된 임플란

트 사이의 angular deviation(°), implant platform에서 linear horizontal

deviation과 vertical deviation(㎜), implant apex에서 linear horizontal

deviation과 vertical deviation(㎜), 총 5개 변수에서 오차의 크기를 측정

하였다.

술 전에 계획된 임플란트와 실제로 식립 된 임플란트를 비교하였을 때

platform과 apex 부위의 linear horizontal deviation은 CT영상비교법에서

1.07 ± 0.57 ㎜와 1.49 ± 0.65 ㎜,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에서 1.10 ± 0.58

㎜와 1.51 ± 0.64 ㎜로 각각 나타났고, vertical deviation은 CT영상비교

법에서 0.78 ± 0.63 ㎜와 0.80 ± 0.63 ㎜,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에서 0.86

± 0.65 ㎜와 0.88 ± 0.65 ㎜로 각각 나타났으며, angular deviation은 CT

영상비교법에서 3.94 ± 2.13°,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에서 4.02 ± 2.00°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CT영상비교법과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 간의 측정

값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 > 0.05).

컴퓨터보조무절개수술에서 다양한 변위와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보철물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단일 치아의 결손 경우에서 수술가이드를

이용한 수술 및 보철수복이 실행 가능한 치료선택이 될 수 있다.

Key Words : dental implants, accuracy, computer-guided surgery,

virtual implant planning, mandibular molar.

Student Number : 2008-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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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치과용 임플란트 치료를 술자와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진행

하기 위해서는 수술 및 보철 등의 모든 과정이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적

절히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종 보철물까지 고려한 수술이 필수적

이므로 수술 전에 미리 보철물의 위치를 잘 계획하고, 이에 따라 정확하

게 임플란트 고정체의 위치가 재현되어야 한다(Belser 등, 2000; Kinsel

등, 2000; Mericske-Stern등, 2000).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치과 임상에 도입되어, 수술 및 보

철적 정보의 디지털화가 쉬워졌고, 진단용 템플릿 없이도 디지털 정보만

을 이용하여 3차원적으로 임플란트 고정체의 위치를 계획하는 방법이 가

능하게 되었다(Schwarz 등, 1987; Rothman 등, 1988; Kraut 등, 1992).

이 방법은 임플란트 시술 전에 환자로부터 획득한 cone-beam computer

tomography (CBCT) 영상과 구강스캐너 이미지를 정합하여 가상 디지

털 모델을 만들고, 수술 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상에서 환자의 구강상

태, 해부학적 구조물과 치조골의 3차원적 정보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고

정체의 이상적인 위치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 계획을 통해 임

플란트 가이드 수술을 위한 정확한 수술가이드(surgical guide)를 제작하

고, 이를 시술에 이용하여 계획된 위치에 정확히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그리고, CAD/CAM 기술로 수술 전에 모델 없이 제작한 디지털 보

철물을 식립 후 즉시 장착하는 디지털 시술이 확산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에서 디지털 영상의 획득과 CAD/CAM을 포함한 컴퓨

터 기술의 발달은 단순히 임플란트를 보다 정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식립

하는 것뿐 아니라, 무절개(flapless) 수술과 즉시하중을 가능하게 하여 술

후 출혈과 불편감의 감소 및 시술 시간과 치유 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

이 있다(Hultin 등, 2012; Vohra 등, 2015). 또, 시술 후 즉시 보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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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해 줌으로써 환자의 구강 기능을 단기간에 회복시키고 경조직과 연

조직의 형태를 보존하여 최종보철물을 제작할 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임상에서 가이드 수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아직까지 몇몇 단계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계획했던 위치와는 조금 다른 변위

(deviation)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수술가

이드를 사용한 무절개 수술은 임플란트 식립 깊이(insertion depth)를 눈

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플란트 수술 주위의 연조직을

적절히 처치할 수 없어서, 각화 치은(keratinized gingiva)의 소실로 인한

심미적 혹은 기능적 문제 등, 단점도 존재한다(Brodala 등, 2009).

가이드 수술 오차의 원인으로는 CT 촬영 시 발생하는 방사선 관련

해상도 문제, CT와 스캔 정보 병합 시 중첩기술 상의 문제, 수술용 가이

드 제작 시 오차 및 부정확한 장착, 슬리브와 드릴 사이의 유격으로 인

한 드릴링 오차 등을 비롯하여 점막의 두께, 환자의 움직임, 소프트웨어

의 종류, 가이드 제작 방법 및 재료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꼽을 수

있다(Vercruyssen 등, 2000, 2014).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는 구치부위에서 단일치아 임플란트의 사용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하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는 가장 흔한

상실치아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하악 구치부의 골내 임플란트는 하치

조신경과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거나, 만성적인 치주염과 외상으로

인해 잔존 치조제의 높이가 부족한 부위, 위축된 치조골 상태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는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식립 부위의 부족한 가용골량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하치조신경

전위술, 골증강술 등의 외과적 술식은 좀 더 긴 임플란트의 식립을 가능

하게 해 주는 반면, 외과적 침습에 따른 환자의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고,

전체 치료 기간이 연장되며, 치료 비용의 증가가 뒤따른다. 더욱이 골증

강술은 골흡수가 수반되며, 특히 수직적 골증강술의 경우 다른 증강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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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그 예지성이 낮은 한계가 있다.

짧은 임플란트는 이러한 추가적인 외과적 술식의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 짧은 임플란트의 식립은 전체 치료기간과 비용이 감소되며,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고,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 줄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골괴사 가능성을 줄이고, 식

립이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여러 관련된 연구들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정확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고, 임플란트 수술에서 가이드를 사용한 수술이 받아들여 지

고 있으나, 디지털 데이터의 정확한 획득과 전송에 관한 신뢰성이 여전

히 논란거리 중의 하나이다(Schneider 등, 2009; Vercruyssen 등, 2014).

특히 하악 대구치부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임플란트의 위치를

계획하고, 디지털로 제작한 수술가이드를 이용한 식립 수술은 술자에게 접

근성의 제한에서 오는 잘못된 방향으로의 임플란트 식립을 줄여주고, 하방

에 존재하는 하치조신경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지만,

단단한 골질과 개구 제한을 받는 하악 구치부위의 수술가이드의 정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하악 구치부에서 디지털로 계획된 stereolithographic

수술가이드를 이용하여 식립된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의 위치를 술 전

에 계획한 위치와 비교하여 컴퓨터보조무절개수술(computer-guided

flapless surgery)의 임상적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귀무가설은 가상계획(virtually planned)상의 임플란트 위

치와 실제로 식립한 임플란트의 위치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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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1) 연구대상자

201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악 제1대구치 혹은 제2대구치 한개

를 발치한 후 상처가 최소 3개월 이상 치유된 환자 46명(평균연령:

54.54±11.55세/ 범위: 27-75세/ 남: 34명, 여: 12명)에게 임플란트를 식립

하였다. 사용된 임플란트는 테이퍼 형태의 국산 치과용 임플란트인 CMI

IS-III active®(Neobiotech, Seoul, Korea)로, 짧은 임플란트(6.6, 7.3, 8.5

㎜)와 긴 임플란트(10 ㎜)를 술 전 CBCT 영상과 구강스캐너로 취득한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stereolithographic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12개월 후, 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술 후 CBCT

를 촬영하였다.

