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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b License 혹은 Dongle

- S/W 를 실행하고 STL 을 추출 할 때, 사용됩니다.

- STL을 추출 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 한 Credit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Credit의 구매&충전은 S/W 구매처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Web License 또는 Dongle이 없는 경우에도 Trial 로 사용 가능합니다.

- Trial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Planning에 제한은 없습니다

1. 설치 후 초기 ID는 User, Password는 없습니다.

- 설정에서 Password와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Default 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DentiqGuide 실행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진행 & 완료됩니다

1.1 DentiqGuide의 준비 : License & Log-In

Web

*Credit : STL 파일 추출에 필요한 쿠폰으로, 구매 및 충전하여 Guide 및 임시치아 등을 제작할 때 사용 3



1.2 DentiqGuide의 준비 : CT & Model Data

1. CT Data

- Slice interval < 0.25 mm

- Slice thickness < 0.25 mm

- Resolution < 0.25 mm x 0.25 mm

- FOV : 10*8.5 이상 (이하 일 경우, 편측 Partial Guide만 제작 가능)

2. CT 촬영 시, 유의 사항

- 환자의 입에 Cotton Roll 문 상태로 촬영하여, Open Bite로 촬영합니다.

- 보철물이 많거나 잔존치가 부족한 경우 Marker를 붙여 촬영합니다.

1. Model 3D Data  

- 수술하고자 하는 턱의 Model Data 확장자 “STL”, “PLY”의 3D File

- 중절치와 대구치(혹은 그 부위) 를 포함하는 편측 이상의 Data

2. Model Data 유의 사항

- 기포가 없고, 환자의 현재 구강 상태와 동일한 Model

- 석고모델의 경우 Scanner로 촬영 후, 3D File로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 대합치는 교합 정보가 함께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Marker를 사용하여 CT 촬영 시, 동일하게 Model data에도 필요합니다.

*Marker : 기성마커, Gutta percha, 혹은 레진과 같이 불투과성으로 X-Ray나 CT등에서 에서 확인이 가능 한 물질 4



동 작 기 능

마우스 왼쪽 클릭 Point의 지정, Menu의 선택

마우스 왼쪽 드래그 포인트의 이동, 수정

마우스 오른쪽 클릭 Point의 삭제, Menu 리스트 표시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 3D Data의 회전, CT Data의 확대/축소

마우스 휠 스크롤 3D Data의 확대/축소, CT Data의 View 이동

마우스 휠 드래그 3D Data의 이동, CT Data의 이동

Ctrl + Z 직전 단계로 되돌리기(모든 작업에 작동)

Ctrl + Y 직후 단계로 되돌리기(직전 단계로 돌아간 경우에 작동)

1.2 DentiqGuide의 준비 :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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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환자를 추가할 경우 성만 기입하면 됩니다.

- 성과 이름 항목은 환자를 검색하는 태그가 됩니다.

2. 기존 환자를 선택할 경우 기존 수술 계획이 보여집니다.

- 기존 수술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계획은 새로운 수술 계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1 환자 및 수술 계획 관리 : 환자 추가 및 검색

6



1. 치아를 선택 후, 크라운과 임플란트 플래닝, 수술용 가이드를 선택하여 수술 계획 작성 합니다.

- 크라운을 선택해야만 Top-Down Planning 이 가능합니다.

- 임시치아는 기성 Abutment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Case에서만 디자인 가능합니다

- Custom ABT Case 혹은 Abutment 라이브러리가 없는 경우 디자인 불가합니다

2. 수술 계획 확인 후 다음 단계 진입합니다.

3-1. Digital Implant Planning : 수술 계획(일반)

*Top-Down Planning : 최종적인 보철의 형태와 크기, 위치 등을 먼저 계획하고 그 것을 기준으로 Implant Planning을 진행하는 방식 7



1. 필수 Data : CT,  수술하고자 하는 턱의 Data를 추가합니다.

