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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DentiqGuide는 CT 영상과 3D 구강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모의 시술 및 시술 가이드를 

디자인하는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 설계 소프트웨어입니다. 

 

DentiqGuide는 사용자의 목적에 적합한 워크플로우 단계를 제공하며 고품질 3D 영상, 고정밀 정합, 

가상 크라운 등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임플란트 모의 시술 및 가이드 디자인 작업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기본동작을 충분히 숙지하신 이후 사용해주세요. 

기본동작을 숙지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이용이 불편합니다. 

 

 

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플란트 및 치과 수술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2. 미 연방법은 이 기기를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합니다. 

3.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작동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시를 받아야 합

니다. 

4.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PC 환경은 본 사용설명서에서 안내하는 권장사양에 충족되도록 합니다. 

5. 본 사용설명서에 사용하는 정보안내 표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표시 내용 

 

사용 시 일반적인 주의를 안내합니다. 

 

사용자에게 특정 행위를 지시함을 안내합니다. 

 

사용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함을 안내합니다. 

 

  

DentiqGuide는 3DII의 등록상표이며 본 사용설명서의 저작권은 3DII에 있으므로 무단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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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설치 

 

2.1 PC 시스템 사양 

DentiqGuide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양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최소 사양 권장 사양 

운영체제 Windows 10, 11 (64bit) Windows 10, 11 (64 bit) 

메모리 크기 16GB 16GB 이상 

그래픽 카드 DirectX 11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DirectX 11 이상을 지원하는  

고성능 그래픽카드 

GPU전용 메모리 1GB 이상 

CPU Intel i3 Dual Core Intel i5 Quad Core 이상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2GB 여유공간 2GB 이상 

 

 

PC 시스템 사양 확인은 제어판 → 시스템/장치관리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2 DentiqGuide 설치 

DentiqGuide 설치 파일 획득 후 설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etup_DentiqGuide”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실행시킵니다. 

 

[Install Shield Wizard] 

②  Install Shield Wizard가 실행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③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에 동의한후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④ DentiqGuide 설치 위치 선택 후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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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 지정] 

⑤ 설치가 완료되면 생성된 바로 가기 아이콘 으로 DentiqGuide를 실행합니다.  

 

 

제품의 정식 사용을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평가판 

버전으로 실행됩니다.) 

문의 사항은 service@3dii.net로 연락 바랍니다. 

 

2.3 Implant library 설치 

Implant library 설치 파일 획득 후 설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etup_ImplantLibrary”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실행시킵니다. 

②  Install Shield Wizard가 실행되면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③ 설치 완료안내가 나타나면 [마침]을 클릭하여 설치를 마칩니다. 

 

 

DentiqGuide 설치 파일과 라이브러리는 

https://dentiqsolution.com/support/download/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는 DentiqGuide 소프트웨어 내 설정 -> 라이브러리 -> 업데이트 

탭에서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service@3dii.net 로 연락 바랍니다. 

 

 

설치 시간은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일정 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mailto:service@3di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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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개요 

 

3.1 주요 기능 

1) 임플란트 모의 시술 

 CT 영상을 이용하여 치조골의 모양을 확인하고 픽스쳐와 크라운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2) 가이드 디자인 

 임플란트 모의 시술을 바탕으로 실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 가이드를 디

자인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모의시술] 

 

[수술가이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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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 치아 디자인 

 환자 구강 내 최종 보철물을 식립하기 전 사용하는 임시 치아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모델 베이스 생성 

Second Model로 활용하기 위해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모델 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임시 치아 디자인] 

[모델 베이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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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면 구성 

1) 덴탈 매니저 

 환자 및 수술 계획 목록을 관리하고 프로그램 환경 설정 메뉴를 제공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메뉴 덴탈매니저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 표시 

2 하위 메뉴/분류 선택된 메뉴의 하위 메뉴 또는 항목 분류 표시 

3 세부 정보 하위 메뉴/분류에 해당하는 세부 정보 표시 

4 프로그램 상단 메뉴 프로그램 도움/화면 최대, 최소화 /종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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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계획 작업 

 수술 계획을 위한 작업 단계 및 작업 도구를 제공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단계 이름 현재 작업 단계 안내 

2 작업 부위 선택 작업할 부위 선택 및 표시 

3 작업 도구 작업에 필요한 도구 모음 

4 작업 단계 진행 가능한 작업 단계 표시 및 단계 이동 

5 가시화 옵션/부가기능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 가시화 설정 및 부가 기능 제공 

6 데이터 표시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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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  

4.1 프로그램 상단 메뉴 
 

아이콘 설명 

 
프로그램 매뉴얼 실행 

 
프로그램 최소화 

 
프로그램 최대화 (작업표시줄 제외) 

 
프로그램 최대화 (작업표시줄 제외) 전 상태로 복원 

 
프로그램 최대화 (작업표시줄 포함) 

 
프로그램 최대화 (작업표시줄 포함) 전 상태로 복원 

 
프로그램 종료 

 
3DII YouTube 링크 연결 

 
3DII Facebook 링크 연결 

 

4.2 마우스 조작 및 단축키 

1) 영상 마우스 조작 
 

 2D 3D 

영상 이동 휠 버튼+드래그 휠 버튼+드래그 

영상 확대/축소 우클릭+드래그 휠 스크롤 

영상 슬라이스 이동 휠 스크롤 - 

영상 회전 - 우클릭+드래그 

2) 단축키 
 

공통 

매뉴얼 F1 

되돌리기/되살리기 Ctrl + Z / Ctrl + Y 

수술 계획 저장 Ctrl + S 

다른 이름으로 수술 계획 저장 Ctrl + Shift + S 

팝업 창 종료 ESC 

가시화 옵션 프리셋 P1/P2/P3/D 1/2/3/4 

2D 오버레이 컨트롤 보이기/숨기기 Enter 

축표시 변경 2D  3D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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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정 단계 

영상 위치 초기화 P 

정렬 단계 

카메라 상태 동기화 설정 C 

포인트 전체 삭제 삭제할 영상에 마우스 위치 + D 

2D 영상 그리드 표시 G 

2D 영상 길이 측정 L 

2D 영상에 3차원 객체 표시 M 

객체 미세 조정 툴 표시 R 

2D 영상에서 스캔 데이터 이동 이동할 영상에 마우스 위치 + 방향키(↑/↓/→/←) 

2D 영상에서 스캔 데이터 회전 이동할 영상에 마우스 위치 + Ctrl + 방향키(→/←) 

영상 위치 초기화 P 

치아 제거/크라운 배치 단계 

크라운 다중 선택/선택 해제 Ctrl + 마우스로 치아 선택 

커브 설정 단계 

커브 삭제 R 

영상 위치 초기화 P 

신경관 설정 단계 

신경관 삭제 R 

좌우 신경관 선택 Space bar 

영상 위치 초기화 P 

임플란트 식립 단계 

라이브러리 표시 L (식립된 객체 변경 시에만 가능) 

임플란트 그룹핑 표시 X 

임플란트 커스텀 안전 영역 표시 Z 

2D 영상을 클립면으로 사용 사용할 영상에 마우스 위치 + C 

임플란트 중심으로 2D 영상 표시 임플란트 선택 + F 

2D 영상에서 선/길이 측정할 영상에 마우스 위치 + L 

2D 영상에서 두 선을 이용한 각도 측정할 영상에 마우스 위치 + A 

2D 영상의 HU 값 측정할 영상에 마우스 위치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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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임플란트 클리핑 0 

3D 측정_임플란트 간 거리 7 

3D 측정_임플란트 간 각도 8 

3D 측정_임플란트와 신경관 간 거리 9 

2D 영상에서 임플란트 이동 이동할 임플란트 선택 + 방향키(↑/↓/→/←) 

2D 영상에서 임플란트 회전 이동할 임플란트 선택 + Ctrl + 방향키(→/←) 

영상 위치 초기화 P 

결과 단계 

수술용 리포트 보기 P 

드릴링 프로토콜 보기 D 

수술 계획 저장 및 내보내기 S 

 

4.3 화면 조작 

화면 레이아웃을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높이/너비 조절 

  영상 영역의 경계선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영역의 높이 및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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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설명 

1 가로 경계선 영상 영역의 높이 조절 

2 세로 경계선 영상 영역의 너비 조절 

 

가로 경계선 

•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상하 영상 영역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세로 경계선 

•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좌우 영상 영역의 너비를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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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화/최소화 

영상 영역 타이틀 바 우측에 위치한 최대화/최소화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영상 영역의 크기를 최대

화/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화 

• 최소화 버튼  클릭 시 영상 영역이 최소화되며 프로그램 좌측 하단에 복원 버튼이 생성

됩니다. 최소화된 영상 영역은 복원 버튼(예: Coronal )을 클릭하여 원래 크기로 돌릴 수 

있습니다. 

 

 

최대화 

• 최대화 버튼  클릭 시 해당 영상을 새로운 창에서 최대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화된 

영상은 우측 상단의 복원 버튼  을 클릭하여 원래 크기로 돌릴 수 있습니다. 최대화가 된 

상태에서도 다른 영상들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단계 이동시 최대화된 영상은 자동으로 닫힌 

번호  명칭 설명 

1 최소화 해당 영상 영역 최소화 

2 최대화 해당 영상 영역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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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최대화된 영상 영역은 키보드 ESC 키를 사용하여 원래 크기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2 마우스 조작 및 단축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 작업 단계 바 

 수술 계획 수립단계에서 설정된 내용에 따라 진행 가능한 작업 단계를 표시합니다. 

 

 

• 각 단계의 아이콘 클릭 시 해당 단계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모든 작업 단계는 이전 단계의 완료 조건이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의 자세한 사항은 6. 수술 계획 작업 단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수술 계획 저장 

모든 작업 단계에서 현재 수술 계획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단계 바 우측의 저장 버튼 를 클릭하여 저장 메뉴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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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혹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 클릭 시 저장 확인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 수술 계획에 대한 메모가 필요할 경우 설명란 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단계 바 좌측의 덴탈 메니저 버튼 를 클릭하여 덴탈매니저로 이동 시에도 다음과 

같은 저장 확인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 예 (또는 키보드’Enter’): 수술 계획을 저장 후 덴탈 매니저 단계로 이동합니다.  

- 아니오: 수술 계획을 저장하지 않고 덴탈 매니저 단계로 이동합니다. 

- 취소: 수술 계획을 저장하지 않으며, 단계도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환경 설정에서 자동 저장 옵션을 설정한 경우 작업 단계를 이동할 때 수술 계획을 자동 

저장합니다. 

자동저장 기능은 5.3환경설정_수술 계획 자동저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기존 수술 계획에 덮어씁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존 수술 계획을 유지한 채 새로운 수술 계획으로 저장합니다. 

덴트웹에 링크 추가 

수술 계획을 저장한 후, 덴트웹으로 작업 중인 수술 계획의 링크를 전송합

니다. 전송된 링크는 덴트웹의 전자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 환경 설정의 14)PMS 설정 후 사용 가능 합니다 

덴트웹에서 지정한 환자(덴트웹에서 사진찍기 > DentiqGuide를 통해 환

자 정보 전송)의 수술 계획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저장확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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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계획 저장은 덮어쓰기를 기본으로 하며, 최초 수술 계획 생성 및 다른 이름으로 

수술 계획 저장하기 기능만 새로운 수술 계획으로 저장합니다. 

 

 

사용자가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면 저장할 창이 표시됩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4.6 되돌리기/되살리기 

 각 작업 단계 화면 좌측에서 제공하는  버튼을 이용하여 작업 내역을 되돌

리거나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장되는 작업 기록은 각 작업 단계 마다 따로 관리됩니다. 

정렬 단계의 경우 상/하악 작업 내역 또한 따로 관리됩니다. 

 

 

수술 계획 저장 시 디자인 중인 가이드와 크라운은 마지막으로 편집한 상태로 

저장됩니다 

 

4.7 가시화 옵션 

영상 영역에 표시되는 항목에 대해 숨김/투명도 및 사용자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카메라 방향 정렬 3D 데이터가 바라보는 방향 설정 

2 사용자 프리셋 현재 적용된 가시화 옵션을 프리셋으로 관리 

3 가시화 항목 작업 단계별 설정 가능한 가시화 항목 표시 및 상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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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T 영상 설정 CT 영상의 OTF/밝기/대조도 설정 

5 카메라 방향 복원 2D/ 3D 영상의 카메라 상태를 기본값으로 복원 

 

1) 카메라 방향 설정 

 

• 표시된 순서에 따라 앞, 왼쪽, 위, 뒤, 오른쪽, 아래 방향을 나타냅니다. 클릭 시 해당 방향으로 

3D 영상의 방향이 변경됩니다. 