13개의 임플란트가 하악 제1대구치(치아지지)에, 33개가 하악 제2대구

치(치아-점막지지)에 식립되었으며, 이를 임플란트의 형태로 다시 분류

하면 긴 임플란트 19개, 짧은 임플란트 27개로 식립되었다.

수술과정은 헬싱키 선언(Helsinki Declaration, 2000)에 따라서 진행되었

으며, 이 연구 계획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No. CDE16004)의 승인을 받았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시술과 진단용

CBCT 촬영을 위한 정보를 인지하고, 동의서(written informed consent)

에 서명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성격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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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Implant 　

Variables Short Long P-valu
e

Participant
based 
(N=46)
　

Participant 
number 27 19

Age(mean±SD) 52.06±11.05 55.42±11.75 0.305

20-60 18 13 0.740

Over 60 9 6

Sex 0.514

Male 19 15

Female 8 4

Implant 
based 
(N=46)

Implant number 27 19

Location 0.016

lower 1st Molar 4 9

lower 2nd Molar 23 10

‘Long’ indicates the Neobiotech CMI IS-III active(∅5.0 X 10 ㎜) and 
‘Short’ does the Neobiotech CMI IS-III active(∅5.5 X 6.6 ㎜, 7.3 ㎜, 8.5
㎜).
Data, except for age are presented as the number of implants or 
participants. The unit of age is year.
The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χ2 test (Pearson Chi-Square) for all 
variables except age. The P-value for age was calculated using the Mann–
Whitney test.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 Demographic data of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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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선정기준(inclusion criteria), 제외기준(Exclusion criteria)

모든 연구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선정하기 위해 파

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고, 구강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평가를 시행하였

다.

2-1) 대상자: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하악 제1대구치 혹은 제2대구치 단일치아 결손 환자에서 발치 후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상처가 치유된 자

나) 대합치 교합평면이 정상이며 실험부위와 같은 수로 대합되는 자연

치 또는 임플란트 수복치를 가진 자

다) 턱관절 이상이나 불안정한 교합 장애가 없는 자

2-2)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상시험에 적합한 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가) 만 18세 이상으로 악골의 성장이 완료된 성인

나) 긴 임플란트(5.0 × 10 ㎜) 식립 환자: 치조능과 신경관 사이의 잔존

골 길이가 12 ㎜ 이상이고 협설 폭이 8 ㎜이상인 자

다) 짧은 임플란트(5.5 × 6.6 ㎜, 7.3 ㎜, 8.5 ㎜) 식립 환자: 치조능과 신

경관 사이의 잔존골이 9-12 ㎜ 이고 협설 폭이 9 ㎜이상인 자

라) 하악 제1대구치 단일치아 결손인 경우 결손부위 근원심 폭경이 11.7

㎜ 이하인 경우(평균:11.7± 0.5)

마) CT 상에서 골밀도가 D3 이상인 자(D1, D2 혹은 D3)

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환자의 동기 부여가 확실한 경우

사) 임상시험 참여를 동의하며 연구대상자 동의서에 서명한 자

2-3) 제외기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는 임상시험에 부적합한 자로 제외

하였다.



- 8 -

가) 임산부

나) 최근의 심근경색 발작 병력이 있는 자

다) 조절되지 않는 내과적 질환 보유자

라)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혈액 항응고제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 자

마) 발치 수술정도가 곤란한 전신적 질환 환자

바) 정신질환 혹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

사) 임플란트 재료에 알러지가 있는 자

아) 식립 부위에 최근 발치를 했거나 주변치아의 치주질환이 심한 환자

자) 골질이 D4에 해당하는 환자

차) 임플란트 치조정부 협설 측 골 두께가 모두 1 ㎜ 이하인 경우

카) 식립 torque가 35∼45Ncm 이내에 속하지 않은 경우

타) 식립 직후 안정도 ISQ 65 미만인 경우

파) 윤리적으로 또는 임상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상시험의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시험자가 판단한 경우

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이 곤란한 자(이갈이, 보철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

는 경우 등)

3) 구강스캔, 수술 전과 후의 CT촬영

모든 연구대상자는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 수복을 위한 계획을 위해

술 전 진단 및 준비과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진단을 위한 파노라마

(Fig. 1)와 치과용 CBCT를 촬영하였다. 수술용 가이드 제작을 위한

CT 촬영 사전 준비는 제작 회사의 메뉴얼에 따라 진행하였다. 환자 진

단을 위한 초진시 예비 인상 채득 및 악간 관계 기록은 구강스캐너

Trios3®(3 Shape, Copenhagen, Denmark)를 사용하여 구내 디지털 인상

을 채득하였다. 치아 상실 부위, 대합치 부위 그리고 악간 관계 기록을

위해 환자의 교합상태에서 협측면을 스캔하는 디지털 인상 채득을 시행

하였다(Fig. 2).

연구대상자의 CBCT 촬영은 임플란트 수술 전과 식립 후 12주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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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철물을 장착한 시점,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CBCT 시스템은CS9300®(Carestream Health, Rochester, NY)이다. 영상

촬영범위는 상악의 치조돌기(alveolar process)전체와 하악골을 포함하기

위하여 안와하연 하방에서 하악 중안모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촬영시 시험대상자는 구강내 방사선 불투과성 스캔바디(reference

template)를 장착하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axial plane은 교합면과 평행하

게 조절하였고, 중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촬영도중 상악과 하악이 충분

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다. Total scanning time은 11.30초,

FOV값은 17 ㎝×6 ㎝이며, slice thickness는 0.2 ㎜, voxel size는 0.2 ㎜

이다. 또한, 관전압, 관전류는 80 kVp, 8.0 mA로 설정되었다. 촬영된 CBCT 

데이터는 DICOM 파일 형식으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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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itial panorama view

Fig. 2. Initial digital impression taking by intraoral scanner.

Screenshots of the digital impression of the mandible (A), the half

arch of opposing maxilla (B), and the digital bite registrat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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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술 전 계획, 수술 및 술 후 과정

술 전 진단을 위해 획득한 CT영상과 구강스캐너를 사용하여 획득한

디지털 인상 데이터를 virtual presurgical 3D implant planning 소프트웨

어인 Implant studioTM(3 Shape, Copenhagen, Denmark)를 사용하여 정

합하고 랜더링(rendering)하여 3D 가상모델을 제작하였다. 각 시험대상

자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이상적인 보철물 디자인을 고려하여 치아상실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수복을 위한 계획을 소프트웨어상에서 시

행하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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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3D digital implant planning with software.