- 대합치의 Scan data는 없어도 단계를 진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단, 임시치아의 Design 시, Contact 삭제나 교합삭제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2.  Data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 > x 로 변경됩니다.

- 해당 data를 지우거나, 변경을 원한다면 해당 Data를 다시 클릭합니다.

3-2. Digital Implant Planning : Data 등록(CT, Scan 등)

*Data : Implant Planning에 사용되는 CT의 Dicom 파일과 Model의 STL(PLY) file로서 각각 CT와 Scanner 촬영을 통해 제작 가능 8



1. CT Data가 너무 크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많은 경우, 빨간색 사각 Point를 이용하여 편집이 가능합니다. 

- Axial / Coronal / Sagittal 창의 사각 Point를 움직여 Data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계 수정 후 다른 단계로 진입 시, 기존의 Planning과 디자인이 초기화 됩니다.

- 초기화를 원치 않을 경우, 수술 계획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후 다른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2. 필수 Data가 손실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악의 경우 Sinus 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악의 경우 신경관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편집이 완료되었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3. Digital Implant Planning : 데이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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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xial 창에서 Point를 지정 해 나갑니다

- 치아의 중앙을 클릭하며 포인트를 이어 나갑니다

2. 마지막에 더블 클릭을 하면 커브가 고정되고, 고정 된 커브는 Point가 더 이상 추가되지 않습니다.

- 커브의 포인트 수정 및 삭제는 가능하나, 커브를 지우고 재지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3. 커브는 파노라마 뷰의 기준이 됩니다. 파노라마 영상을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3-4. Digital Implant Planning : 커브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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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계획이 하악인 경우에만 신경관 지정 단계가 있습니다.

2. Orthogonal 창 또는 Tangential 창에서 신경관의 Point를 지정합니다.

- 안전한 수술을 위해 신경관의 최상단에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 뷰의 순서대로 포인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신경관이 잘못된 모양으로 설정됩니다.

3. 포인트는 Orthogonal 창과 Tangential, Panoramic 창이 연동되어 함께 지정 됩니다.

- 좌측 상단 메뉴에서 좌/우측의 신경관을 선택하고 두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5. Digital Implant Planning : 신경관 설정(하악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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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T Data와 Scan Data를 되도록 가능한 크기, 각도로 변경 하여 정렬합니다.

- 자물쇠 메뉴를 클릭하면 모델과 CT Data를 묶어, 동시에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CT Data의 HU 값을 변경하여 Data의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Scan Data와 CT Data의 동일한 위치와 순서로 3 Point를 지정합니다.

- Point가 동일한 위치에 찍힐 수록 초기 정합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 Scan data의 클릭 순서와, CT data의 클릭 순서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3.  자동 정합을 확인 후 수동 정렬로 넘어갑니다.

- 정합 단계가 가이드 수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입니다

3-6. Digital Implant Planning : 정렬

*정합 : 서로 다른 두 가지의 Data를 중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겹치도록 정렬하여 두 Data의 위치 정보를 동일하게 하는 과정 12



1. CT와 Scan Data의 정합 오차가 적을 수록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 CT/Scan Data에만 있는 data는 (Ex:치은 data)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2. Data가 변형되어, 중첩부위의 빨간색이 많을 경우, 수술 부위의 Data를 중심으로 정합 합니다.

- 정합 후, 중첩 부위에 빨간색이 많으면 CT 혹은 Scan Data의 왜곡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구강 Scan Data에서 해당 증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 Guide 정밀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가능하다면 Data 변경을 추천합니다. 

3. 정합도는 모델 Data에서 표현됩니다. CT의 투명도를 높이면 Data의 확인이 쉽습니다.

3-6. Digital Implant Planning :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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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 정렬 이후, 미세조정은 수동 정렬로 보다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Scan Data의 외형(아이보리색)이 CT Data 의 치아 외형과 이루어지도록 조정합니다.