 

2) 사용자 프리셋 

• 프리셋이 등록되지 않은 버튼에서 우클릭 시 프리셋 등록  메뉴가 

표시되며 등록 메뉴 클릭 시 현재 화면에 설정된 가시화 옵션이 저장됩니다.  

• 프리셋이 등록된 버튼은 회색으로 활성화 되며 클릭 시 영상 영역에 

프리셋이 적용됩니다. 

• 프리셋이 등록된 버튼에서 우클릭 시 프리셋 등록/삭제  메뉴가 표시되어 

프리셋 재등록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 는 기본 프리셋 입니다.기본 프리셋은 단계를 처음 진입할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각 단계/스텝마다 자주 쓰는 가시화 상태가 일부 저장되어 제공됩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재등록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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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시화 항목 

작업단계에서 제공되는 모든 가시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콘 명칭 아이콘 명칭 

 
CT 

 
상악 스캔 

 
하악 스캔 

 
작업치 스캔 

 
대합치 스캔 

 
발치된 작업치 스캔 

 
발치된 대합치 스캔 

 
크라운 

 
활성화 크라운 

 
비활성화 크라운 

 
파노라믹 평면 

 
신경관 

 
임플란트 

 
슬리브 

 
임플란트 안전영역 

 
어버트먼트 

 
드릴용 실린더 

 
임플란트 축 

 
치은 

 
수술 가이드 

 
무치악 교합 가이드 

 
무치악 수술 가이드 

 
앵커핀 

 
3D 임플란트 골밀도 

 
바/윈도우 

 
슬리브 오프셋 실린더 

 
마진 영역 내측 지대치 

 
언더컷 제거 메쉬 

 
접착제 공간 

 
보더 적용 메쉬 

 
충돌 거리 맵 

 
브릿지 연결 메쉬 

 
추가 스캔 데이터 

 
상악 모델 베이스 

 
하악 모델 베이스   

 

• 아이콘 좌측에 표시되는 슬라이더 를 드래그하여 각 항목의 불투명

도를 조절합니다. 

•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숨김/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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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T 영상 설정 

• CT 버튼 에서 우클릭 시 CT 영상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 기본값으로 저장 버튼 을 클릭하면 현재 설정된 OTF 그래프 및 밝기/대조도를 기본값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값은 다음 단계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다른 파일을 열었을 때에

도 변경된 기본값으로 CT 영상이 설정됩니다 

• 기본값 불러오기 버튼 을 클릭하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기본 값으로 CT 영상이 설정됩니

다 

• 초기화 버튼 을 누르면 CT 영상의 설정이 최초의 설정값으로 초기화 됩니다 

 

OTF 그래프 

• HU 범위 조절: 뼈/피부/애나멜 항목의 세로 슬라이더를 좌/우로 드래그합니다. 

• 불투명도 조절: 뼈/피부/애나멜 항목의 슬라이더 끝 원형을 위/아래로 드래그합니다. 

 

 

3D 볼륨의 불투명도 / 색상이 잘못 설정된 경우 OTF 화면에 제공된 초기화 버튼을 

사용하여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밝기/대조도 

• 밝기 조절:  항목의 슬라이더를 좌/우로 드래그합니다. 좌측으로 이동할수록 영상은 어

두워집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OTF 그래프 3D 영상 영역에 표시할 HU값 설정 

2 밝기/대조도 2D 영상 영역에 적용할 밝기/대조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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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도 조절:  항목의 슬라이더를 좌/우로 드래그합니다. 좌측으로 이동할수록 영상의 

대조도는 높아집니다. 

 

5) ROI 초기화 / 카메라 방향 복원 

 

ROI 초기화 

• 데이터 설정 단계에서 볼륨 ROI 초기화 버튼  클릭 시 CT 데이터의 ROI가 초기값으로 

복원됩니다. 

 

카메라 방향 복원 

• 방향 복원 버튼  클릭 시 복원 가능한 영상 목록이 표시됩니다.  

• 복원을 원하는 영상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의 방향이 기본값으로 복원됩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배열이 잘못되면 카메라 정렬 버튼으로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4.8 횡단면 설정 

각 작업 단계 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횡단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횡단면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작업단계화면의 우측에서 제공하는 횡단면 패널 추가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② 3D 영상 영역에서 보고자 하는 단면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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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끝점 클릭과 동시에 화면 우측 하단에 횡단면 영상 영역이 추가됩니다. 

 

격자 선 표시하기 

• 영상 영역 우측 상단의 격자 버튼 을 클릭하면 영상에 5mm 간격의 격자가 표시됩니다. 

 

배경색 설정하기 

• 영상 영역 우측 상단의 배경색 버튼 을 클릭하면 색상 메뉴가 표시됩니다. 

-  클릭 시 배경이 검은색으로 설정됩니다. 

-  클릭 시 배경이 투명색으로 설정됩니다. 

 

  

[격자 표시 전(좌) / 후(우)] 



 

DentiqGuide Ver.1.3.05  사용자 매뉴얼 

Page 25 of 169 

 

클립면으로 사용하기 

• 영상 영역 우측 상단의 클립면으로 사용 버튼 을 클릭하면 현재 횡단면에서 표시되는 

횡단면을 기준으로 3D 영상이 잘려서 표시됩니다. 

 

3D 횡단면 위젯 숨기기 

• 2D 횡단면 영상 영역 좌측 상단에 표시되는 횡단면 위젯 숨기기 버튼  클릭 시 3D 상에

서 표시되는 횡단면 위젯을 보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D 영상 영역을 제공하는 (정렬/커브/신경관/임플란트) 단계의 경우 단면 

추가는 총 3개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단계의 경우는 1개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횡단면 패널 추가 버튼 클릭 후 동작 취소는 마우스 우클릭을 사용하십시오. 

 

  

[설정된 횡단면(좌) / 클립면 사용 시 3D 영상(우)] 

[3D 횡단면 위젯 숨기기 전(좌) / 숨기기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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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화면 캡쳐 

작업단계화면의 우측에서 제공하는 캡쳐 버튼과 2D영상 영역 타이틀바에서 제공하는 캡쳐 버튼을 통

해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캡쳐할 수 있습니다.  

[작업단계화면의 우측 캡쳐 버튼(좌) / 2D영상 영역에서 제공하는 캡쳐 버튼(우)] 

 

1) 영상 캡쳐 

 

• 2D영상 영역의 캡쳐: 버튼 클릭 시 해당 영역의 이미지만 캡쳐되며 캡쳐와 동시에 캡쳐영상

목록이 표시됩니다.  

• 작업 단계 화면의 우측 캡쳐: 버튼 클릭 시 아래와 같은 세부 메뉴가 표시되며 Region 또는 

All 캡쳐 후 캡쳐 영상 목록이 표시됩니다. 

 

 

Region 버튼 클릭 후 동작 취소는 마우스 우클릭을 사용하십시오. 

 

2) 캡쳐 영상 목록 

캡쳐된 영상을 확인/저장/삭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캡쳐 영상에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캡쳐 영상에 표시되는 환자 정보는  항목을 통해 표시/미표시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List 캡쳐 영상 목록 표시 

Region 사용자 지정 영역 캡쳐 

All 프로그램 전체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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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삭제하기 

• 저장: 캡쳐 영상 썸네일 목록의 저장 버튼 을 클릭하여 선택된 영상만 저장 또는 전

체 저장 버튼 을 클릭하여 캡쳐된 모든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는 파

일 형식은 jpg/png 형식만 지원합니다. 

• 삭제: 캡쳐 영상 썸네일에 마우스 오버 시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X 버튼을 클

릭하여 해당 영상만 목록에서 삭제 또는 전체 삭제 을 클릭하여 캡쳐된 모든 

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덴트웹으로 전송: 을 클릭하여 캡쳐 영상을 덴트웹으로 전송합니다 5.3 

환경 설정의 14)PMS 설정 후 사용 가능합니다. 덴트웹에서 지정한 환자(덴트웹에서 사진찍기 

> DentiqGuide 를 통해 환자 정보 전송)의 수술 계획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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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추가하기 

① 캡쳐 영상 미리보기 영역에 마우스 오버 시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메모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메모를 남길 위치에 마우스 클릭 후 “Double Click!” 위치를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 입력창이 

활성화되어 원하는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메모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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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측정 도구 사용 

2D 영상 영역에서 제공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영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작업 단계 또는 영상 종

류에 따라 2D 영상 영역에서 제공되는 측정 도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측정 도구 

 

길이 측정하기 

•  클릭 후 영상에 원하는 지점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길이를 측정합니다. 

 

 

길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작점에 클릭 후 드래그를 하지 않으면 길이 측정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 클릭 후 종료지점까지 드래그 후 마우스 클릭을 해제하십시오. 

 

 

클릭 후 드래그 시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수직 길이 측정에 

용이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측정된 값과 실제값은 다를 수 있사오니, 정확한 판독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길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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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측정하기 

•  클릭 후 영상에 마우스로 4지점을 클릭하여 두 선 사이의 각도를 측정합니다. 

 

 

4지점을 클릭하는 순서에 따라 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선의 상하 방향을 

일치하여 클릭하십시오. 

 

HU 측정하기 

•  클릭 후 영상에 원하는 지점을 마우스 클릭하여 HU값을 측정합니다. 

 

 

측정 도구 버튼 클릭 후 동작 취소는 마우스 우클릭을 사용하십시오. 

 

  

[각도 측정] 

[HU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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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값 이동하기 

 

• 측정 위치(클릭 지점) 이동: 측정 위치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 측정 값(숫자) 이동: 측정 값 표시 위치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3) 측정값 편집하기 

 측정 위치 또는 측정값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표시되는 메뉴를 이용하여 삭제 및 속성 편집이 가

능합니다. 측정 도구에 따라 표시되는 메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기 

•  클릭 시 해당 측정값이 영상에서 삭제됩니다. 

  

[우클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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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변경하기 

•  클릭 시 해당 측정값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표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표시되는 값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변경사항을 선택된 측정값에 적용합니다. 

• 모두 적용: 변경사항을 입력된 모든 측정값에 적용합니다. 

• 기본값으로 저장: 변경사항을 기본 값으로 저장합니다. 

• 취소: 변경사항이 모두 취소됩니다. 

 

길이 측정 단위 변경하기 

•  클릭 시 길이 측정 수치에 대한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길이 단위: Millimeter(mm)와 Centimeter(cm)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수 자릿수: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표시되는 소수 자릿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속성] 

 

[길이 단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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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측정 프로파일링 

•  클릭 시 길이 측정 위치에 대한 밀도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프의 Y축은 밀도를 나타냅니다. 

• 그래프의 X축은 측정 길이를 나타냅니다. 

• 우측 +/- 버튼을 이용하여 측정 길이 내 세부 길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 프로파일 활성화 시 영상에 측정된 길이에도 위치 표시 (A,B,C….)가 추가됩니다. 

 

  

[프로파일] 

 

[프로파일(좌) / 길이 측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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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덴탈 매니저 

덴탈 매니저를 통해 환자, 수술 계획 관리 및 프로그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환자 관리 환자 및 수술 계획 생성, 관리 

2 수술 계획 관리 수술 계획 가져오기 및 관리 

3 환경 설정 프로그램 환경 설정 

 

5.1 환자 관리 

환자 및 수술 계획을 생성하고 생성된 수술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환자 및 수술 계획 관리 
신규 환자 생성, 수술 계획 가져오기, DentiqLink 

다운로드 및 검색 

2 환자 목록 생성된 환자 목록 표시 및 편집 

3 수술 계획 목록 수술 계획 생성, 표시 및 편집 

4 수술 계획 정보 생성된 수술 계획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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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 및 수술 계획 관리 

 

환자 생성하기 

• 신규환자 버튼 을 클릭하면 환자 생성창이 표시됩니다. 

• 환자 정보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환자 목록에 해당 환자가 추가됩니다. 

 

 

환자 정보 항목 중 "*”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환자 정보 편집은 환자 목록의 마우스 우클릭 메뉴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5.1 환자 관리의 환자정보 편집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계획 가져오기 

• 수술 계획 가져오기 버튼 을 클릭하여 내보내기 되어있는 수술 계획을 프로그램에 등

록할 수 있습니다.  

 

DentiqGuide에서 불러올 수 있는 수술 계획 파일의 확장자는 "dqgn" 입니다 

불러올 수 있는 수술 계획은 정상적으로 내보내기가 완료된 파일만 가능합니다.  

"dqgn" 파일이 있는 폴더에는 내보내기 시에 생성된 모든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DentiqLink에서 가져오기 

• DentiqLink에서 가져오기 버튼 을 클릭하여 체크해야할 주문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

고 해당 주문에 해당하는 수술 계획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은 

[환자 생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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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qLink 로그인 이후에 활성화됩니다. DenitqLink 참조 

 

검색 하기 

• 환자 검색창 에 이름을 입력하여 환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목록 

 생성 되어있는 환자의 목록을 표시 및 관리합니다. 