(A) Frontal view, (B) Axi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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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근거하여 임시수복물(temporary crown)을 제작하고,

stereolithographic 폴리머 탬플릿을 같은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하고, DLP

타입 3D 프린터인 Veltz3D D2®(Hephzibah Co, Incheon, Korea)로 제작

하였다. 이 수술가이드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슬리브가 가이드내에 장

착되었다. 모든 가이드는 안정적인 고정을 얻기 위해 상실 치아의 전방

(tooth and mucosa-supported) 혹은 전, 후방(Tooth- supported)로 제작

되었다(Fig. 4).

임플란트 고정체는 CMI IS-III active®(Neobiotech, Seoul, Korea) 긴

임플란트(5 × 10 ㎜)와 짧은 임플란트(5.5 × 6.6 ㎜, 5.5 × 7.3 ㎜, 5.5 ×

8.5 ㎜)를 잔존골의 길이 및 협설 폭에 따라서 무작위로 배정하여 식립

하였다. 수술은 2명의 경험이 풍부한 치주과 의사에 의해 디지털 수술

가이드를 사용하여 무절개(flapless)로 시행되었다.

임플란트 식립 일주일 후 미리 제작된 임시치아로 즉시기능수복물을

장착하고, 최종 수복물은 티타늄 개인형 맞춤형 지대주(Ti-Customized

abutment) 장착상태(Fig. 5)에서 구강스캐너로 디지털 인상을 채득하여

모델없이 제작하였다(Fig. 6). 임시보철 장착 11주 후(고정체 식립 12주

후)에 최종 보철물인 통지르코니아 크라운(full zirconia crown)을 SCRP

(screw & cemented retained prosthesis) 형태로 시험대상자에게 장착하

였고(Fig. 7), 당일에 술 후 CT 촬영이 시행되었다(Lim 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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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The surgical guide for the navigated implant placement,

(B) Implant placement using surgical guide.

Fig. 5. Ti customized abutment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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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gital impression taking for definitive restoration by intraoral

scanner. Screenshots of the digital impression of the mandible (A), the

half arch of opposing maxilla (B), and the digital bite registration (C).

Fig. 7. Definitive restoration in the mandible with monolithic zirconia

restoration (A,B). Periapical view taken at surgery (C), at 12 weeks

(D) later after implant placem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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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임플란트 식립위치 변위량 측정법(길이와 각도로 평가)

최초 계획된 임플란트 고정체와 최종 식립된 임플란트 고정체의 위치

와 각도 차이를 두 임플란트를 중첩(pairwise align)하여 위치를 분석하

였다.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같은 평가를 Implantation site(lower 1st

molar, lower 2nd molar)와 Implant type(short, long)으로 나누어서 각각

비교평가 하였다. 계획된 임플란트와 실제로 식립된 임플란트 사이의

angular deviation(°), 임플란트 platform에서 linear horizontal deviation

과 vertical deviation(㎜), 임플란트 apex에서 linear horizontal deviation

과 vertical deviation(㎜)을 측정하였고(Fig. 8), 이 5가지 평가변수의 정

의(definition)는 다음과 같다.

Parameter 1, A: Angular deviation(°)

계획된 임플란트와 식립된 임플란트의 세로축(longitudinal axes) 간의

3D 각도

Parameter 2, Lp: Linear horizontal deviation at implant platform(㎜)

임플란트 고정체의 치경부에서 계획된 임플란트와 식립된 임플란트 사이

의 3D 거리

Parameter 3, La: Linear horizontal deviation at implant apex(㎜)

임플란트 고정체의 치근단부에서 계획된 임플란트와 식립된 임플란트 사

이의 3D 거리

Parameter 4, Vp: Vertical deviation at implant platform(㎜)

임플란트 고정체의 치경부에서 계획된 임플란트와 식립된 임플란트 사이

의 3D 깊이

Parameter 5, Va: Vertical deviation at implant apex(㎜)

임플란트 고정체의 치근단부에서 계획된 임플란트와 식립된 임플란트 사

이의 3D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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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5 parameters showing deviation between placed and planned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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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가상(Virtual)으로 계획된 임플란트의 위치와 식립된 임플란트의 위치

를 CT영상비교법과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으로 각각 비교하였다. 평가를

위해 다음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 Implant studioTM(3 Shape, Copenhagen, Denmark)

§ Model BuilderTM((3 Shape, Copenhagen, Denmark)

§ Geomagic® Control XTM(Geomagic, Morrisville, NC, USA)

§ Rhinoceros V5TM(Robert McNeel & Associates, Seattle, WA,

USA)

§ Ondemand3DTM(Cybermed, Daejeon, Korea)

2-1) CT영상비교법

: 술 후 CT를 이용한 분석 방법

임플란트 가이드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술 전 CT와 구강스캐너를 이

용하여 얻은 스캔데이터로 계획된 임플란트의 위치와 술 후 CT에서 추

출한 임플란트의 위치를 중첩시켜 비교하였다(Fig. 9A, 9B).

가. Implant studioTM로 설계한 계획된 임플란트 위치 파일을 Model

BuilderTM를 이용하여 STL 파일로 변환.

나. 3차원 영역 내에서 같은 좌표 값으로 인기되게 하기 위하여 술 전

CT 기준으로 술 전 계획 Model Builder변환모델을 치아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이용하여 정합(Geomagic® Control XTM).

다. 정합된 Model Builder변환모델로부터 술 전 임플란트 형상 추출

(Rhinoceros V5TM).

라. 술 전 CT기준으로 정합 된 술 후 CT 파일에서 술 후 임플란트 형

상 추출(Ondemand3DTM).

마. 술 전/후 임플란트 형상을 쌍으로 배열(pairwise align)하여 거리, 각

도, 깊이 측정(Rhinoceros V5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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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A. Comparison method using pre- and postoperative CT

(Preoperative implant fixture shap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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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B. Comparison method using pre- and postoperative CT

: Pre-op and postoperative CT method

(Postoperative implant fixture shap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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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

: 술 후 최종보철물제작을 위한 디지털 인상을 이용한 분석

임플란트 가이드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술 전 CT와 구강스캐너를

이용하여 얻은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획한 임플란트 위치와, 식립된

임플란트에 최종보철물용 티타늄맞춤형지대주를 체결한 후, 구강스캐너

로 획득한 디지털인상체에 디자인한 맞춤형 지대주 형상을 정합하고, 정

합된 환자의 맞춤형 지대주 정보로 결합시킨 가상의 맞춤형 지대주-임

플란트 연결체를 이용하여 술 후 임플란트 형상을 추출하여, 이를 통해

하부 임플란트 위치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술 전과 술 후의 위치를 비

교하였다(Fig. 10).