2. Scan Data와 Ct Data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미세 조정 합니다.

- Scan Data 외형(아이보리색)이 CT Data 내부에 위치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3. 최종적인 정합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3-6. Digital Implant Planning : 정렬

정합 미세조정 前

정합 미세조정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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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로 Scan Data 상에서 범위를 지정하여 Data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발치 후, 즉시 식립을 가상해서 플래닝을 할 때 사용합니다.

2. 삭제할 치아의 주위를 마우스 클릭하여 범위를 지정하고, 처음의 포인트까지 이어줍니다.

- 삭제 후 생긴 Wound 를 하방으로 내려서 발치와를 임의적으로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3. 이 단계를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 해도 무방합니다.

3-7. Digital Implant Planning : 치아 제거(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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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nning 의 기준이 될 Crown을 배치하고 크기와 각도, 위치 등을 수정합니다.

- 크라운의 중심점과 축은 임플란트 Planning의 기준이 되어 향후 식립 단계에서 활용 됩니다.

- 수복하고자 하는 보철물의 형태와 크기 등을 예상하며 작업합니다.

2. 해당 단계에서 배치된 크라운이 향후 임시치아 디자인 단계에서도 활용 됩니다.

- 임시치아를 제작하지 않는다면 해당 단계는 크기,위치 등을 대략적으로만 설정하여도 무방합니다.

3. 크라운의 배치를 확인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3-8. Digital Implant Planning : 크라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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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 식립 단계 진입 시, 프리셋으로 설정되어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적용 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수정 된 사항은 프리셋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플래닝의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 치식의 “-” 를 클릭하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2. 임플란트 기반 또는 키트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키트 기반 선택 시, 키트만 설정하면 임플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를 자동으로 제안합니다

*Sleeve : Guide 수술 시, 사용되는 Parts로 Drill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Guide 종류에 따라 없는 경우(Sleeveless)도 있음

3-9. Digital Implant Planning : 임플란트 식립



1. CT Data를 확인하면서 Fixture의 식립 위치를 수정합니다.

- 임플란트 식립 도구를 이용하여 Fixture의 위치, 각도, 길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원하고자 하는 위치로 드래그하거나, 이동 도구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임플란트 미세조정 도구를 이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Fixture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임플란트 고정 기능을 사용하면, 수술 계획이 확정된 임플란트의 불필요한 변경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정이 활성화 되면, 플래닝의 수정, 추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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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Digital Implant Planning : 임플란트 식립

1. 임플란트 식립 단계에서는 Scan data에서 확인 하는게 더 편리합니다.

- CT Data의 투명도를 가장 높게 설정하여 Scan data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 CT Data를 보지 않기로 설정하면, 파노라마, Axial View 등에서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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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개의 Fixture를 식립하는 경우 그룹핑을 통해 Path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Path의 기준 치아를 선택 후(빨간색) 변경할 치아를 선택하여(파란색) 적용 합니다.

- 적용된 Fixture 그룹은 Fixture 각도 변경 시, 그룹 내 다른 Fixture에도 일괄 적용이 됩니다.

2. 그룹을 해제하고 싶다면 그룹 목록에서 삭제 합니다,

3-9. Digital Implant Planning : 임플란트 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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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lant의 그룹핑이 완료 되면, 두 Fixture의 식립 각도는 0도 가 됩니다.

- Scan Data를 마우스 우클릭하면 측정 도구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간의 거리와 신경관과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3-9. Digital Implant Planning : 임플란트 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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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Check 해볼 수 있습니다

2. 시작점부터 마무리점까지 마우스를 드래그 합니다.

-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할 경우 기준점과 평행하거나 수직인 직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3-9. Digital Implant Planning : 임플란트 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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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lant의 안전반경이 겹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 Fixture의 위치를 옮기거나 직경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저가 개별 설정을 통해 해당 안전반경을 조절하여, 강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Fixture 의 기본 안전 반경은(노란색 오각형) 1.5mm 입니다.