환자 정보 편집하기 

• 선택된 환자 항목에서 우클릭 혹은 버튼 클릭시 편집 메뉴가 표시됩니다. 

 

 

3) 수술 계획 목록 

 생성 되어있는 수술 계획의 목록을 표시 및 관리합니다. 

수정 환자 생성창 표시 후 환자 정보 수정 

삭제 해당 환자 삭제 

모든 수술 계획 내보내기 해당 환자의 모든 수술 계획을 출력합니다. 

모든 수술 계획 삭제 해당 환자의 모든 수술 계획 삭제 

 

수술 계획 실행하기 

• 생성된 수술 계획 항목을 더블클릭 시 해당 수술 계획의 작업 내용들이 로딩되어 표시됩니다. 

 

수술 계획 생성하기 

• 신규 계획 버튼 클릭 시 작업 단계가 시작되며 수술 계획 작업 화면이 

표시됩니다. 

 

 

수술 계획 작업 단계에 대한 사항은 6. 수술 계획 작업 단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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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계획 항목 편집하기 

• 생성된 수술 계획 항목에서 우클릭 또는  버튼 클릭시 편집 메뉴가 표시됩니다. 

 

 

내보내기 한 수술 계획은 다른 DentiqGuide에 가져오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술 계획 가져오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술 계획 정보 

 선택된 수술 계획에 대한 시술 치아, 진행 상황, 주문 번호, 날짜 등의 수술 계획 정보를 표시합니다. 

  

수술 계획 미리보기 변경 

 수술 계획 미리보기 화면을 수술 계획 또는 저장 시 화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우측 상단 미리보기 메뉴 를 클릭하여 원하는 미리보기 형식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버전 확인하기 

 우측 하단에서 해당 수술계획을 처음 생성한 프로그램의 버전과 마지막으로 저장한 프로그램의 버전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수술 계획 삭제 해당 수술 계획 삭제 

수술 계획 내보내기 해당 수술 계획을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 

설명 수정 해당 수술 계획의 설명 수정 

수술 계획 복사 
해당 수술 계획을 복사하여 새로운 수술 

계획 항목으로 생성 

[캡쳐 버튼 클릭 (좌) / 케이스 버튼 클릭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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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용에 따라 과거 버전의 수술 계획이 최신 버전에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2 수술 계획 관리 

수술 계획을 날짜 순으로 표시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수술 계획 관리 수술 계획 가져오기 및 검색 

2 기간별 분류 수술 계획 분류 기간 

3 수술 계획 정보 선택된 수술 계획 정보 표시 

4 수술 계획 목록 수술 계획 표시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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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 계획 관리 

 

수술 계획 가져오기 

• 수술 계획 가져오기 버튼 을 클릭하여 내보내기 되어있는 수술 계획을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DentiqGuide에서 불러올 수 있는 수술 계획 파일의 확장자는 "dqgn" 입니다 

불러올 수 있는 수술 계획은 정상적으로 내보내기가 완료된 파일만 가능합니다.  

"dqgn" 파일이 있는 폴더에는 내보내기 시에 생성된 모든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DentiqLink에서 가져오기 

• DentiqLink에서 가져오기 버튼 을 클릭하여 체크해야할 주문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

고 해당 주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은 

DentiqLink에 로그인 이후에 활성화됩니다. DentiqLink 참조 

 

검색하기 

• 환자 검색창 에 이름을 입력하여 환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기간별 분류 

• 원하는 분류 기간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의 수술 계획만 수술 계획 목록에 표시됩니다. 

•  을 선택하면 특정 기간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

다. 기본 값은 3개월입니다 

 

3) 수술 계획 정보 

선택된 수술 계획에 대한 시술 치아, 진행상황, 주문 번호, 날짜 등의 수술 계획 정보를 표시합니다. 

 

4) 수술 계획 목록 

생성 되어있는 수술 계획의 목록을 분류에 따라 표시합니다. 

 

수술 계획 실행하기 

• 생성된 수술 계획 항목을 더블클릭 시 해당 수술 계획의 작업 내용들이 로딩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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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계획 항목 편집하기 

•  생성된 수술 계획 항목에서 우클릭 시 편집 메뉴가 표시됩니다. 

 

 

5.3 환경 설정 

DentiqGuide 사용을 위한 기본 환경 및 수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러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프로그램 정보 1) 프로그램 정보 참조 

사용자 2) 사용자 참조 

업데이트 3) 업데이트 참조 

데이터베이스 4) 데이터베이스 참조 

사용자 기록 5) 사용자 기록 참조 

도움 6) 도움 참조 

옵션 

공통 7) 공통 참조 

임플란트 플래닝 8) 임플란트 플래닝 참조 

수술용 가이드 9) 수술용 가이드 참조 

임시 치아 10) 임시치아 참조 

리포트 11) 리포트 참조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12)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참조 

연결 

DentiqLink 13) DentiqLink 참조 

PMS 14) PMS 참조 

 

  

선택한 수술 계획 삭제 해당 수술 계획 삭제 

수술 계획 내보내기 해당 수술 계획을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 

수술 계획 가져오기 내보내기 된 수술 계획을 프로그램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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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정보 

제품의 버전 / 라이선스 정보 / 서드파티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글키 변경은 프로그램을 종료 및 재 시작 후 정상 적용됩니다. 

 

  

 

라이선스 사용은 9. 부록 → 9.2 라이선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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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 시 필요한 사용자 계정을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생성하기 

• 사용자 생성 버튼 을 클릭하면 사용자 생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 사용자/비밀번호/관리자권한 설정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가 추가됩니다. 

 

사용자 편집하기 

• 사용자 목록에서 편집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 편집 화면에서 사용자 정보를 변경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보가 수정됩니다. 

사용자 삭제하기 

• 삭제 버튼 을 클릭하여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삭제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만 가능합니다. 

 

[사용자 편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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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데이트 

 프로그램 업데이트 정보 제공 및 업데이트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기 

① 최신 버전 확인 버튼 을 클릭하면 현재 사용 중인 버전과 프

로그램의 최신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설치되지 않은 최신 버전이 있을 경우 다운로드 및 설치 버튼 이 활성

화되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중 DentiqGuide를 실행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을 통한 업데이트는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정된 네트워크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십시오. 

업데이트가 실패하면 위와 같이 업데이트를 다시 시도하십시오. 

 

 

업데이트 서버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네트워크 속도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업데이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후 직접 업데이트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정보는 프로그램 상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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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내용 확인하기 

• 최신 버전 정보 우측에서 제공하는 상세 보기 버튼  클릭 시 하단 영역에 업

데이트 내용이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내용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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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베이스 

수술 계획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로를 확인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경로의 최상위 드라이브 용량이 80% 이상이면 노란색, 90% 이상이면 

붉은색으로 용량을 표시하는 바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변경하기 

 

• 경로 항목 우측의  버튼 클릭 시 표시되는 메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폴더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명칭 설명 

경로 현재 설정된 데이터베이스 경로 

데이터베이스 용량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용량 

저장 공간 현재 설정된 데이터베이스 경로의 여유 용량 

불러오기 
다른 경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경로로 가져옵니다.  

(*기존에 사용중인 현재 경로 데이터들은 모두 삭제됩니다.) 

출력 현재 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경로에 복사합니다. 

이동 현재 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경로로 이동합니다. 

링크 다른 경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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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용량에 따라 변경 시간이 일정 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경로의 저장 공간은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용량보다 커야 합니다. 

 

5) 사용자 기록 

 프로그램 사용 기록(시간/사용자/환자이름/주문번호/상태/크레딧/라이선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터 기능 을 이용하여 날짜 및 사용자 별로 분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

다. 

 

 

프로그램 사용 상태는 최대 2개월 동안 사용된 기록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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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움 

 현재 버전에 대한 매뉴얼 실행 및 관련 웹사이트 주소를 제공합니다.  

 

 

• 버전 우측의 pdf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표시 언어가 적용된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링크 클릭 시 해당 웹 페이지가 연결됩니다. 

 

 

매뉴얼 실행은 윈도우 타이틀 바에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단축키 F1을 

이용하여 손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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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통 

 언어 및 자동 저장과 같이 프로그램 사용 시 필요한 기본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 

•  메뉴를 클릭하여 언어를 선택합니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폴란드어 중 선택 가능하며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화면이 바로 

적용됩니다. 

 

치아 번호 체계 

•  메뉴를 클릭하여 체계를 선택합니다. 

• FDI Notation, Universal Numeric Notation 체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름 순서 

•  메뉴를 클릭하여 순서를 선택합니다. 

• 성/이름, 이름/성 순서 중 선택 가능합니다. 

 

환자 정보 표시 

•  메뉴를 클릭하여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 표시/ 숨김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숨김을 선택한 경우 작업 화면과 리포트에서 환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축 표시 

•  메뉴를 클릭하여 축을 2D 또는 3D로 표시할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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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축]                                            [2D 축] 

 

수술 계획 자동저장  

• 자동 저장 메뉴 의 체크박스에 체크 시 작업 단계를 이동할 때 수술 계획을 자

동 저장합니다. 

 

기본 출력 경로  

• 경로 항목 우측의  버튼 클릭 시 표시되는 메뉴를 이용하여 기본 출력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임플란트 플래닝 

 임플란트 식립 단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출력 경로 프로젝트 내보내기 시 저장할 기본 경로 설정 

메쉬 출력 경로 메쉬 출력 시 저장할 기본 경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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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라이브러리 

임플란트 식립 단계의 라이브러리를 임플란트를 기반으로 사용할지 또는 키트 기반으로 사용할지

를 설정합니다. 

 

 

임플란트 기반과 키트 기반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은 6.9 임플란트 식립의 4)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세요. 

 

파노라믹 깊이 기본값 

커브 설정 단계에서 생성되는 파노라믹 이미지 두께에 대한 기본 값을 설정합니다. 

•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0~20(mm)입니다. 

 

임플란트 안전 영역 

 임플란트 안전 영역 거리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방사상 거리(측 방향) 1.5~4(mm) / 정점 거리(하방향) 2~5(mm)입

니다. 

 

 

특정 임플란트 대한 임시 안전 영역 설정은 6.9 임플란트 식립의 6) 커스텀 안전영역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임플란트 미세조정 

 임플란트 미세조정 시 동작 간격에 대한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평행이동간격 0.1~5.0 (mm) / 회전이동간격 0.1~5.0(°)입니다. 

 

슬리브 오프셋 

 슬리브 이동 시 이동 범위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입력란에 최소/최대 및 이동 간격을 입력합니다. 

•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최소 항목 1~19.9(mm)/ 최대 항목 1.1~20(mm)/ 평행이동간격 

0.05~3(m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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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 오프셋을 5mm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경고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너무 낮은 

슬리브 오프셋은 수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정에 주의하십시오. 

 

모든 임플란트 간 거리 측정 

 3D 측정_임플란트 간 거리 기능 사용 시 측정될 임플란트 범위를 선택합니다. 

• 체크 설정 시 선택된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식립된 모든 임플란트 간 거리를 측정합니다. 

임플란트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집니다. 

• 체크 해제 시 선택된 임플란트 치아 번호를 기준으로 양측 치아 번호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간 

거리를 측정합니다. 

9) 수술용 가이드 

 가이드 생성 단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슬리브와 가이드간의 오프셋(XY) 

슬리브와 가이드간의 오프셋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삽입방향에 수직한 방향의 

오프셋을 설정합니다. 

• 슬리브와 가이드간의 오프셋(Z) 

슬리브와 가이드간의 오프셋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삽입방향으로 오프셋을 설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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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핀과 가이드간의 오프셋(XY) 

앵커핀와 가이드간의 오프셋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핀 삽입방향에 수직한 방향의 오

프셋을 설정합니다. 

 

일반 가이드 

• 가이드 두께 

가이드 생성 시 가이드의 기본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치아와 가이드 간의 오프셋 

치아와 가이드 간의 오프셋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치악 가이드 

• 기본 가이드 유형 

무치악 가이드 단계내 기본 가이드 유형을 일체형 가이드로 할지 조립형 가이드로 할지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가이드 두께(조립형 가이드에만 적용) 

무치악 가이드 생성 시 가이드의 기본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가이드 사이의 거리(조립형 가이드에만 적용) 

조립형 가이드 생성시 수술 가이드와 교합 가이드 사이 간의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기본값으로 복원시키고자 할 경우 항목 우측 하단의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특정 수술 계획에 대한 임시 가이드 옵션 설정은 6.10 가이드 생성의 5) 가이드 생성 

옵션 설정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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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시 치아 

 임시 치아 디자인 단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접착제 공간 설정 단계의 각 항목은 아래 그림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접착제 공간 및 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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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공간 및 보더] 

 

 접착제 두께 

접착제 공간 설정 단계에서 생성되는 접착제 두께에 대한 기본 값을 설정합니다. 