가. Implant studioTM로 설계한 계획된 임플란트 위치 파일을 Model

BuilderTM를 이용하여 STL 확장자로 변환한 파일과 시험대상자에 티타

늄맞춤형지대주를 체결하고, 구강스캐너로 스캔하여 획득한 디지털인상

을 사용.

나. 술 전 계획 Model Builder변환모델로부터 술 전 임플란트 형상을 추

출(Rhinoceros V5TM). CT영상비교법의 술 전 임플란트 형상추출방법과

동일함.

다. 술 전 계획 Model Builder 변환모델 기준으로 술 후 구강스캔데이터

모델(최종보철물제작 파일)을 치아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이용하여 정합

후에, 위치가 맞추어진 술 후 모델만 추출(Geomagic® Control XTM).

라. 정합된 술 후 구강스캔데이터모델에 각 시험대상자별로 디자인한 맞

춤형지대주 형상을 정합(Geomagic® Control XTM).

마. 구강스캔데이터모델에 정합된 지대주 형상으로부터 술 후 임플란트

형상 추출(Rhinoceros V5TM).

바. 술 전/후 임플란트 형상을 쌍으로 배열(pairwise align)하여 거리, 각

도, 깊이 측정(Rhinoceros V5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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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method using digital impression for definitive

prosthesis: Postoperative digital impres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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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적 분석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의 정확도 평가를 위하여 CT영상

비교법과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으로 획득한 임플란트 식립 위치의 변위

량(A, Lp, La, Vp, Va)을 Sigma Plot 12.0(Systat Software Inc., San

Jose, C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일 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기

준치 0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CT영상비교법과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

의 비교분석은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표본들의 검증력 분석

(Power analysis)과 95% 신뢰 구간(Confidential intervals)의 설정을 하

였으며, 임플란트 종류(long & short) 및 식립 위치(하악 제1대구치 & 2

대구치)에 대한 환자 변수(성별, 나이)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p < 0.05를 통계학적 유

의성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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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umber of implants

Implantation sites

Lower 1st molar

(Tooth-supported)
13

Lower 2nd molar

(Tooth and mucosa-supported)
33

Type of Implant

Long implant(∅5.0 × 10 ㎜) 19

short implant

∅5.5 × 6.6 ㎜ 8

∅5.5 × 7.3 ㎜ 9

∅5.5 × 8.5 ㎜ 10

Ⅲ. 연구 결과

1. 임상결과

모두 46명의 하악 제1대구치 혹은 제2대구치 단일치아 결손 환자의

임플란트 식립은 수술적으로나 보철적 문제(complication)없이 13개월의

추적관찰이 진행되었다. 모든 임플란트의 고정체는 디지털수술 가이드

(digital surgical guide)의 도움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안전하고 빠르게

식립되었다. 임플란트 수술과정에서 수술가이드는 술자의 편안한 드릴링

을 가능하게 해 주었고, 환자에게는 수술시간의 단축을 가져왔다. 하악

제1대구치부위의 수술가이드(Tooth-supported)가 양쪽치아에 고정되어,

제2대구치부위의 수술가이드(Tooth and mucosa–supported)에 비하여

수술시 보다 안정적으로 적합 되었고, 개구 제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

로웠다.

연구대상자의 임플란트 식립위치와 형태에 따른 분포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Number of implants and patients, by implantation sites and

type of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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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확도 분석

총 46명의 시험대상자에서 46개 임플란트의 술 전, 술 후 위치가 비교

되었다. 46개의 임플란트를 치아지지 수술가이드로 시술된 하악 제1대구

치 13개, 치아점막지지 수술가이드로 시술된 하악 제2대구치 33개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또, 같은 시험대상자 군을 긴 임플란트 19개, 짧은 임

플란트 27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1) CT영상비교법

전체적으로 mean angular deviation은 3.94 ± 2.13°, mean linear

horizontal deviation은 implant platform에서 1.07 ± 0.57 ㎜, implant

apex에서 1.49 ± 0.65 ㎜이었고, vertical deviation은 implant platform에

서 0.78 ± 0.63 ㎜, implant apex에서 0.80 ± 0.63 ㎜로 나타났다(P <

0.05).

식립위치에 따라 분류한 평가에서는 치아지지와 치아점막지지에서 각

각 mean angular deviation은 3.64 ± 1.53°와 4.07 ± 2.37°, mean linear

horizontal deviation은 implant platform에서 1.14 ± 0.75 ㎜와 1.04 ±

0.48 ㎜, implant apex에서 1.52 ± 0.75 ㎜와 1.48 ± 0.62 ㎜로 나타났고,

mean vertical deviation은 implant platform에서 0.92 ± 0.81 ㎜와 0.72

± 0.53 ㎜, implant apex에서 0.94 ± 0.81 ㎜와 0.74 ± 0.54 ㎜로 나타났

다(Fig. 11). 이 연구에서 치아지지와 치아점막지지 간의 위치변위

(deviation) 비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임플란트 형태에 따라 분류한 평가에서는 긴 임플란트와 짧은 임플란

트에서 각각 mean angular deviation은 3.54 ± 1.81°와 4.24 ± 2.34°,

mean linear horizontal deviation은 implant platform에서 1.16 ± 0.63 ㎜

와 1.01 ± 0.53 ㎜, implant apex에서 1.58 ± 0.71 ㎜와 1.43 ± 0.61 ㎜로

나타났고, mean vertical deviation은 implant platform에서 0.91 ± 0.68

㎜와 0.68 ± 0.58 ㎜, implant apex에서 0.94 ± 0.68 ㎜와 0.69 ± 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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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되어(Fig. 12), 임플란트 형태에 의한 위치변위(deviation) 비교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이 결과는 Table 3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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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Linear

deviations  

at implant 

platform 

(㎜)

Linear

deviations  

at implant 

apex 

(㎜)

Angular 

deviations  

(°)

vertical

deviations 

at platform 

(㎜)

vertical 

deviations 

at apex 

(㎜)

1.07±0.57

(P<0.001)

1.49±0.65

(P<0.001)

3.94±2.13

(P<0.001)

0.78±0.63

(P<0.001)

0.80±0.63

(P<0.001)

Max Min 3.24 0.13 3.37 0.30 10.8 0.58 3.21 0.01 3.22 0.03

Implantation site

Lower 1st

molar

1.14±0.75

(P<0.001)

1.52±0.75 

(P<0.001)

3.64±1.53 

(P<0.001)

0.92±0.81 

(P=0.003)

0.94±0.81 

(P=0.002)

Max Min 3.24 0.23 3.37 0.46 7.30 1.61 3.21 0.03 3.22 0.04

Lower 2nd

molar

1.04±0.48 

(P<0.001)