- 안전 반경 임의 수정은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9. Digital Implant Planning : 임플란트 식립

*안전반경 : Fixture 기준으로 가상으로 생성한 범위. 설정에 따라 범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인접치 또는 다른 Fixture간의 간섭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23



1. 캡쳐 버튼을 이용하여 영역 혹은 화면 전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캡쳐를 하게 되면 리포트에 캡처 목록이 자동으로 추가 됩니다.

2. 인접치의 치식을 노트로 추가 하거나, 주요 지점 간의 거리/각도 등을 캡쳐 할 수 있습니다.

- 리포트 내에서 디자인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3-9. Digital Implant Planning : 임플란트 식립

24



1. 앵커핀이 필요한 경우 치식의 회색 삼각형을 클릭하여 플래닝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지 않다면 앵커핀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임시치아 디자인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기성 어버트먼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 수술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 어버트먼트를 스캔바디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3-9. Digital Implant Planning : 임플란트 식립

25



1. 가이드의 삽입로를 지정 합니다. 삽입로는 가이드의 유지력을 결정합니다.

- 모델을 마우스 우클릭 움직여서 삽입 방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삽입로는 모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정됩니다.

2. 삽입 방향 후 생성되는 음영부위는 Under-Cut 입니다

- 가이드 생성 시 Under-Cut 부분은 자동으로 Block-Out 됩니다.

- 과도한 Block-Out은 가이드의 유지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 과도한 Under-Cut은 가이드의 탈/부착을 어렵게 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3. 삽입방향은 가이드 탈/부착이 용이하고, 적절한 유지력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 되게끔 설정합니다.

3-10. Digital Implant Planning : 가이드 생성

*삽입로 : Guide가 구강 내 장착되는 방향을 뜻하며, 삽입로에 따라 가이드의 유지력이 달라짐 26



1. 가이드의 크기와 외형을 결정하는 측지선을 그려줍니다.

- 측지선은 마우스를 클릭하여 Point를 이어 나가면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 측지선은 STL Data가 비어 있는 곳(구멍)을 지정하거나 지나갈 수 없습니다.

2. 적절한 크기의 측지선을 설정합니다.

- 측지선이 넓을 경우, 가이드가 너무 커져, 재료의 과소모나 가이드 변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 측지선이 좁을 경우, 가이드가 너무 작아져 수술에 필요한 유지력과 강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3. 수술 부위를 기준으로 최소 4개의 치아를 포함 하도록 측지선을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3-10. Digital Implant Planning : 가이드 생성

*측지선 : 임의로 지정한 Point와 Point를 이어주는 선으로써 가이드를 생성하는 기준선이 되며, 가이드는 측지선 바깥으로 생성되지 않음 27



1. 가이드의 두께, 오프셋등을 설정합니다.

- 두께가 얇을 경우 수술 중 파절의 위험이 있으며, 두꺼울 경우 환자가 이물감을 호소 할 수 있습니다.

- 슬리브와 가이드간의 오프셋 값은 3D 프린터 출력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용자 환경에 맞는 개별적인 수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2. 치아와 가이드간의 오프셋 값은 임플란트, 키트, 드릴,슬리브 등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 Offset from teeth to guide : 가이드를 치아(모델)에 삽입 할 때 영향을 주는 수치

- Offset from sleeve to Guide : 슬리브를 가이드에 체결할 때 영향을 주는 수치

3. 측지선, 삽입 방향, 파라미터의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가이드를 생성합니다. 

- 가이드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가이드 생성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합니다.

- 우측 상단에 기본값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의 수치를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10. Digital Implant Planning : 가이드 생성

*오프셋 : 기준에서의 거리를 뜻하며, 오프셋의 조절을 통해 Drill 길이 등의 변경을 적용하거나, 또는 가이드 내 슬리브 삽입시의 공차를 조절할 수 있음 28



1. 가이드를 생성하면 지지대/창, 문자 각인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2. 가이드를 보강하기 위해 원형 또는 직육면체 형태의 지지대를 추가합니다.