•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0~0.20(mm)입니다. 

 

 

 마진으로부터의 거리 

마진을 기준으로 접착제 공간이 생성되지 않을 영역에 대한 기본 값을 설정합니다. 

•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0~2.0(mm)입니다. 

 

 보더 수평 거리 

마진 라인 주변의 임시 치아 수평 거리에 대한 기본 값을 설정합니다. 

•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0~1.0(mm)입니다. 

 

 보더 대각 거리/각도 

마진 라인 주변의 임시 치아 대각 거리 및 각도에 대한 기본 값을 설정합니다. 

•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 대각 거리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0~1.0(mm)입니다. 

• 각도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0~90(°)입니다. 

 

 보더 수직 거리 

마진 라인 주변의 임시 치아 수직 거리에 대한 기본 값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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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0~1.0(mm)입니다. 

 

크라운 라이브러리 

 임시 치아 디자인 시 사용할 기본 크라운 라이브러리를 설정합니다. 

•  메뉴를 클릭하여 체계를 선택합니다.  

• 3DII, Kelly – ALLGUIDE, Adam Nulty 라이브러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모핑 반경 

크라운 디자인 시 모핑 반경에 대한 기본 값을 설정합니다. 

•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0.5~5.7(mm)입니다. 

 

왁스 칼 반경/강도 

크라운 디자인 시 왁스 칼의 반경 및 강도에 대한 기본 값을 설정합니다. 

•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 반경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0.25~3.0(mm)입니다. 

• 강도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1.0~55.0(mm)입니다. 

 

브릿지 연결부 면적 

브릿지 연결부 디자인 시 연결부 면적에 대한 기본 값을 설정합니다. 

•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4.0~20.0(mm)입니다. 

 

크라운 스크류 홀 생성 

 어버트먼트에 적용되는 크라운의 스크류 홀의 생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 스크류 홀을 생성합니다. 

 

 

치아 디자인의 다른 옵션변경이 필요한 경우 6.11 크라운 디자인 단계에서 편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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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리포트 

 결과 단계의 수술용 리포트에 들어가는 리포트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항목 

수술용 리포트에 표시하는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우측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표시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 체크된 항목은 우측 미리 보기에 표시됩니다. 

 

 

• 결과 단계의 수술용 리포트 생성 시 체크된 항목만 표시됩니다. 

 

명칭 설명 

시술 개요 환자 정보 및 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표시 

시술 계획 임플란트 별 세부 시술 계획 정보 표시 

시술 요약 가이드 중심의 시술 계획 정보 표시 

임플란트 요약 시술 계획에 사용된 임플란트 정보 표시 

임시 치아 요약 임시 치아 디자인 정보 표시 

캡쳐 영상 리스트 캡쳐된 모든 이미지 표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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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개요 항목은 리포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선택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골밀도 

 수술용 리포트에 표시되는 골밀도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

니다. 

 

• 항목 우측의 라디오버튼을 클릭하여 기본값으로 표시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기본값 변경이 아닌 리포트의 골밀도 설정은 6.12 결과의 골밀도 표시 방식 변경하기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명칭 설명 

임플란트 내부 골밀도 

임플란트 내부의 골밀도를 깊이에 따른 평균값으로 그래프에 

표시 

 

임플란트 정점 -2mm 골밀도 

임플란트 상단으로부터 하방 2mm 위치의 골밀도 표시 

 

3D 임플란트 골밀도 

임플란트에 인접한 골밀도를 3D 임플란트 모델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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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서 표시되는 D1~D4 수치는 CT영상의 HU범위에 따른 골밀도의 단계를 

나타내며 D1에 가까울수록 골밀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판독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임플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 업데이트 정보 제공 및 업데이트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기 

① 최신 버전 확인 버튼 을 클릭하면 현재 사용 중인 라이브러

리의 최신 정보를 우측 최신 라이브러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최신 라이브러리 목록에서 업데이트를 원하는 항목 체크 후 다운로드 및 설치 버튼 

을 클릭하면 해당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됩니다. 

 

 

1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제조사가 선택되어 있어야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업데이트는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정된 네트워크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십시오. 

 

 

업데이트 서버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네트워크 속도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업데이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후 직접 업데이트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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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entiqLink 

 

 

DentiqLink 를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결 버튼을 클릭하거나 비밀번호 아래쪽 

DentiqLink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여 웹사이트 접속후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DentiqLink 로 수술 계획을 올려서 주문을 하거나 수술 계획 

데이터를 내려받기 할수 있습니다.  

 

 

DentiqLin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 DentiqLink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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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MS 

환자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환자 관리 시스템내 사용자 정보를 DentiqGuide 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관리 시스템에 수술 계획 링크나 캡쳐 이미지 전송을 할수 있습니다.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환자 관리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덴트웹만 지원됩니다.) 

연결 버튼 을 클릭하여 해당 환자 관리 시스템 웹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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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작업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계획에 필요한 단계를 표시합니다. 

 

6.1 수술 계획 수립 

수술 계획을 진행할 치아 선택 및 계획 항목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수술 계획 항목 진행할 수술 계획을 선택 

2 치아 선택 진행할 수술 치아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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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 계획 수립하기 

 

① 치아 선택 모델에서 진행하려는 치아를 선택합니다. 치아 선택은 원하는 치아를 단일 선택하

거나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영역으로 다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치아 지원 수술 계획 항목에서 진행하려는 수술 계획을 선택합니다. 

 

 

 

③ 수술 계획 항목 선택 후 작업 단계 바에서 다음 단계(데이터 등록)가 활성화됨을 확인합니다. 

 

 

크라운 옵션만 선택할 경우 아래의 메시지 창이 나타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크라운 임플란트 플래닝 시 크라운 배치 진행  

임플란트 플래닝 CT 영상을 이용한 임플란트 플래닝 진행 

가이드 디자인 수술 가이드 디자인 및 STL 출력 

임치 보철 디자인 임시 보철물 디자인 및 STL 출력 

 

설정한 수술 계획 항목에 따라 작업 단계 바에서 표시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마우스 드래그를 통한 다중선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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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계획 취소하기 

 

① 선택된 치아에 대하여 마우스 우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② 원하는 메뉴를 클릭 시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선택된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선체 수술 계획 초기화 메뉴만 

표시됩니다. 

 

6.2 데이터 등록 

 환자 CT데이터와 상/하악 스캔 데이터를 불러오는 단계입니다. CT데이터는 DICOM을 포맷을, 스캔 

데이터는 STL/PLY/OBJ을 지원합니다. 

 

선택된 모든 치아 선택 해제 선택된 치아를 선택 해제 

선택된 치아의 수술 계획 초기화 선택된 치아에 설정된 수술 계획을 초기화 

전체 수술 계획 초기화 수립된 전체 수술 계획을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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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설명 

1 데이터 등록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등록 

2 CT 정보 등록된 CT 데이터의 정표 표시 

3 데이터 표시 등록된 데이터 표시 

4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툴 제공 

 

1) 데이터 등록/삭제하기 

 

• CT / 스캔 데이터 등록: 데이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할 데이터 항목을 클릭하여 원하는 환자의 

파일을 선택 후 열기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등록됩니다. 

 

 

CT 데이터 등록 시 같은 폴더 내에 2개 이상의 시리즈를 포함한 경우 아래와 같은 

DICOM 분석 창이 나타납니다. 분석된 DICOM 시리즈 중 원하는 데이터를 클릭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DICOM 분석 창] 

 

 

PLY/OBJ 스캔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특성에 따라 컬러 표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결과 

단계에서 가이드 출력 진행 시 STL 파일로 출력됩니다. 

 

• 추가 스캔 데이터 등록: 항목 클릭 시 생성되는 창에서 참조 부위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파일

을 선택 후 열기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등록됩니다.  

[참조 부위 선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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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스캔 데이터는 참조할 스캔 데이터와 위치 정보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 하십시오. 

이동/회전/크기 조작 시 참조하는 스캔 데이터의 좌표와 동기화되어 동작합니다. (단, 

참조 부위의 스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스캔 데이터 고유의 좌표를 유지합니다.)  

 

 

등록된 추가 스캔 데이터는 정렬 시 사용 가능합니다. 

 

 

수술 계획 단계에서 크라운을 선택하거나 임플란트 가이드를 선택했을 경우 수술 계획에 

해당하는 상/하악 스캔 데이터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스캔 데이터를 로드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 창이 나타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삭제: 데이터 등록 메뉴에서 데이터가 등록된 항목의 우측 X 버튼 을 클릭

하면 등록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2) 데이터 확인하기 

 

CT 정보 확인하기  

좌측 하단의 CT 정보 항목을 통해 CT 데이터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쳐시 환자 

[CT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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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환자 정보숨김 기능을 제공합니다. CT정보 패널을 클릭하여 환자 정보를 숨

길수 있고 숨겨진 환자 정보는 다시 CT 정보 패널을 클릭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CT 정보는 DICOM에 포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환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영상 확인하기 

 가장 먼저 등록된 영상이 메인 데이터 화면에 표시되며 추가로 등록된 영상들은 우측하단에 표시됩

니다. 

• 우측하단의 영상들은 영상 영역 타이틀 바 우측에 위치한 영상 교체/최대화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영상 영역의 크기를 최대화/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CT 영상 품질이 수술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획에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술 계획 진행 전 CT 영상에 대한 품질 및 볼륨 영역을 확인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은 4. 공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영상 교체 화면 중앙 영상과 해당 영상을 교체 

2 최대화 해당 영상 영역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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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캔 데이터 방향 설정하기 

 임시 치아 계획만 진행하는 경우 스캔 데이터 방향 설정 메뉴를 제공합니다. 스캔 데이터 등록 후 데

이터의 방향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사용하여 방향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① 데이터 등록 메뉴 하단의 스캔 데이터 방향 설정 항목 을 클릭하면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②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마우스 우클릭 + 드래그하여 방향을 설정합니다. 

- 적용: 변경한 스캔 데이터 방향을 저장 후 방향 설정 화면을 종료합니다. 

- 취소: 변경 내용을 취소 후 설정 화면을 종료합니다. 

  

[스캔 데이터 방향 설정 전(좌)/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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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데이터 설정 

CT 데이터의 ROI (Region of Interest) 영역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설정 이 후 단계에서는 해

당 단계에서 설정한 영역만큼의 CT 데이터만 사용하여 영상을 표시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데이터 선택 설정할 데이터 선택 

2 작업 데이터 데이터 표시 및 작업 

3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툴 제공 

 

1) ROI 조정하기 

화면 하단 MPR (Axial/Coronal/ Sagittal) 영상 영역에 ROI 조절 툴이 표시됩니다. 

 

[ROI 조절 툴: 사각 점선 모서리 붉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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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ial / Coronal / Sagittal 영상 영역 중 조절을 원하는 영역에서 ROI 조절 툴을 마우스 클릭

+드래그합니다. 

 

• ROI가 조절된 CT 영상은 3D 영상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ROI 초기화하기 

• 작업단계화면의 우측에서 제공하는 ROI 볼륨 초기화 버튼  을 클릭하면 조절된 모든 

ROI가 초기화됩니다. 

 

 

CT 데이터와 관련된 작업 내용 (정렬, 커브 설정 등)이 존재할 경우 ROI 재 설정 시 

해당 작업 내용은 모두 초기화됩니다.  

 

  

[Sagittal 영상 ROI 조절 전(좌) /후(우)] 

[Sagittal 영상 ROI 조절 전(좌)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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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커브 설정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의 주변 조직(치아, 치근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악궁을 따라 커브를 설정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데이터 데이터 표시 및 작업 

2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툴 제공 

 

 

커브 설정 단계에 최초 진입 시에는 3D와 Axial 영상만 표시되며 Axial 영상에서 커브 

설정 후 Panoramic/Orthogonal/Tangential 영상이 표시됩니다. 

 

 

파노라마 커브를 잘못 그리면 파노라마 평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볼륨 렌더링 패널에는 축의 방향과 파노라마 커브가 표시되오니 파노라마 커브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1) 파노라마 커브 그리기 

 

① Axial 단면 영상에서 마우스 스크롤 또는 3D 영상에서 제공되는 평면 조정 툴의 파란 볼

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파노라마 커브를 그릴 단면을 설정합니다. 

② 단면의 각도를 조절해야 할 경우 평면 조정 툴에 마우스 오버 시 나타나는 초록 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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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각도를 조절합니다. 

③ Axial 단면 영상에서 악궁을 따라 원하는 지점까지 마우스를 클릭하여 컨트롤 포인트를 생성

하고 마지막 지점에서 더블 클릭하여 그리기를 종료합니다. 