1.48±0.62 

(P<0.001)

4.07±2.37

(P<0.001)

0.72±0.53

(P<0.001)

0.74±0.54

(P<0.001)

Max Min 2.44 0.13 2.76 0.30 10.8 0.58 2.37 0.01 2.38 0.03

Implant type

Long
1.16±0.63

(P<0.001)

1.58±0.71

(P<0.001)

3.54±1.81

(P<0.001)

0.91±0.68

(P<0.001)

0.94±0.68

(P<0.001)

Max Min 3.24 0.23 3.37 0.46 7.30 1.17 3.21 0.03 3.22 0.04

Short
1.01±0.53 

(P<0.001)

1.43±0.61 

(P<0.001)

4.24±2.34 

(P<0.001)

0.68±0.58 

(P<0.001)

0.69±0.59 

(P<0.001)

Max Min 2.44 0.13 2.76 0.30 10.8 0.58 2.37 0.01 2.38 0.03

Table 3. Linear, vertical and angular deviations according to implant site

and type. Pre- and postoperative C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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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eviations according to implantation site in pre- and

postoperative CT method. (Lp : Linear horizontal deviation of

platform, La: Linear horizontal deviation of apex, Vp : Vertical

deviation of platform, Va : Vertical deviation of apex, A : Angular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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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eviations according to implant type in pre- and

postoperative CT method. (Lp : Linear horizontal deviation of

platform, La: Linear horizontal deviation of apex, Vp : Vertical

deviation of platform, Va : Vertical deviation of apex, A : Angular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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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

전체적으로 mean angular deviation은 4.02 ± 2.00°, mean linear

horizontal deviation은 implant platform에서 1.10 ± 0.58 ㎜, implant

apex에서 1.51 ± 0.64 ㎜이었고, vertical deviation은 implant platform에

서 0.86 ± 0.65 ㎜, implant apex에서 0.88 ± 0.65 ㎜로 나타났다(P <

0.05).

식립위치에 따라 분류한 평가에서는 치아지지와 치아점막지지에서 각

각 mean angular deviation은 3.71 ± 1.72°와 4.16 ± 2.13°, mean linear

horizontal deviation은 implant platform에서 1.13 ± 0.75 ㎜와 1.09 ±

0.49 ㎜, implant apex에서 1.49 ± 0.77 ㎜와 1.52 ± 0.58 ㎜로 나타났고,

mean vertical deviation은 implant platform에서 0.95 ± 0.83 ㎜와 0.82

± 0.56 ㎜, implant apex에서 0.97 ± 0.83 ㎜와 0.84 ± 0.55 ㎜로 나타났

다(Fig. 13). 이 연구에서 치아지지와 치아점막지지 간의 위치변위

(deviation)비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임플란트 형태에 따라 분류한 평가에서는 긴 임플란트와 짧은 임플란트

에서 각각 mean angular deviation은 3.59 ± 1.88°와 4.35 ± 2.07°, mean

linear horizontal deviation은 implant platform에서 1.15 ± 0.63 ㎜와

1.05 ± 0.54 ㎜, implant apex에서 1.58 ± 0.72 ㎜와 1.46 ± 0.58 ㎜로 나

타났고, mean vertical deviation은 implant platform에서 0.92 ± 0.72 ㎜와

0.82 ± 0.60 ㎜, implant apex에서 0.94 ± 0.7 ㎜와 0.83 ± 0.60 ㎜ 로 나

타났다(Fig. 14). 이 연구에서 긴 임플란트와 짧은 임플란트 간의 위치

변위(deviation) 비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이 결과는 Table 4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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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Linear

deviations  

at implant 

platform 

(㎜)

Linear

deviations  

at implant 

apex 

(㎜)

Angular 

deviations  

(°)

vertical

deviations 

at platform 

(㎜)

vertical 

deviations 

at apex 

(㎜)

1.10±0.58

(P<0.001)

1.51±0.64

(P<0.001)

4.02±2.00

(P<0.001)

0.86±0.65

(P<0.001)

0.88±0.65

(P<0.001)

Max Min 3.30 0.25 3.45 0.34 8.64 1.12 3.27 0.02 3.29 0.00

Implantation site

Lower 1st

molar

1.13±0.75

(P<0.001)

1.49±0.77

(P<0.001)

3.71±1.72

(P<0.001)

0.95±0.83

(P=0.003)

0.97±0.83 

(P=0.002)

Max Min 3.30 0.25 3.45 0.34 6.24 1.12 3.27 0.02 3.29 0.00

Lower 2nd

molar

1.09±0.49

(P<0.001)

1.52±0.58

(P<0.001)

4.16±2.13

(P<0.001)

0.82±0.56

(P>0.05)

0.84±0.55

(P<0.001)

Max Min 2.59 0.25 2.70 0.40 8.64 1.21 2.56 0.03 2.57 0.04

Implant type

Long
1.15±0.63

(P<0.001)

1.58±0.72

(P<0.001)

3.59±1.88

(P<0.001)

0.92±0.72

(P<0.001)

0.94±0.72

(P<0.001)

Max Min 3.30 0.25 3.45 0.34 7.49 1.12 3.27 0.02 3.29 0.00

Short
1.05±0.54 

(P<0.001)

1.46±0.58 

(P<0.001)

4.35±2.07 

(P<0.001)

0.82±0.60 

(P<0.001)

0.83±0.60 

(P<0.001)

Max Min 2.59 0.25 2.68 0.40 8.64 1.28 2.56 0.03 2.57 0.04

Table 4. Linear, vertical and angular deviations according to implant

site and type. Postoperative digital impres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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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eviations according to implantation site in postoperative

digital impression method. (Lp : Linear horizontal deviation of platform,

La: Linear horizontal deviation of apex, Vp : Vertical deviation of platform,

Va : Vertical deviation of apex, A : Angular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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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eviations according to implant type in postoperative digital

impression method. (Lp : Linear horizontal deviation of platform, La:

Linear horizontal deviation of apex, Vp : Vertical deviation of

platform, Va : Vertical deviation of apex, A : Angular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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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T영상비교법과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 비교

전체적으로 CT영상비교법과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의 mean angular

deviation, mean linear horizontal deviation, 그리고 vertical deviation의

결과값은 Table 3과 4에 표시하였다. CT영상비교법과 술후디지털인상

비교법의 측정치(Fig. 15)에 대한 상호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Fig. 15. Comparison of data from pre-and postoperative CT method

and from postoperative digital impression method. (Lp : Linear

horizontal deviation of platform, La: Linear horizontal deviation of

apex, Vp : Vertical deviation of platform, Va : Vertical deviation of

apex, A : Angular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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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임플란트 식립 수술 시 간단한 수술과정이 술 후 불편감과 합병증을

낮출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다(Arisan 등, 2010). 컴퓨터

보조무절개수술(computer-guided flapless surgery)은 절개, 골막 거상,

임플란트의 위치 선정, 식립 깊이 수정, 봉합 등의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확실히 수술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술식은 연조직과 경조직의

보존, 술 후 통증과 출혈의 감소 및 빠른 치유라는 장점을 갖는다(Doan

등, 2012; Nikzad 등, 2010; Malo 등, 2007; Jeong 등, 2011). 이 외에도

무절개 수술은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 방법으로 수술할 수 없는 전신적

인 병력을 가진 환자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의 경우에도 적절한 혈류 공급의 차단으로

인해 발생 되는 골흡수를 피하기 때문에 분명한 이점이 있다 (Arau'jo

등, 2005). 이러한 장점은 충분한 뼈의 양과 적절한 부착점막이 있는 경

우에 수술가이드를 이용한다면 극대화될 수 있다.