- 이 때, 지지대는 녹색으로 표시 됩니다. 

3. 가이드의 적합을 확인하기 위해 가이드에 창을 생성합니다. 

- 이 때 지지대는 분홍색으로 표시 됩니다.

- 창을 통해 치아와 가이드 간의 유격을 확인하여 적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지지대/창의 추가&배치가 완료 되면 가이드 생성 버튼을 눌러 디자인에 반영합니다.

- 생성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존 사양대로 가이드가 생성됩니다.

3-10. Digital Implant Planning : 가이드 생성

*지지대 : 가이드의 특정 부위가 얇아 파절의 위험이 있거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를 두껍게 할 목적으로 생성하는 구조물 29



1. 슬리브 영역 잠금을 설정하면 지지대 생성시 슬리브 영역의 간섭 부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 해당 옵션을 이용하여, 지지대를 협/설로 넓게하면, 슬리브 영역 제외 후, 지지대가 생성됩니다

2. 가이드에 창을 내는 경우, 투명화 옵션을 조절하면 위치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 창을 통해 치아와 가이드의 유격을 확인하기 위해 창 영역이 치아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3. 반영 된 후에는, 지지대/창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 지지대의 재생성 혹은 편집이 필요한 경우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가이드를 원상태로 복구합니다.

3-10. Digital Implant Planning : 가이드 생성

30



1. 가이드 표면에 환자명, 수술날짜 등의 문자를 각인 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여러 가이드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경우, 문자 각인을 추가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가이드 적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에 위치 시킵니다.

- 슬리브의 영역을 방해하는 부분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바 지지대 위에 생성하면 식별성이 좋아집니다.

3. 문자 각인 단계까지 완료가 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3-10. Digital Implant Planning : 가이드 생성

*문자 각인 : 이름, 날짜, 특이사항 등을 기입하기 위해 가이드에 생성하는 Text 문구 삽입 기능 31



1. 디자인한 가이드에 대한 승인을 진행합니다. 

- 수술과 가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은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이드 및 임시치아를 추출 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수술 계획에 대한 리포트를 확인 합니다.

3. 가이드와 임시치아를 실제 제작하기 위해 STL파일로 추출 합니다. 

- 3D 프린터 출력을 위해 모델 베이스 생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11. Digital Implant Planning : 결과

*추출 : 디자인인 완료 된 가이드, 임시치아 등을 실제 제작하기 위해 STL 파일로서 저장하는 것을 뜻함 32



1. 수술용 리포트, 드릴 프로토콜을 확인하거나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리포트의 STL 파일은 마우스로 크기, 위치, View Point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된 상태로 리포트는 수정, 출력 됩니다.

2. 노트란에 의견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추가된 의견은 리포트에 반영되어 출력 됩니다.

3. 리포트의 확인 및 수정이 완료되었으면 창을 닫거나 리포트를 출력합니다.

- 수술 계획 중 캡쳐 했던 목록들이 최대 5장까지 리포트에 반영됩니다

3-11. Digital Implant Planning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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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이 완료한 가이드 및 크라운을 제작하기 위해 STL파일로 추출 합니다.

- Mesh 파일을 출력 할 경우 Credit이 소모 됩니다.

- 임시치아 디자인을 완료한 경우에만 크라운 출력이 가능 합니다.

- 출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이콘을 비활성화 하여 제외하고 추출 할 수 있습니다.

2. 치과에 맞는 최적의 오프셋 값, 내면 값 등을 찾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제작 방식, 기공소 등의 요소로 인하여 같은 디자인의 가이드가 다르게 제작 될 수 있습니다.