 

2) 파노라마 커브 편집하기 

 

• 포인트 이동: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 포인트 삭제: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 포인트 전체 삭제: Axial 영상 영역에 마우스 오버 시 표시되는 전체 삭제 버튼 을 클릭

하면 해당 영상에 지정된 모든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파노라마 영상 확인하기 

 

영상 높이/두께 조절하기 

• 파노라마 영상 영역에 마우스 오버 시 표시되는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높이와 두께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세로 슬라이더 파노라마 영상 높이 조절 

가로 슬라이더 파노라마 영상 두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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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gonal/Tangential 영상과 함께 보기 

 

 

• 파노라마 영상 위에 표시된 붉은 점선의 중앙 부분에 마우스 오버시 해당 부분이 붉은 영역

으로 활성화됩니다. 이곳을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Orthogonal/Tangential영상이 해당 위치

에 맞춰 실시간으로 이동합니다.  

• 파노라마 영상 위에 표시된 붉은 점선의 양끝 부분에 마우스 오버시 해당 부분이 초록색 영

역으로 활성화됩니다.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Orthogonal/Tangential영상이 해당 위치에 맞

춰 실시간으로 회전합니다.  

• 파노라마 영상 위에서 특정 지점을 마우스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Orthogonal/Tangential영상

이 이동합니다. 

• Orthogonal영상 영역에서 마우스 스크롤 시 Tangential영상과 붉은 점선이 해당 위치에 맞춰 

실시간으로 이동합니다. 

• Tangential영상 영역에서 마우스 스크롤 시 Orthogonal영상에 수직되는 방향으로 Tangential

영상이 이동합니다. 

3D 영상에서 확인하기 

• 2D 영상 영역 좌측 상단에 표시되는 3D 파노라마 평면 숨기기 버튼  클릭 시 해당 영상

을 3D상에서 보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은 4.7 가시화 옵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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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신경관 설정 

 하악 시술 계획을 진행하는 경우 신경관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설정된 신경관을 고려하여 임플란트 

위치를 설정하면 좀 더 안전한 임플란트 플래닝에 도움이 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부위 선택 신경관(좌측 또는 우측)을 선택 및 두께 조절 

2 작업 데이터 데이터 표시 및 작업 

3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툴 제공 

 

1) 신경관 그리기 

 

① 작업 부위 선택 메뉴에서 그리고자 하는 신경관을 클릭합니다.  

혹은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여 신경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Orthogonal/Tangential 영상에서 마우스 스크롤하여 신경관의 위치를 따라 마우스를 클릭합

니다. 

③ 별도의 그리기 종료 동작은 없으며 반대쪽을 그리고자 할 경우 ①번 동작을 수행합니다. 

 

파노라마 영상에서 그리기 

① 파노라마 영상 영역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오버레이 옵션 버튼 을 클릭하여 오버레이를 

해제합니다. (오버레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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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노라마 영상에서 마우스 스크롤하여 신경관의 위치를 따라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③ 별도의 그리기 종료 동작은 없으며 반대쪽을 그리고자 할 경우 작업 부위 선택 메뉴에서 그

리고자 하는 신경관을 클릭합니다.  

 

 

좌/우 신경관을 모두 그릴 경우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여 좌/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영상에서 그릴 경우 파노라마 영상의 두께는 5~10(mm)의 두께를 권장합니다. 

 

 

Orthogonal/Tangential 영상에서 그려지는 신경의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파노라마 영상에서 그리는 신경관은 오차발생률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신경관 편집하기 

 

• 두께 조절: 작업 부위 선택에 있는 슬라이더 를 이용하여 두께를 설정합

니다. 

• 신경관 수정: 신경관위에서 마우스를 마우스 클릭+드래그 하여 신경관을 수정합니다. 

• 신경관 삭제: 2D 영상 영역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전체 삭제 버튼  클릭 시 선택된 신경

관을 전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경관 수정은 Orthogonal/Tangential 영상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파노라마 영상 부가 기능 

•  삼차원 객체 MPR상에 표시: 파노라마 영상 영역 우측 상단의 삼차원 객체 MPR상에 표

시 버튼 클릭 시 신경관이 파노라마 영상 두께에 해당하는 3D 객체로 표시됩니다. 

•  MPR 오버레이 위젯 활성화: 파노라마 영상 영역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MPR 오버레이 

위젯 활성화 버튼 클릭 시 오버레이를 표시/표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3D 파노라마 평면 숨기기: 2D 영상 영역 좌측 상단에 표시되는 3D 파노라마 평면 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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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버튼 클릭 시 해당 영상을 3D 영상에서 보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신경관과 3D 영상에 표시되는 2D 영상의 가시화 세부 조절은 가시화 옵션에서 

가능합니다.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은 4.7 가시화 옵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정렬 

CT 데이터와 상/하악 스캔 데이터의 좌표를 맞춰 주는 단계입니다. 입력된 점을 이용하여 두 데이터

의 좌표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점 정렬 기능과 사용자가 수동으로 좌표를 맞출 수 있는 수동 정렬 기능

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점 정렬 수행 후 수동 정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부위 선택 정렬할 부위(상악 또는 하악)을 선택 

2 정렬 방식 세 점 정렬/수동 정렬 선택 

3 작업 데이터 데이터 표시 및 작업 

4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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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렬 방식 

 

 

 
 

2) 점 정렬 

정렬하기 

① 작업 부위 선택 메뉴에서 정렬을 진행할 부위를 클릭합니다. 화살표가 표시된 부위가 현재 

선택된 부위입니다. 

 

② 화면 하단에서 표시되는 스캔 데이터와 CT 데이터에 각각 점을 지정합니다. (같은 번호의 점

은 두 데이터의 같은 위치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③ 점의 수는 최대 15개까지 입력 가능하며 각 데이터에 3점 이상 동일 개수의 점이 입력되면 

자동 정렬을 수행합니다. 

④ CT 데이터의 HU값 조절이 필요할 경우 우측 하단 CT 데이터 영역의 HU 조절 툴 

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원하는 값으로 조절합니다. 

⑤ 정렬된 데이터는 작업 데이터 상단 화면의 3D 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데이터 등록 단계에서 추가 스캔 데이터를 등록한 경우 스캔 데이터 영역 좌측 

상단에서 정렬할 스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 스캔 데이터로 정렬할 경우 참조하는 스캔 데이터의 좌표는 추가 스캔 데이터의 

좌표를 따라 변경되며 이 후 단계들에서는 좌표가 변경된 참조 스캔 데이터(상악 또는 

하악 스캔 데이터)를 다시 사용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점 정렬 점을 클릭하여 영상을 자동 정렬 

2 수동 정렬 MPR 영상을 이용하여 수동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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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편집하기 

• 이동: 입력된 점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 삭제: 입력된 점을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 전체 삭제: 스캔 데이터와 CT 영상에 마우스 오버 시 표시되는 전체 삭제 버튼 을 클릭

하면 해당 영상에 입력된 모든 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영상 위치 동기화하기 

• 스캔 데이터와 CT 영상에 마우스 오버 시 표시되는 동기화 버튼 을 클릭하면 두 영상의 

회전 및 위치 이동 시 두 영상이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3) 수동 정렬 

세 점 정렬 후 수동 정렬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아래와 같이 MPR (Axial/Coronal/ Sagittal)이 

표시됩니다. 

 

MPR에서 정렬하기 

• MPR 영상 이동:  2D 영상 영역에서 마우스 스크롤 또는 우측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해당 

영상 위치의 슬라이스를 평행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스캔 데이터 이동:  

- 영상 위에서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스캔 데이터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이동할 영상에 마우스 위치 후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여 스캔 데이터의 위치

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이동할 영상에 마우스 위치 후 키보드 Ctrl + 방향키(→/←) 이용하여 스캔 데이터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MPR (Axial/Coronal/Sagit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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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영상 도구 모음 

2D 영상 영역 상단의 툴을 이용하면 정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객체 미세 조정: 클릭 시 아래와 같은 객체 미세조정 툴이 표시됩니다. 

 

•  3차원 객체 MPR상에 표시:  클릭 시 스캔 데이터를 MPR상에서 3D이미지로 표시합

니다. 

•  선/길이: 클릭 후 MPR상에 원하는 지점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길이를 측정합니

다. 

•  격자 선: 클릭 시 MPR상에 격자 무늬(간격 5mm)를 표시합니다. 

 

3D에서 정렬하기 

• 스캔 데이터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스캔 데이터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3D 영상에 표시되는 스캔 데이터 클릭 시 아래와 같은 객체 조절 툴이 표시됩니다. 

   [스캔 데이터 객체 조절 툴] 

• 분홍색 볼을 클릭+드래그하여 스캔 데이터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클릭 시 좌/우/상/하 일정 간격 이동 

 

클릭+드래그 시 회전 

* MPR 화면의 임의 위치를 더블 클릭 시 회전 축 중심점 이동 

 
클릭 시 일정 간격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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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영상에서 MPR 교차점 설정하기 

• 수동 정렬 기능이 활성화되면 작업단계화면의 우측에서 교차점 설정 버튼 이 활성화됩

니다. 

• 버튼 클릭 후 3D 영상 데이터(CT볼륨 또는 스캔 데이터) 위의 관심 지점을 클릭합니다. 

•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MPR영상의 위치가 변경됩니다. 

• 3D 영상 데이터(CT볼륨 또는 스캔 데이터) 위의 관심지점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표시되는 교

차점 메뉴 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렬 오차 값 확인하기 

스캔 데이터와 CT 데이터의 정렬 오차 값은 스캔 데이터에 맵핑된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우스를 3D 영상 데이터(CT볼륨 또는 스캔 데이터) 위에 올려 놓으면 해당 위치의 차이 값을 아래와 같

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오차율이 낮음을, 빨간색 또는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오

차율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은 4.7 가시화 옵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차 값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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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치아 제거 

 치아 스캔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치아를 삭제하는 단계입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과 같이 스

캔 데이터에 발치 예정 치아가 포함된 경우 해당 치아를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부위 선택 제거할 부위(상악 또는 하악)을 선택 

2 작업 도구 치아 제거 시 사용할 도구 모음 

3 작업 데이터 데이터 표시 및 작업 

4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툴 제공 

 

1) 작업 도구 

 

 

 

 

 

 

번호 명칭 설명 

1 측지선 그리기 치아 제거 측지선 생성/삭제 

2 
삭제 영역  

방향 조절 
치아 삭제면 높이 조절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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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아 제거 

 

치아 제거하기 

① 작업 부위 선택 메뉴에서 치아를 제거할 부위를 클릭합니다. 

작업 부위가 상/하악을 모두 포함한 경우 작업 부위 선택 메뉴에 마우스 오버 시 부위 변경

이 가능함을 표시하며 클릭 시 현재 영역의 반대 영역으로 변경됩니다. 

 

② 작업 도구에서 측지선 추가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③ 스캔 데이터 표면에 마우스 클릭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④ 시작 점 (노란 점)에 클릭 시 측지선 그리기가 종료되며 영역의 내부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편집하기 

• 포인트 이동: 측지선의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 포인트 삭제: 측지선의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 포인트 추가: 컨트롤 포인트가 없는 측지선 위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제거하려는 스캔 데이터 영역에 구멍이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정 시 구멍을 피해 설정하면 치아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 제거 전(좌)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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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아 복원 

 

단일 치아 복원 

• 측지선 삭제 버튼  클릭 시 현재 선택 되어있는 측지선이 삭제되며 해당 치아가 복원됩

니다. 

 

모든 치아 복원 

• 전체 삭제 버튼  클릭 시 그려진 모든 측지선이 삭제되며 모든 치아가 복원됩니다. 

 

4) 치아 삭제면 높이 조절 

 치아가 삭제되는 면은 그려진 측지선을 이은 평면 형태로 생성됩니다. 치아 삭제면의 스캔 데이터 높

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치아 삭제면 높이는 삭제면마다 개

별 설정 가능합니다. 

  

① 치아 삭제면 높이를 조절할 측지선 선택 후 작업 도구의 삭제면 방향 설정 툴  클릭 시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조절할 방향을 설정합니다.  

② 삭제된 치아에 위치한 초록색 볼을 클릭+드래그하여 삭제면 높이를 조절합니다.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은 4.7 가시화 옵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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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크라운 배치 

수술 계획 수립 시 크라운 옵션을 선택한 경우 크라운의 크기, 위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번 단계에서 설정된 크라운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임플란트 식립 단계의 초기 임플란트 위치가 결정

됩니다. 대합치 및 교합면을 고려하여 정확한 위치를 설정하면 빠른 임플란트 플래닝에 도움이 됩니

다.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치아 선택 배치할 치아를 선택 

2 크라운 라이브러리 치아 기본 모형을 제공하는 크라운 라이브러리 

3 작업 데이터 데이터 표시 및 작업 

4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툴 제공 

 

1) 크라운 라이브러리 

• 크라운 라이브러리 메뉴  클릭 후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크라운 라이브러리 변경 시 기존 작업 내용은 모두 초기화되며 모든 치아에 대한 모델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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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라운 편집 (이동/회전/크기 조절) 

 

치아 단일 선택 

• 작업 치아 선택 도구에서 작업 치아를 선택하거나 스캔 데이터 위의 크라운 모델을 직접 마

우스 클릭합니다. 