Van de Velde 등은 수술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프로토콜로

무절개 수술이 시행되었을 때 빈번한 골 천공에 대해 보고하였다(Van

de Velde 등, 2008). 그러나 CBCT의 보급과 컴퓨터 보조 탬플릿을 이용

한 가이드 수술 프로토콜의 진화로 인해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이 보다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술식이 되었다.

CBCT는 medical multislice computed tomography (MSCT)에 비하여

저렴하고, 접근성(accessibility)이 쉬우며 적은 방사선량 때문에 치과 영

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Granz 등, 2011; De Vos 등, 2009),

MSCT에 비하여 영상의 질이 떨어지고, 금속과 같은 인공물질의 간섭

등,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Schulze 등, 2011).

하지만 임상에서 사용되는 파노라마 방사선(2D radiographs)에 비하

여 CBCT는 고화질의 3D 영상을 낮은 방사선량과 짧은 스캔 시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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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임상가들에게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입체적으

로 보여주어 이를 분석할수 있게 하였다(Kau 등, 2009).

또한, 치과용 임플란트의 가상계획과 위치(virtual planning and place-

ment)를 표현할 수 있는 3D 이미지 통합형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었고

(Abboud 등, 2012; Vasak 등, 2011), 이러한 도구는 특히 하치조신경이

나 상악동과 같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이미지에 나타나게 함으로

써 술 전 계획에서 수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McNamara 등, 2011; Timock 등, 2011).

그러나, 컴퓨터보조무절개수술(computer-guided flapless surgery)은

주수가 불가능하여 골조직의 열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해부학적 실제

구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계획된 임플란트의 위치나 각도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Doan 등, 2012; Behneke 등,

2012; van Steenberghe 등, 2003; Pettersson 등, 2010; Schneider 등,

2009; Verhamme 등, 2012).

술자는 환자에게 두 가지 치료의 선택(가이드를 이용한 술식과 기존

술식)의 차이점에 대해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의 높은 치료 비용은, 수술 후 통증과 부종의 감소

라는 이점과 비교하여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많은 장점을 가진 치과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권장되지만 술자

는 드릴 가이드를 통해 임플란트의 삽입단계에 이르기까지, 3D 가상 수

술의 전달 정확도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여러 문헌들

이 가상계획과 최종 구강 내 임플란트 위치 사이에서 3차원 방향의 실

질적인 편차를 보고하고 있다(Arısan 등, 2013; Van Assche 등, 2012;

Vasak 등, 2014; Vasak 등, 2011; Pettersson 등, 2012). 이 연구들에서

는 그러한 편차가 임상적으로 관련된 문제점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술

자들은 적절한 안전성을 가진 임플란트 식립 절차를 계획하기 위해 문

헌에서 보고된 소프트웨어의 특정한 차이점, 계획된 임플란트 위치와 실

제 임플란트 식립 위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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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술 전, 후 임플란트의 위치 차이(변위)에 관해 발표된 연구들

에 따르면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드릴링과 삽입과정에 컴퓨터보조수술시

스템(computer-aided surgical systems)을 사용하면 계획된 위치와 평균

적으로 1 ㎜ 미만의 거리 편차와 5° 미만의 각도 편차가 발생하였다

(Ersoy 등, 2008; Van Assche 등, 2007).

Ozan 등의 연구는 계획된 임플란트의 위치에 대한 실제로 식립된 임

플란트의 각도 편차가 치아, 뼈 및 점막으로 지지된 SLA(stereolitho-

graphy apparatus) 수술가이드 사용읠 경우, 각각 2.91 ± 1.3°, 4.63 ±

2.6° 및 4.51 ± 2.1° 로 보고하였다(Ozan 등, 2009).

그 외에도, 치과용 임플란트를 이용한 구강 수복을 위해 컴퓨터로 제

작한 SLA 수술가이드의 정확성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D’haese 등,

2012), 하나의 in vitro 연구에서는 1.0 ㎜의 평균 apical 편차를, 3개의

ex vivo 연구에서는 평균 0.6-1.2 ㎜의 apical 편차를, 6개의 in vivo 연

구에서는 0.95-4.5 ㎜의 apical 편차를 보고하였다. Turbush는 in vitro

연구에서, 3가지 유형의 수술가이드를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의

정확성을 관찰하였는데, 2.2 ± 1.2°의 평균 angle 편차를 발견하였다. 위

치의 평균 편차는 총 150개의 임플란트에서 neck에서는 1.18 ± 0.42 ㎜,

apex에서는 1.44 ± 0.67 ㎜이었다(Turbush 등, 2012).

이런 오차값들은 이미지 수집 및 데이터 처리 단계(Arisan 등, 2010;

Valente 등, 2009; Park 등, 2009), 가이드의 유형 및 잠재적인 기계적 오

류(Cassetta 등, 2013)로 인해 발생하는 CT 촬영과정 중의 오차를 포함

한다. 이러한 오류는 외과용 가이드의 제조 및 수술 중 고정과 관련하여

식립 전, 후의 임플란트 변위를 일으킬 수 있다. Cassetta 등은 SLA 수

술가이드의 잠재적인 기계적 오류의 임상적 관련성을 평가하는 동안, 가

이드의 고정방법(고정성 vs 유동성), 악궁의 위치(상악 vs 하악) 및 골밀

도가 내재적 오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정성 수술가이드의 사용이, 움직이는 수술가이드의 사용에 비해 더 나

은 정확성을 제공하였고, 수술가이드가 상악에 사용되었을 때가 하악에

사용되었을 때보다 현저하게 위치의 안정성이 좋았다. 또한, 임플란트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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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에서 angle 편차와 골밀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Cassetta 등, 2013). 내재적 오류는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배치의 정

확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 중에서 중요한 요소이

다.