3. 추출이 완료 된 Case은 가이드 및 임시치아의 수정 시, 추가적으로 Credit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 단, 수술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Credit이 추가로 소모됩니다.

3-11. Digital Implant Planning : 결과

*메쉬(Mesh) 출력 : STL 파일 추출과 동일한 뜻 34



1. 수술 계획에서 임시치아를 선택한 경우 크라운의 디자인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크라운은 반드시 Abutment Case에서만 가능합니다

- 수술 단계에서 Abutment 라이브러리를 Scanbody 등으로 선택하였다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크라운 디자인 단계 진입 시, 자동으로 Abutment 의 마진이 설정됩니다.

3. 마진과 치식을 확인 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4-1. 임시치아와 모델 베이스 생성: 크라운 디자인 (마진 라인 설정)

35



1. 크라운의 접착제 공간(Cement Gap)과, Margin의 형태를 지정합니다.

2. 수치 값을 확인 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크라운 배치 단계에서 설정하였던 디자인을 기본값으로 불러옵니다

- 크라운의 라이브러리와 형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치아의 배치를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에서 수정된 크라운이 크라운 배치단계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4. 라이브러리와 크라운 조정이 끝나면 임시치아 생성 버튼을 클릭 후 다음 단계로 진행 합니다.

4-1. 임시치아와 모델 베이스 생성: 크라운 디자인 (접착제 공간 설정)

36



1. 크라운의 외형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편집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줍니다.

- 모핑 기능을 통해 크라운의 외형을 넓은 면적 단위로 편집 할 수 있습니다

- 왁스칼 기능을 통해 크라운의 외형을 좁은 면적 단위로 편집 할 수 있습니다.

- 크라운 디자인 완료 후, 왁스 매끄럽게 기능을 이용하여 크라운의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접촉면 조절 기능을 통해 교합면에서 Over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클릭 후 드래그 하여 삭제 & 추가적인 미세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합치 Scan Data가 없다면 접촉면 삭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크라운의 편집이 완료되었다면 임시치아 확인을 통해 크라운 생성을 진행합니다.

4-1. 임시치아와 모델 베이스 생성: 크라운 디자인 (크라운 편집)

*모핑 : 크라운의 특정 부분을 편집하는 기능으로써 편집 반경의 수치를 변경하여 활용 37



1. 크라운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확인을 누르면 임시치아의 디자인이 완료됩니다.

- 구멍 생성을 체크하여 크라운의 스크류 홀을 생성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4-1. 임시치아와 모델 베이스 생성: 크라운 디자인 (확인)

38



1. 모델 베이스를 생성할 영역에 측지선을 지정합니다.

- 가이드 혹은 임시치아의 적합을 test하는 목적의 Second Model로써 사용됩니다.

- 수술에 필요한 영역만 지정하는 것으로 추천합니다.

2. 생성방향은 모델 베이스의 교합면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3. 모델 내부를 비우거나 채울 수 있습니다.

- 내부를 비울 경우 외벽의 두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한 측지선으로부터 두께를 지정하여 모델의 바닥을 평탄화하고, 높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설정을 확인하고, 모델 베이스 생성 버튼을 눌러 베이스를 생성합니다.

4-2. 임시치아와 모델 베이스 생성: 모델 베이스 생성

*Second Model : 출력물의 적합, Path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업 모델의 변형, 손상을 막기 위해 제작하는 확인용 Model 39



1. 약관에 동의를 완료한 이후, 모델링이 완료 된 STL 파일을 추출 합니다.

- 메쉬 출력에는 Credit이 소모됩니다.