 

치아 다중 선택 

• 키보드 Ctrl키를 누른 채 마우스 클릭하여 여러 개의 치아를 선택하거나 마우스 클릭+드래그

하여 다중 선택할 영역을 설정합니다.  

 

크라운 이동하기 

• 스캔 데이터 위 크라운 모델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크라운 회전/크기 조절 

• 선택된 크라운 모델에 마우스 오버 시 크라운 객체 조절 툴이 표시됩니다. 

 

• 크기/회전 조절 시 눈금선 및 조절 수치가 표시되어 세밀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크라운의 크기 조절 

 
크라운의 회전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여 선택된 크라운의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눈금선 및 조절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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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플란트 식립 

수술할 임플란트의 위치와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치아 선택 식립 및 작업 치아 선택 

2 작업 도구 라이브러리/임플란트 그룹핑/커스텀 안전 영역 설정 

3 작업 데이터 데이터 표시 및 작업 

4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툴 제공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은 4.7 가시화 옵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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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도구 

 

 

 

 

 

2) 임플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 앵커핀 배치하기 

배치하기 

① 작업 치아 선택 도구에서 식립할 치아(반투명) 또는 앵커핀(반투명 삼각형)을 선택합니다. 

② 라이브러리 창에서 원하는 임플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를 선택합니다. 키트 기준 라이브러

리를 사용할 경우 키트 선택시 임플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가 추천됩니다 

③ 임플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가 모두 선택되면 프리뷰 패널에 임플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 

정보가 표시되고 자동으로 식립되게 됩니다. 

 

 

호환되는 어버트먼트가 있는 경우 임플란트 선택시 어버트먼트는 자동 설정됩니다. 

호환되는 어버트먼트가 없는 경우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설정됩니다. 

 

 

앵커핀 모델의 경우 슬리브, 어버트먼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라이브러리 
임플란트/슬리브/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  

2 
임플란트  

그룹핑 
임플란트 간의 각도 동기화 

3 
임플란트 커스텀 

안전 영역 
임플란트 개별 안전 영역 설정 

4 
임플란트  

위치 고정 

임플란트 위치를 고정시킴  

술후 CT 데이터 등록 시 자동 활성화됨 

[작업 치아 선택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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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플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 앵커핀 편집하기 

 

임플란트/앵커핀 편집하기 

• 임플란트 또는 앵커핀 선택: 작업 치아 선택 도구에서 작업 치아 또는 앵커핀을 선택하거나 

2D/3D 영상 위의 모델을 직접 마우스 클릭합니다. 

• 이동: 2D/3D 영상 위의 모델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 회전/길이: 선택된 모델에 마우스 오버 시 크라운 객체 조절 툴이 표시됩니다. 

 

• 크기/회전 조절 시 눈금선 및 조절 수치가 표시되어 세밀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눈금선 및 조절 수치] 

 

 

임플란트 타입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플랫폼 유형 / 길이 및 직경은 환자의 임상 

상황에 따라 선택됩니다. 동맥이나 치조 신경과 같은 주요 해부학적 특징 근처에서 

임플란트 사례를 계획할 때 이점을 고려하십시오. 

 

임플란트/앵커핀 끝단을 기준으로 자유 회전 

(3D만 적용) 

 

임플란트/앵커핀 특정 축을 기준으로 회전

(2D/3D 동일) 

 
임플란트 길이 조절(2D/3D 동일) 

 

2D 영상의 경우 영상 영역 우측 상단의  버튼이 활성화 되어있어야 임플란트 

길이 조절 버튼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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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 편집하기 

• 슬리브 선택: 3D 영상 위의 슬리브 모델을 직접 마우스 클릭합니다. 

• 회전: 슬리브 모델에 마우스 클릭 시 크라운 객체 조절 툴이 표시됩니다. 

 

 

• 높이: 3D 영상 위의 슬리브 모델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제조사 슬리브 오프셋은 모델에 따라 조절 가능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절 가능한 

값은 프리뷰내 슬리브 오프셋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표시된 값은 초기 배치되는 

기본 오프셋 값입니다.)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여 선택된 임플란트 또는 앵커핀의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슬리브 회전 

[슬리브 높이 조절 전(좌) /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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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트먼트 편집하기 => 삭제  

• 어버트먼트 선택: 3D 영상 위의 어버트먼트 모델을 직접 마우스 클릭합니다. 

• 회전/길이/각도: 슬리브 모델에 마우스 클릭 시 크라운 객체 조절 툴이 표시됩니다. 

 

 

 

 

임플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 회전 시 모든 객체는 동기화되어 회전합니다. 

4) 라이브러리 

 임플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 앵커핀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보기 

• 작업 도구에서 라이브러리 버튼  클릭 시 라이브러리 메뉴가 표시됩니다. 작업 치아 선

택 도구에서 작업 치아를 선택한 경우 임플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가 표시되며 

앵커핀을 선택한 경우 앵커핀 라이브러리만 표시합니다. 

• 앵커핀 라이브러리 아닌 경우 키트 기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인지 임플란트 기반의 라이

브러리를 사용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라이브러리 윈도우내 슬리브 오프셋 항목 우측의 도움 버튼  클릭 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길이, 각도는 커스텀어버트먼트만 제공 

 

상단: 어버트먼트 상부 각도 

측면: 어버트먼트 회전 

 
어버트먼트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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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기반 라이브러리] 

 

 

[임플란트 기반 라이브러리] 

 

 

[앵커핀 라이브러리] 

 

 

 

 

키트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기본으로 할지 임플란트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기본으로 

할지는 선택되어 있는 라디오 버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이용하여 설정 가능합니다.  

 

또한 5.3 환경 설정의 8) 임플란트 플래닝에서도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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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 윈도우내 우측 상단 메뉴를 통해 즐겨 찾기 목록보기 / 전

체 목록보기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를 모두 선택하면 메인 윈도우내 프리뷰에 표시됩니다. 임플란

트, 슬리브, 어버트먼트 조합 미리 보기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모델 사용하기 

• 제조사 목록 최상단에서 제공하는 Custom 항목을 클릭하여 사용자 지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플란트 상단, 하단 직경과 길이를 설정합니다. 

• 앵커핀은 길이와 직경을 설정합니다. 

• 슬리브는 길이, 직경 그리고 슬리브 오프셋 정보 (최대 높이/최소 높이/조절 간격)를 설정합

니다. 

 

라이브러리 즐겨 찾기 설정/해제하기 

• 제조사, 제품 라인, 제품 항목에 마우스 오버 시 이름 앞에 표시되는 회색 별 모양을 클릭하여 

즐겨 찾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즐겨 찾기 설정된 항목은 이름 앞에 노란 별 모양이 표시됩니다. 

노란 별 모양을 재 클릭 시 즐겨 찾기 설정이 해제됩니다. 

• 라이브러리 윈도우 우측 상단 즐겨 찾기 목록보기 메뉴  클릭 시 즐겨 

찾기로 설정된 항목들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프리셋 

• 라이브러리 프리셋을 지정하면 임플란트 단계 진입 시 프리셋이 적용되어 임플란트가 자동

으로 식립됩니다. 또한 새로 임플란트를 식립할때 라이브러리 프리셋에서 지정된 키트, 임플

란트, 슬리브, 어버트먼트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DentiqGuide Ver.1.3.05  사용자 매뉴얼 

Page 92 of 169 

 

• 라이브러리 윈도우 우측 상단 프리셋 추가 버튼 을 클릭하여 라이브러리 프리셋

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설정하고자하는 치아 번호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붉은색으로 적용될 키트, 임플란트, 슬

리브, 어버트먼트가 표시되고 저장시 라이브러리 프리셋으로 등록됩니다. 

• 삭제 버튼 을 클릭하여 현재 등록된 프리셋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무치악 수술 계획인 경우 임플란트 단계 진입시 자동으로 임플란트가 식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 계획을 읽은 경우나 수술 계획 변경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치아 

추가되었을 경우도 자동 식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작업 치아 선택 도구에서 

임플란트가 식립되지 않은 치아를 클릭시 프리셋이 등록되어 있으면 설정된 프리셋이 

적용되어 자동 식립 됩니다. 

 

 

키트 기반 라이브러리와 임플란트 기반 라이브러리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 키트 기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프리셋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셋에 키트가 등록되어 

있을때는 임플란트 기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키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키트 기반 라이브러리를 사용시 키트 정보가 없어서 

프리셋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캔 바디 사용하기 

 메쉬 출력 시 스캔 데이터와 스캔 바디가 합쳐진 파일을 추가로 출력합니다. 별도의 보철물 디자인 프

로그램에서 크라운을 디자인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작업 도구에서 라이브러리 버튼  클릭 후 어버트먼트 → 제조사 → 스캔 바디 항목을 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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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바디] 

② 항목 선택이 완료되면 하단의 적용 버튼 클릭 후 임플란트 플래닝을 진행합니다. 

③ 결과 단계에서 메쉬 파일 출력 시 “UNION_OF_SCAN_BODY.stl” 이 함께 출력됩니다. 

 

[스캔 바디가 결합된 스캔 데이터] 

 

 

임시 치아 디자인 진행 시에는 스캔 바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임플란트 그룹핑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임플란트 간의 각도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룹핑하기 

① 작업 도구에서 그룹핑 버튼 을 클릭(또는 키보드’G’) 시 그룹핑 메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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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그룹핑]  

② 기준이 될 치아를 처음 클릭하고 기준 치아와 각도를 맞출 치아들을 선택합니다.  

기준 치아는 선택 시 주황색 으로 표시되며 각도를 맞출 치아들은 하늘색 으로 

표시됩니다. 

③ 치아 설정이 완료되면 하단에 생성된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생성된 그룹은 좌측 그룹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그룹핑된 치아에 마우스 오버 시 같은 그룹의 치아들이 불투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그룹핑 되어있는 치아를 다른 그룹에 설정할 경우 기존에 설정된 그룹에서 해당 

치아만 제외 후 새로운 그룹에 설정합니다. 

 

그룹핑 해제하기 

• 그룹핑 메뉴에서 그룹핑된 치아를 마우스 우클릭 시 해당 치아에 설정된 그룹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된 치아가 그룹핑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그룹핑은 전체 해제되며 그

렇지 않을 경우 해당 치아만 그룹에서 제외됩니다.) 

• 그룹 리스트의 우측 휴지통 버튼  클릭 시 해당 그룹을 전체 해제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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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플란트 커스텀 안전 영역 설정 

 임플란트 별 안전 영역 설정 값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전 영역 변경하기 

• 작업 도구에서 커스텀 안전 영역 버튼 을 클릭(또는 키보드’Z’) 시 커스텀 안전 영역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 상단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설정 값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임플란트 커스텀 안전 영역 비활성화(좌)/ 활성화(우)] 

 

• 원하는 방향의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 슬라이더 드래그 시 변경되는 값은 3D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크 박스 해제 시 안전 영역 설정 값은 기본값으로 복원됩니다. 

 

 

안전 영역 확인하기 

 설정된 안전 영역을 기준으로 안전 영역 내에 충돌 감지 시 충돌 경고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

돌이 감지된 객체는 분홍색으로 표시됩니다. 

 충돌 감지는 임플란트-임플란트 간/ 임플란트-신경관 간/ 슬리브-스캔 데이터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임플란트 안전 영역의 기본값은 환경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3 

환경 설정의 8) 임플란트 플래닝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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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경고: 임플란트-임플란트 간(좌) / 임플란트-신경관 간(중) / 슬리브-스캔 데이터 간(우)] 

 

 

 

 

 

 

  

 

슬리브-스캔 데이터 간은 별도의 안전 영역은 없으며 두 데이터가 중첩되는 경우 경고 

표시됩니다. 

 

임플란트-임플란트 간 / 임플란트-신경관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임플란트와 하악 신경의 최소한의 안전 영역을 확인하십시오. 임플란트와 신경, 또 다

른 임플란트 또는 신경이나 동맥과 같은 다른 주요 해부학 구조와의 충돌은 심각한 손

상, 감각 이상 및 합병증을 환자에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기존 임플란트 또는 치근 루트 채널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임

플란트가 턱뼈 경계를 관통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선택한 임플란트 위치가 의도한 위치인지 확인하십시오. 