한편, Vieira 등은 상악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cervical, middle, apical

level에서 각각 2.17 ± 0.87 ㎜, 2.32 ± 1.52 ㎜ 및 2.86 ± 2.17 ㎜의 평균

위치 차이를, 하악에서는 1.42 ± 0.76 ㎜, 1.42 ± 0.76 ㎜ 및 1.42 ± 0.76

㎜ 의 위치 차이를 보고하였다. 상악과 하악에서 angular deviation은 각

각 1.93 ± 0.17°와 1.85 ± 0.75°였다. 직선거리의 편차는 상악과 하악에서

유의하게 다르지만, angle 편차는 그렇지 않았다(Vieira 등, 2013).

이 연구에서 관찰되는 평균 변위는 약 2 ㎜인데 실제 임상에서 2 ㎜

의 오차는 중요하다. 이 수치는 임플란트 주변에 존재해야 하는 골조직

양의 경계값이기 때문이다(Valente 등, 2009; Worthington 등, 2004). 이

정도의 변위는 보철물의 부적합, 과도한 교합조정, 기계생물학적 합병증,

치경부 주위 골조직에 과도한 힘의 전달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Natali 등, 2006; Karl 등, 2009). 그러나 무치악 환자에서 실행한 이 실

험과 달리 유치악 환자에서 치아지지 수술가이드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더 정확한 임플란트의 식립위치 재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Abboud 등, 2012; Pettersson, 2010; Schneider등, 2009; Soares 등,

2012).

수술가이드는 치아, 뼈 또는 점막에 의해 지지 될 수 있는데(Van

Assche 등, 2012; Verhamme 등, 2014), Geng 등의 연구는 치아지지와

점막지지 수술가이드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치

악 환자에서 사용된 점막지지 가이드는 점막 유연성으로 인해 미세 이동

이 생기면서 치아지지 가이드보다 정확도가 떨어졌고 치아지지 수술가이

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Geng 등, 2015).

Behneke등의 연구 결과는 식립 전후의 임플란트 위치 차이의 양과 수

술가이드의 지지방법에 따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근심 및 원심 치아

지지형 수술가이드가 있는 단일치 수복에서는 분산 및 최대 편차가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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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 반면, 소수의 잔존 치아에 의해 지지되는 수술가이드가 사용된

경우 변위값의 분포가 더 넓게 나타났다. 단일 치아 상실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apex편차는 근심에서만 지지를 받는 short dental arch나 소

수의 잔존 치아가 수술가이드를 지지하는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게 측정

되어, 단일 치아 손실 군의 경우 apex에서 부분 무치악 군보다 편차가

적음을 보여주었다(Behneke 등, 2012). 이 관찰은 Ersoy 등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Erosy 등, 2008).

한편, Van Assche 등의 연구는(Van Assche 등, 2010), 후방구치결손

부위(shortened dental arch)에서 사용된 후방지지가 없는 수술가이드

(free ending template)와 결손부위 양측에 치아가 있는 경우(interrupted

dental arch)에 사용된 양측 치아지지 수술가이드(bilateral anchored

template)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수술가이드가 기

울어지거나 휘어지기 때문에 편측 앵커리지가 있는 가이드의 편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

용된 경화 템플릿 재료의 이장(relining)을 통해 충분한 강도를 얻어 이

러한 경사를 방지한 것을 원인으로 추정하는데, 이 결과는 하악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하악 최후방 구치 수술에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

다.

본 연구에서도 식립부위에 따른 비교에서, 치아지지 수술가이드를 이

용하여 하악 제1대구치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의 위치나 각도가, 치아

점막지지 수술가이드를 이용하여 식립한 하악 제2대구치의 경우와 비교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골질을

가진 하악에서 단일 치아 결손 부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

다.

Behneke 등의 연구에서는 계획된 임플란트 위치와 실제로 식립된 임

플란트 위치 사이의 apical deviation이 악궁의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

다(Behneke 등, 2012). 이 결과는 STL로 제작된 가이드의 정확도에 관

한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데이터(Ozan 등, 2009; Valente 등, 2009;

Vasak 등, 201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상악에서 변위량이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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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상악골의 낮은 골밀도로 인하여 하악골보다 부정확한 전달에

더 취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임플란트 apex가 뼈에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고정되는 상악동거상동시식립(one stage sinus

surgery)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악골의 영향에

관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상악골과 하악골의 차이가 apical

deviation에 대해서만 관찰되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임플란트의 형태나 길이 또한 식립위치를 정확하게 재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임플란트가 자동적으로 드릴 구멍을

따라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추형 임플란트(conical

implant)의 경우 드릴 구멍과 마찰이 적어 유격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실험에서는 긴 임플란트(10 ㎜)와 짧은 임플란트(8.5 ㎜ 이

하)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는데 두 임플란트의 식립 변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악간 거리가 좁아지는 하악

구치부에서 짧은 드릴의 사용이 다소 적은 변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개구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실험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단일치아

결손부위에서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었던 수술가이드가 긴 임플란트의

정확한 식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술 전, 후 변위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는 골이식을 위해

판막을 거상하는 경우와 수술가이드가 사용되는 최종단계가 어디까지인

지 등이 있다.

Behneke 등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펀치(punch)를 이용해 전층판막을

거상하는 경우와 무절개 임플란트 식립 경우의 정확도 결과를 비교하였

다(Behneke 등, 2012). 대부분의 비교는 의미가 없거나 단지 경미한 차

이만을 보였다. 따라서 피판거상이 치아지지 수술가이드의 위치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치아들이 충분한 장착을 가능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관찰된 판막 조작 방법에 따른 결과는 Ersoy 등이

보고한 완전 및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의 in vivo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Ersoy 등, 2008).

수술가이드는 골성형(site perparation) 과정에서 여러 단계까지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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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수술가이드의 사용은 탐지 드릴링(pilot drilling) 또는 골성형

부위의 중간단계까지만 사용될 수도 있다. 특히 개구량이 제한적이거나

구강내 악간거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술가이드는 악골의 후방부위에

서 드릴의 사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드릴링의 초기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드릴링(free hand drilling)은

최종 드릴링, 혹은 임플란트 삽입과정이 수술가이드에 의해 유도되는 경

우보다 정밀도가 크게 떨어진다. Behneke 등은 전 과정이 가이드되는

술식을 사용할 경우, 그렇지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임플란트 shoulder와

apex에서 최대 편차 0.3 ㎜와 0.6 ㎜를 줄일 수 있었다(Behneke 등,

2012). 전과정가이드(fully guide) 접근법으로 이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최대 편차는 platform에서 최대 0.6 ㎜이고 apex에서 0.77 ㎜로 소프트웨