2.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 모델 베이스 생성 기능은 가이드와 다른 창을 사용합니다

4-3. 임시치아와 모델 베이스 생성: 결과

*모델링 : Scan data를 실제 출력할 수 있도록 내부에 data를 채우는 작업 40



1. 다른 수술 계획을(.dqg)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파일에는 저장 당시의 모든 단계와 결과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 디자인을 논의할 때 프로젝트 파일로 주고 받아 확인 & 수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동일한 Ver.이 아니라면 수술 계획을 불러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라이브러리가 아니라면, 수술 계획을 불러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5-1. 부가 기능 : 수술 계획 불러오기

*수술 계획 : 현재까지 진행 된 Implant Planning Process로 .dqg 파일로 저장 되어,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Planning을 편집, 확인 할 수 있음 41



1. 기간별 검색을 통해 특정 기간에 따른 수술 계획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기본값 설정은 3개월이며, 설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2. Capture 또는 Case별로 메인 Imag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Capture는 해당 수술 계획이 마지막으로 수정되었던 단계를 보여줍니다.

5-2. 부가 기능 : 기간 별 수술 계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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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치악 Case 시, 정합에 사용할 수 있는 의치가 있다면 보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무치악의 수술 계획에서는 개별 치아가 아닌 턱을 선택하게 됩니다

- 무치악 Case에서는 모델 Data를 의치(Denture) Data로 사용합니다

2. 만약 Denture Data가 없다면, 기존 수술 계획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5-3. 부가 기능 : 무치악 수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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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치악 Case 시, 조립형 가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앵커핀과 임플란트 플래닝 위치 정보가 있는 수술용 가이드와 교합 정보가 있는 교합용 가이드로 분리 됩니다.

- 수술 가이드 위로 교합 가이드를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2. 상단의 Distance 바를 움직여 두 가이드 간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3. 부가 기능 : 무치악 수술 계획 (조립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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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 후 환자 CT Data를 체득하여, 술전 술후 분석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술후 CT에서 DentiqGuide가 Implant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플래닝과의 결과를 분석합니다.

2. 술후 CT를 불러온 후, 술전 CT와 Data를 정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DentiqGuide가 자동적으로 최적의 정렬을 제안합니다

- 필요 시, 수동 정렬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석하고자 하는 턱을 중심으로 정렬을 진행합니다.

- 술전 CT와 술후 CT가 100% 일치 될 수 없습니다.

5-4. 부가 기능 : 술전 술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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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정렬이 완료되면, 술후 CT의 임플란트 축을 자동으로 추출하면서 수술 분석이 완료됩니다.

- 3D : 3D 상에서의 술전 술후 분석 결과의 최대치

- Implant aligned 2D Image 상에서 술전 술후 분석 결과의 최대치

- Angle : 임플란트 축의 각도 /  Shoulder(Apex) : 임플란트 상단(하단) 사이의 거리

- 술전 CT와 술후 CT가 100% 일치 될 수 없습니다.

2. 추출에 실패할 경우, 임플란트 축은 수술 계획에 저장된 축으로 설정됩니다.

5-4. 부가 기능 : 술전 술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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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으로 추출된 임플란트의 축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축 정렬 버튼을 클릭하여 Axis 화면과 3D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술후 CT에서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 주황색으로 표시 됩니다

2. 변경 된 위치는, 기존 수술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4. 부가 기능 : 술전 술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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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옵션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에 관련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Credit을 충전하거나, 동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업데이트 메뉴를 통해 프로그램의 버전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중요 Up-Date 는 반드시 설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능 Up-Date 는 유저가 업데이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3. 도움 메뉴를 통해 동영상 자료 또는 공식 매뉴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1. 설정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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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플래닝과, 추출 시 적용 되는 단계별 설정과, 라이브러리를 확인 &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에서 변경한 수치 값은 Default값으로 저장되어 이 후 작업에 지속적으로 적용 됩니다.

- 각 단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 해당 수술 계획에서만 변경 된 값이 적용 됩니다.

2. 임플란트 라이브러리는 3DII의 공식 라이브러리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러리의 개별 추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6-2. 설정 : 옵션 &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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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계획의 리포트에 표시할 항목과 골밀도 표시에 관한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3. 설정 : 옵션(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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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