임플란트 보철물의 고정 / 장착 방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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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D 임플란트 클리핑  

• 3D 영상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표시되는 메뉴 중 임플란트 클리핑 버튼 

을 클릭하면 선택 되어있는 임플란트를 제외한 모든 3D 데이터들

이 선택된 임플란트 중심면을 기준으로 잘려서 표시됩니다. 

• 3D 데이터 회전 시 선택된 임플란트 중심면은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실시간 변

경됩니다. 

 

8) 3D 측정 도구 

 3D 데이터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측정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D 영상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표시되는 메뉴 중 측정 도구 메뉴 

를 클릭 후 측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한번 더 클릭합니다. 

 

 

 

임플란트 간 거리 선택된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좌/우 임플란트와의 거리 표시 

임플란트 간 각도 선택된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좌/우 임플란트와의 각도 표시 

임플란트와 신경관 간 거리 선택된 임플란트와 신경관 간의 최단 거리 표시 

 

[36번 임플란트 클리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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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임플란트 간 거리 측정(좌)/ 임플란트 간 각도 측정(중)/ 임플란트와 신경관 간 거리측정(우)] 

 

 

9) 2D 영상 도구 모음 

 

임플란트 미세 조정 

•  : 클릭 시 아래와 같은 객체 미세조정 툴이 표시됩니다. 

 

 

클립면으로 사용 

•  : 클릭 시 현재 표시되고 있는 영상을 기준으로 모든 3D 데이터들이 잘려서 표시됩니다.  

 

 

 

임플란트 간 거리 및 각도 측정은 연속된 치아 번호를 가질 경우에만 측정됩니다. 

 

클릭 시 좌/우/상/하 일정 간격 이동 

 

클릭+드래그 시 회전 

* MPR 화면의 임의 위치를 더블 클릭 시 회전 축 중심점 이동 

 
클릭 시 일정 간격 회전 

 

임플란트 미세 조정의 기본값은 환경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3 

환경 설정의 8) 임플란트 플래닝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클리핑은 선택된 임플란트 중심 축이 기준이며 클립면으로 사용은 해당 

버튼을 클릭한 단면 영상이 절단면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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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중심으로 카메라 이동 

•  : 클릭 시 선택된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2D 영상의 중심축이 변경됩니다. 

• 2D 영상 영역에서 마우스 스크롤 시 영상은 선택된 임플란트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2D 영상 측정 도구 

•  클릭 시 사용 가능한 측정 도구들이 표시됩니다. 

•  클릭 후 영상에 원하는 지점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길이를 측정합니다. 

•  클릭 후 영상에 마우스로 4지점을 클릭하여 두 선 사이의 각도를 측정합니다. 

•  클릭 후 영상에 원하는 지점을 마우스 클릭하여 HU값을 측정합니다. 

 

 

  

 

측정 도구의 편집은 4. 공통의 4.10 측정 도구 사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립면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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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  클릭 시 선택된 임플란트가 크라운 중심축에 맞춰 재배치됩니다. (크라운이 없을경우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은 4.7 가시화 옵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노라믹 영상에서 제공되는 도구들은 6.4 커브 설정과 6.5 신경관 설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능들에 대한 단축키 확인은 4.2 마우스 조작 및 단축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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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술전, 술후 분석 

술전 술후 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수술 계획과 실제 식립된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를 분석하여 임플란트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를 디자인합니다. 디자인이 완료되

면 수술 계획을 저장 혹은 내보내기 합니다 

2. 가이드를 활용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합니다 

3. 임플란트 식립 후, 환자의 CT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4. 기존의 수술 계힉을 불러와서 임플란트 식립 단계로 이동합니다 

5. 술후 CT 불러오기 버튼 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의 CT데이터를 불

러옵니다 

6. 술 전 CT와 술 후 CT를 정렬합니다. 정렬 시, 수술 계획을 바탕으로 자동 정렬됩니다. 자동 정

렬 후에는 필요 시 수동 정렬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점정렬 

 

 

정렬에 실패할경우 점정렬을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점정렬 진행시 Volume1과 Volume2 패

널 하단 HU을 조절하여 보이는 영역을 조절할수 있습니다. 

 

술전, 술후 볼륨의 취득 조건이 같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초기 술전 볼륨과 술후 볼륨의 HU값

은 동기화 되어 있습니다. 술전, 술후 볼륨 취득조건이 다른 경우 두 볼륨이 상이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볼륨이 상이한 경우 버튼을 눌러 동기화를 해제하여 HU값을 각각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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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과 후의 CT 데이터에서 환자의 개구 상태가 다른 경우 두 데이터를 완벽히 

정렬할 수는 없습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악을 기준으로 정렬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동 정렬 

 

불투명도슬라이더를 이용하여 2D 영상 내 술후 CT의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렬이 

완료되면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임플란트 식립 단계에 정렬된 술 후 CT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술전, 술후 정렬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6.6 정렬 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entiqGuide Ver.1.3.05  사용자 매뉴얼 

Page 103 of 169 

 

7. 데이터 정렬 시, 술후 CT 데이터의 임플란트 축을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추출에 실패할 경우 

임플란트의 축은 수술 계획에 저장된 축으로 설정됩니다. 임플란트 식립 단계에 술 후 CT 데

이터가 보이고, 임플란트 수술 전과 후의 비교정보도 표시됩니다. 

 

 

-계획된 임플란트와 식립된 임플란트의 비교 정보  

3D Angle 3차원 공간상에서 계획된 임플란트와 실

제 식립된 임플란트 축의 각도 

Shoulder 3차원 상에서 계획된 임플란트 상단과 실

제 식립된 임플란트 상단 사이의 거리 

Apex 3차원 상에서 계획된 임플란트 하단과 실

제 식립된 임플란트 하단사이의 거리 

Vertical 3차원 상에서 계획된 임플란트 상단과 실

제 식립된 임플란트 상단 사이의 계획된 

임플란트 축 방향으로 거리. 실제 식립된 

임플란트가 계획된 임플란트보다 깊게 식

립되었으면 양수이고, 얕게 식립되었으면 

음수로 표시됨. 

Implant 

aligned 

Angle 2D 패널 상에서의 계획된 임플란트와 실

제 식립된 임플란트 축의 각도 

Shoulder 2D 패널 상에서의 계획된 임플란트 상단

과 실제 식립된 임플란트 상단 사이의 거

리 

Apex 2D 패널 상에서 계획된 임플란트 하단과 

실제 식립된 임플란트 하단 사이의 거리 

 



 

DentiqGuide Ver.1.3.05  사용자 매뉴얼 

Page 104 of 169 

 

2D와 3D에 표시 체크박스 를 이용하여 2D와 3D내 비교 정보 표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 조절 슬라이더 를 이용하여 2D패널에 CT 데이터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8. 축정렬 아이콘 을 클릭하여 술후 CT 데이터에서 추출된 임플란트의 축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Axis 화면과 3D 화면에서 임플란트의 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술후 CT에서 임플란트 축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 임플란트가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때 임플란트는 술전에 계획된 임

플란트를 사용합니다. 

임플란트의 위치는 기존에 계획한 임플란트의 위치와는 관계없고, 단지 축을 쉽게 설정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Apex와 Shoulder 부분에는 설정하고자하는 임플란트의 상단과 하단이 표시

됩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축이 반영이 되고, 비교 정보 표시도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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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가이드 생성 

 임플란트 플래닝 정보에 맞춰 수술용 가이드를 디자인하는 단계입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부위 선택 디자인할 부위(상악 또는 하악)을 선택 

2 작업 도구 가이드 디자인 시 사용할 도구 모음 

3 작업 데이터 데이터 표시 및 작업 

4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툴 제공 

 

1) 작업 도구 

 

 

 

 

 

 

  

번호 명칭 설명 

1 
가이드 생성 

도구 모음 
가이드 디자인 및 생성 

2 
바/윈도우 생성 

도구 모음 
바/윈도우 디자인 및 생성 

3 
문자 각인 

도구 모음 
문자 각인 및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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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생성 도구 모음 

 

 

 

 

바/윈도우 생성 도구 모음 

 

 

  

 

번호 
명칭 설명 

1 삽입 방향 설정 구강 내 가이드 삽입 방향 설정 

2 측지선 그리기 가이드 영역 설정을 위한 측지선 생성/삭제 

3 슬리브 글루 채널 설정 

4 
가이드 생성 

파라미터 
가이드 두께 및 오프셋 설정 

5 가이드 생성 가이드 생성/삭제 

번호 명칭 설명 

1 바/윈도우 추가 가이드에 바/윈도우 추가/삭제 

2 옵션 초기화 및 슬리브 영역 잠금 

3 가이드 생성 바/윈도우 적용하여 가이드 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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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각인 도구 모음 

 

 

 

2) 가이드 삽입 방향 설정 

① 작업 부위 선택 메뉴에서 가이드 디자인을 진행할 부위를 클릭합니다. 화살표가 표시된 부위

가 현재 선택된 부위입니다. 

 

② 스캔 데이터를 가이드가 삽입될 방향으로 회전 후 가이드 생성 작업 도구의 삽입 방향 설정 

툴  클릭 시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삽입 방향을 설정합니다. 

 

③ 설정되는 방향에 따라 스캔 데이터 위에 표시되는 언더컷 영역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문자 추가 가이드에 문자 추가/삭제 

2 옵션 문자 내용/크기/타입 설정 

3 초기화 작업 초기화 

4 가이드 생성 문자 각인 적용하여 가이드 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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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컷은 출력된 가이드가 구강 내에 정상적으로 체결되기 위해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아야 될 영역입니다. 언더컷으로 설정된 영역은 가이드 형태에 영향을 주므로 설정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이드 영역 설정하기 

 

측지선 그리기 

① 가이드 생성 작업 도구에서 측지선 추가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② 스캔 데이터 표면에 마우스 클릭하여 가이드를 생성 하고자 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③ 시작 점 (노란 점)에 클릭 시 측지선 그리기가 종료됩니다. 

 

측지선 편집하기 

• 포인트 이동: 측지선의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 포인트 삭제: 측지선의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 포인트 추가: 컨트롤 포인트가 없는 측지선 위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그려진 측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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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측지선의 경사가 급격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거나 측지선이 스캔데이터의 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 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지선을 완만하게 조정하고 스캔데이터의 경계를 포함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측지선 삭제하기 

• 측지선 삭제 버튼  클릭 시 현재 선택 되어있는 측지선이 삭제됩니다. 

• 전체 삭제 버튼  클릭 시 그려진 모든 측지선이 삭제됩니다. 

 

4) 슬리브 옵션 

 

• 가이드 생성 작업 도구의 글루 채널 버튼  클릭 시 가이드에 슬리브와 가이드를 접착 

시 사용되는 글루 채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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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 옵션은 데이터 표시영역에서 슬리브 모델이 선택된 상태에서만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슬리브 모델을 클릭 후 해당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5) 가이드 생성 옵션 설정 

 수술 가이드 출력 시 출력하는 3D 프린터의 특성에 따라 출력 결과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가이드 생성 옵션 값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값들에 대한 특정한 기준 없으며 같은 프린터 기종이라 하더라도 설치 조건(광량, 

수평, 생명주기 등)에 따라 출력 결과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오차 값 

확인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프린터 출력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가이드 두께 생성되는 가이드의 두께 설정 

가이드와 치아와의 간격 가이드와 치아 표면과의 간격 

가이드와 슬리브와의 간격 슬리브 체결 부위의 가이드와 슬리브와의 간격 

 

 버튼을 눌러서 현재 설정된 값을 기본 가이드 생성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3 환경 설정의 9) 수술용 가이드에서도 가이드 생성 옵션 기본값을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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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이드 생성/삭제 

 

• 가이드 생성 작업 도구의 가이드 생성 버튼  클릭 시 미리 설정한 측지선, 삽입 방향, 

옵션 값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를 생성합니다. 

 

• 가이드 삭제 버튼  클릭 시 생성된 가이드를 삭제합니다.  

 

 

가이드 생성 후 측지선, 삽입 방향, 옵션 값 등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 가이드를 

재생성 해야합니다. 

 

 

가이드 설정을 변경하거나 바윈도우를 추가하는 경우 문자 각인 작업 내용은 모두 

사라집니다. 

 

 

횡단면 설정 기능을 이용하여 가이드와 스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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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지대, 창 추가 

 

지지대, 창 추가하기 

① 작업 도구에서 지지대 추가 버튼 의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여 추가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사각 지지대 추가: 클릭 시 사각 형태의 지지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원통형 지지대 추가: 클릭 시 원통 형태의 지지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창 추가: 클릭 시 가이드에 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② 사각/원통 지지대를 선택한 경우 가이드 위에 두 지점을 클릭하여 지지대를 추가합니다. 

③ 창을 선택한 경우 가이드 위의 원하는 지점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지지대, 창 편집하기 

①  가이드 위에 지지대 또는 창 블록이 추가되면 해당 블록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조절 툴로 크

기 및 위치를 조절합니다. 