어에서 권장하는 안전거리(1.5 ㎜)보다 현저히 낮았다. 슬리브 가이드를

이용한 단계의 증가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결과는 Kalt &

Gehrke가 보고한 결과(Kalt 등, 2008)와 일치한다. Kalt 등은 calf rip의

8개 연구 모델에서 computer-aided planning system med3D의 전달 정

확성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기존의 탐지 드릴링(guided pilot drilling)과

비교하여 이중 슬리브 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달 정확도를 현저히

향상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플란트 삽입 직전 단계까지 완전히 가

이드를 통해 제어된 경우에도 가이드를 이용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삽입

하는 경우는 위치 또는 축 편차를 유발할 수 있었다. 임플란트의 셀프

탭 기능은 특히 뼈가 연약한 부위와 골천공이 있는 부위에서 정확도가

더 달라질 수 있다. In vitro 시험에서 Park 등은 수술가이드를 통해 임

플란트를 삽입하는 경우,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작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Park　등, 2009). 저자들은 가이드를

사용한 그룹의 경우 apex에서 평균 0.42 ㎜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가이드

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평균 0.66 ㎜ 오차가 발견된다고 보고 하

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2변수 분석을 통해 자연 치아(단일 치아결손

및 다수 치아결손)에 의해 결손 부위가 둘러싸인 경우에도 수술가이드를

사용한 단계의 수를 늘림으로써 정확성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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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위와 오류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CAD / CAM 수술

가이드는 기술의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으로 인해 최적의 임상 결과를 얻

었다(D’Haese 등, 2010; Cassetta 등, 2013). 기존의 임플란트 식립술과

비교하여 CAD/CAM 수술가이드를 사용하면 임플란트의 위치, 각도 및

식립 깊이가 향상된다. 한 가지 단점은 정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수

술 전, 후 CT 스캔 중 방사선 노출이다. 임상의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디지털 수술가이드의 정확성 비교연구는 보통 계획된 임플란트의 위치

영상과 술후 CBCT 영상을 겹쳐서(superimposed) 진행되지만, 술 후

CBCT 촬영에 동반되는 비용 및 방사선 노출양의 증가와 모든 대상자에

게 술 후 CBCT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

다. 그래서 술 후 CBCT를 대신하여 임플란트 최종 인상 채득 시 제작

하는 마스터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Nickenig 등, 2010).

Schnutenhaus 등의 연구는 식립된 임플란트를 인상 채득하여 얻은 마

스터 모형을, CBCT로 촬영하여 실제로 식립된 임플란트의 위치를 파악

하는 모형 비교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CBCT 고유의 정확도

를 마스터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높은 정밀도를 가질 수 있고, 계획된 임

플란트와 식립된 임플란트를 쌍으로 배열하는 오차(alignment error)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Schnutenhaus 등, 2016).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계획한 이상적인 위치를 구강 내에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각 과정에 오차를 생길 수 있게 하는 요소

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 요소들은 술 전에 채득한 디

지털 이미지의 오차, 그 이미지와 CT 정합 시 발생하는 오차, 템플릿 제

작시의 오차, 수술시의 환경에 따른 오차 등이 있다. 이러한 오차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하여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면 환자나 술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술 후 CT 촬영 데이터 없이 수술가이드의 정밀성에 관하여 검증하는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의 정확도가 기존의 수술 전후 CT를 이용하는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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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비교법과 비교하여 정확도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한 이 연구는 다음의 유사연구에서 임플란트 식립 후 CT 촬영 없이 수

술가이드의 정확성에 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을 막고 불편감을 줄이며,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 분석에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4 -

Ⅴ. 결 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시험대상자와 분석과정의 오차 가능성을 가지

고 있는 실험의 한계 안에서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보조무절개수술(computer-guided flapless surgery)에서 변위와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의 식립위치와 임상적인 성공에 만

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고, 단일 치아결손 경우에서 이러한 수술을 통

한 보철수복이 실행 가능한 치료선택이 될 수 있다.

2. 하악구치부의 단일치아 상실부위에 stereolithographic 템플릿을 이용

한 가이드 수술에서는 하악 제1대구치(치아지지)부위에서나, 하악 제2대

구치(치아점막지지)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 위치정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또한 임플란트 형태에 따라 분류한 평

가인 짧은 임플란트와 긴 임플란트의 식립위치정확도 비교에서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3. 술 전, 술 후 식립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술 전, 술 후 두

장의 CT 데이터를 비교하는 CT영상비교법과 수술가이드 제작시 정한

술 전 위치와 보철제작을 위한 디지털 인상체를 이용하여 정합된 술 후

위치를 비교하는 술후디지털인상비교법 간의 측정데이터 값의 비교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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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uracy of implant placement

with a stereolithographic surgical

template on mandibular molar sites

measured by two methods ; Pre-

and postoperative CT method and

Postoperative digital impression

method

Ju-Hee Park, D.D.S., M.S.D.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Young-Jun Lim, DDS, MSD,

Ph.D.)

This study evaluated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a

computer-guided flapless surgical approach in single mandibular molar

missing cas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deviations between virtually planned and placed implants by the use

of stereolithographic templates using pre-and postoperative CT

method and postoperative digital impression method.

Forty-six consecutive patients were selected for virtual

three-dimensional implant planning using the Implant studioTM(3

Shape, Copenhagen, Denmark). Computer tomography imag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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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ed in the pre- and post-operative phase for CT method. Digital

impression was made in the prosthodontic phase for postoperative

digital impression method. Five deviation parameters(angular deviation

(°), linear horizontal deviation at implant platform(㎜), linear horizontal

deviation at implant apex(㎜), vertical deviation at platform(㎜)과

vertical deviation at apex(㎜)) were defined and calculated. The

overall data were compared, and each was evaluated by classifying

them by implantation site and implant type.

Compared to the planned implants, placed implants showed

differences in linear measurements at the platform and apex implant

portions of 1.07 ± 0.57 ㎜ and 1.49 ± 0.65 ㎜ for pre- and

postoperative CT method and 1.10 ± 0.58 ㎜ and 1.51 ± 0.64 ㎜ for

postoperative digital impression method, respectively. The vertical

measurements at the platform and apex implant portions of 0.78 ±

0.63 ㎜ and 0.80 ± 0.63 ㎜ for pre- and postoperative CT method, and

0.86 ± 0.65 ㎜ and 0.88 ± 0.65 ㎜ for postoperative digital impression

method, respectively. The angular deviations were 3.94 ± 2.13° and

4.02 ± 2.00° for pre- and postoperative CT method and postoperative

digital impression method, respectively.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two methods(p >0.05).

While the risk of deviation and errors remains, the use of

CAD/CAM surgical guides has led to optimal clinical results in terms

of position, angulation, and depth of implant placement.

Computer-guided flapless surgery may be a viable treatment option

for rehabilitating the single immediate implant placement.

Key Words : dental implants, accuracy, computer-guided surgery,

virtual implant planning, mandibular molar.

Student Number : 2008-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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