 

② 삭제 버튼  클릭 시 현재 선택 되어있는 블록이 삭제됩니다. 

③ 전체 삭제 버튼  클릭 시 추가된 모든 블록이 됩니다. 

④ 지지대 또는 창 추가 및 편집이 완료되면 작업 도구 하단의 가이드 생성 버튼  을 클

릭하여 가이드에 최종 적용합니다. 

 
크기 조절 

 
회전 

 

[지지대, 창 추가 후 생성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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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창 삭제하기 

⚫ 작업 도구의 초기화 버튼  클릭 시 가이드에 최종 적용된 지지대, 창이 모두 삭제됩니

다.  

 

슬리브 영역 잠금 

⚫ 작업 도구의 슬리브 영역 잠금 버튼  클릭 시 슬리브 영역에는 창이 생성되지 않습니

다. 

 

8) 문자 각인 

 

문자 추가/편집하기 

① 문자 각인 작업 도구에서 추가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② 문자 입력란 에 문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

여 기본 문구를 선택합니다. 

③ 글자 크기 슬라이더 를 이용하여 8~12 크기 중 원하는 값으로 조

절합니다. 

④ 입력 또는 선택된 문자는 마우스 포인터에 표시되며 생성된 가이드 위 원하는 지점에 마우스 

클릭 시 문자가 임시 각인됩니다.  

⑤ 삭제 버튼  클릭 시 현재 선택 되어있는 임시 각인 문자가 삭제됩니다. 

⑥ 전체 삭제 버튼  클릭 시 추가된 모든 임시 각인 문자가 삭제됩니다. 

⑦ 임시 각인 상태에서 다시 추가 버튼  클릭 시 새로운 문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⑧  에서 음각/양각을 선택합니다.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여 선택된 지지대 또는 창의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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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문자 배치가 완료되면 작업 도구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가이드에 최종 적용합니다. 

 

문자 삭제하기 

⚫ 작업 도구의 초기화 버튼  클릭 시 가이드에 최종 적용된 문자 각인이 모두 삭제됩니

다.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은 4.7 가시화 옵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각인 후 생성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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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크라운 디자인 

환자 구강 내 최종 보철물을 식립하기 전 사용하는 임시 치아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세부 작업 단계 바 크라운 디자인 전용 세부 작업 단계 

2  작업 치아 선택 작업 치아 선택 

3 작업 도구 단계 별 작업 도구 제공 

4 작업 데이터 데이터 표시 및 작업 

5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툴 제공 

 

1) 세부 작업 단계 

임시 치아 디자인을 위한 작업 단계를 표시합니다. 각 단계의 아이콘 클릭 시 해당 단계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아이콘 설명 

 
브릿지/폰틱 연결 설정 (싱글 치아일 경우 표시되지 않음) 

 
마진 라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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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공간 설정 

 
크라운 생성 

 
크라운 다듬기 

 
브릿지 연결 부위 디자인 (싱글 치아일 경우 표시되지 않음) 

 

2) 브릿지/폰틱 설정 

 수술 계획 수립단계에서 2개 이상 연속된 치아를 선택한 경우 제공되는 단계입니다.  

 브릿지로 설정된 치아는 임시 치아 생성 시 하나의 연결된 메쉬로 생성되며 폰틱으로 설정된 치아는 

치아 하단이 막힌 상태로 생성됩니다. 

 

브릿지 설정/ 해제하기 

① 브릿지 메뉴에서 밝은 회색으로 활성화된 치아들 중 브릿지로 연결할 치아들을 선택합니다.  

② 선택된 치아는 주황색 으로 표시되며 치아 설정이 완료되면 하단에 생성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③ 생성된 그룹은 좌측 브릿지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치아 그림에서 브릿지 설정된 치아를 마우스 우클릭 또는 브릿지 리스트의 우측 휴지통 버튼 

 클릭 시 브릿지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폰틱 설정/ 해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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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폰틱 메뉴에서 밝은 회색으로 활성화된 치아들 중 폰틱으로 설정할 치아들을 선택합니다.  

(브릿지가 3개 이상 연결된 경우 중간 치아들이 활성화됩니다. 어버트먼트가 있는 치아는 활

성화되지 않습니다.) 

② 클릭과 동시에 폰틱으로 설정되며 설정된 치아는 보라색 으로 표시됩니다. 

③ 설정된 폰틱 치아를 재 클릭 시 폰틱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마진 라인 설정 

 임시 치아와 어버트먼트 또는 지대치 간의 접촉 위치를 설정합니다. 설정된 위치에 맞춰 임시 치아의 

마진 라인이 생성됩니다. 

 

마진 라인 설정 작업 도구 

 

 

 

반자동 마진 라인 설정 

마진 영역을 지정하여 반자동으로 마진 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마진 라인 설정 작업 도구에서 반자동 마진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② 마우스 커서에 생성된 빨간 원을 마진 영역에 맞춰서 클릭하면 마진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마우스 커서에 생성된 빨간 원은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빨간 원을 마진 라인에 최대한 접촉하여 그릴 경우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마진 라인 설정 마진 라인 반자동/수동 생성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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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트먼트 케이스 마진 라인 설정 

기성 어버트먼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마진 라인은 어버트먼트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어버

트먼트 위에 생성된 마진 라인 확인 후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치아가 다수일 경우 좌측 작업 치아 선택 도구에서 작업 치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대치 케이스 마진 라인 수동 설정 

스캔 데이터에 지대치 정보를 이용할 경우 마진 라인을 스캔 데이터 위에 직접 그릴 수 있습니다. 

 

  

[어버트먼트에 자동 생성된 마진라인] 

[지대치 스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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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 치아 선택도구에서 마진 라인을 그릴 치아를 선택합니다. 

 

② 작업 도구에서 마진 라인 추가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③ 스캔 데이터 표면에 마우스 클릭하여 마진 라인을 설정합니다. 

④ 시작 점 (노란 점)에 클릭 시 해당 치아의 마진 라인 그리기가 종료됩니다. 

 

마진 라인 편집하기 

• 포인트 이동: 마진 라인의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 포인트 삭제: 마진 라인의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 포인트 추가: 컨트롤 포인트가 없는 마진 라인 위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마진 라인 삭제하기 

• 삭제 버튼  클릭 시 현재 선택 되어있는 치아의 마진 라인이 삭제됩니다. 

  

[그려진 마진라인] 

[작업치아 선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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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착제 공간 설정 

 임시 치아 접착을 위한 접착제 공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접착제 공간 설정 작업 도구 

 

 

 

 

 

 

 

임시 치아 삽입 방향 설정 

① 스캔 데이터를 치아가 삽입될 방향으로 회전 후 접착제 공간 설정 작업 도구의 삽입 방향 설

정 툴  클릭 시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삽입 방향을 설정합니다. 

 

② 설정되는 방향에 따라 스캔 데이터 위에 표시되는 언더컷 영역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브릿지로 설정된 치아들은 하나의 식립방향을 가지며 브릿지로 연결되지 않은 

치아들은 각각의 식립방향을 설정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크라운 삽입 방향 구강내 임시 치아가 식립될 삽입 방향 설정 

2 접착제 공간 임시 치아 내면의 접착제 공간 설정 

3 보더  마진 라인 주변 임시 치아의 형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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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치아 삽입 방향 설정 도구는 지대치 케이스에서만 표시되며 어버트먼트 케이스의 

경우 어버트먼트 고유 방향에 맞춰 자동 설정됩니다. 

 

접착제 공간 설정 

• 접착제 두께: 두께 조절 슬라이더 를 드래그하여 접착제 공간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 마진으로부터의 거리: 마진으로부터의 거리 조절 슬라이더 를 

드래그하여 마진을 기준으로 접착제 공간이 생성되지 않을 영역을 설정합니다.  

 

보더 설정 

 마진 라인 주변 임시 치아의 형태를 편집합니다. 

• 수평 거리: 수평 거리 조절 슬라이더 를 드래그하여 마진 라인 기

준 외측으로의 폭을 설정합니다. 

• 대각 거리: 대각 거리 조절 슬라이더 를 드래그하여 마진 수평 폭

이 끝나는 지점부터 임시 치아 외면이 연결되는 부분의 거리를 설정합니다. 또한 각도 슬라이

더를 드래그하여 연결되는 부분의 각도를 설정합니다.  

• 수직 거리: 수직 거리 조절 슬라이더 를 드래그하여 임시 치아 

외면이 연결되는 지점부터 보더 영역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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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공간 타이틀 우측의 도움 버튼  클릭 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 조절 시 해당하는 항목의 이름 및 영역이 

강조됩니다. 

 

 

5) 크라운 생성 

 

크라운 생성 작업 도구 

 

 

 

 

크라운 배치 

 임시 치아를 생성하기 위한 치아의 위치 및 크기를 설정합니다. 크라운 라이브러리 변경 및 크라운 배

치는 크라운 배치 단계의 동작과 동일합니다. 

 

 

크라운 라이브러리 변경 및 크라운 배치는 6.8 크라운 배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눌러서 현재 설정된 값을 접착제 공간 및 보더의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3 환경 설정의 10) 임시 치아에서도 접착제 공간 및 보더의 기본값 설정이 

가능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크라운 

라이브러리 
크라운 라이브러리 제공 

2 크라운 생성 배치된 크라운을 편집용 임시 치아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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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생성 

• 크라운 배치가 완료되면 좌측 작업도구에서 크라운 생성 버튼 을 클릭합니다. 

• 3D 영상에서 생성된 편집용 임시치아를 확인합니다. 

 

 

마진 라인이 설정된 치아는 접착제 공간을 반영하여 하부 및 내부가 비어진 형태로 

생성되며 폰틱으로 설정된 치아는 하부가 막혀진 상태로 생성됩니다. 

 

6) 크라운 편집 

 

크라운 편집 작업 도구 

 

 

 

  

 

크라운 라이브러리 기본값은 환경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3 

환경 설정의 10) 임시 치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모핑 모핑 도구 표시 

2 왁스 칼 왁스 칼 도구 표시 

3 접촉면 조절 크라운 접촉면 자동 조절  

[생성된 편집용 임시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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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핑 도구 사용하기 

 크라운의 특정 부분을 끌어 주변 모양을 편집합니다. 

 

① 작업 도구에서 모핑 도구 를 클릭합니다. 

② 하단의 슬라이더 를 드래그하여 편집 영역 반경을 조절합니다.  

③ 3D 영상 영역의 크라운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크라운을 편집합니다. 

 

왁스칼 도구 사용하기 

 크라운의 왁스를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매끄럽게 다듬어 모양을 편집합니다. 

 

① 작업 도구에서 왁스칼 도구 를 클릭합니다. 

② 세부 도구 추가/삭제/매끄럽게 중 원하는 기능 선택 후 하단의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편집 

영역 반경 및 강도를 조절합니다. 
 

 

③ 3D 영상 영역의 크라운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크라운을 편집합니다. 

 
편집 영역 반경 조절 

 
편집 강도 조절 

[왁스 추가(좌) / 삭제(중) / 매끄럽게(우)] 



 

DentiqGuide Ver.1.3.05  사용자 매뉴얼 

Page 125 of 169 

 

 

 

접촉면 자동 조절하기 

• 작업 도구에서 접촉면 조절 버튼  클릭 시 크라운과 인접 구조물 간의 충돌을 고

려하여 접촉면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충돌 거리맵 확인하기 

 거리맵 가시화 옵션을 활성화하여 지대치, 대합치, 주변 치아와의 거리맵을 색상으로 확인합니다. 초

록색에 가까울수록 충돌 깊이가 얕아 짐을,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깊어짐을 의미합니다. 

 

모핑 / 왁스칼 조절 기본값은 환경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3 

환경 설정의 10) 임시 치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돌 거리맵] 

[접촉면 조절 전(좌) /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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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치아 최종 생성/확인하기 

 크라운 편집 정보를 반영하여 임시 치아를 재 생성하고 최종 확인합니다. 

• 크라운 디자인이 완료되면 좌측 작업도구에서 크라운 생성 버튼 을 클릭합니다. 

• 클릭과 동시에 임시 치아가 재 생성되며 팝업 창에 표시된 임시 치아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

다. 

 

• 어버트먼트 케이스인 경우 최종 확인 창에서 어버트먼트 경로 구멍 생성 여부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 확인: 임시 치아 최종 확인 및 확인 창을 종료하며 결과 단계 이동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취소: 확인 창을 종료하고 디자인을 계속 진행합니다. 

 

[최종 확인창] 

[크라운 구멍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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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가 설정된 경우 임시 치아 최종 생성은 브릿지 설정단계에서 진행하십시오. 

 

7) 브릿지 설정 

 

브릿지 설정 작업 도구 

 

 

 

브릿지 연결부위 편집하기 

 브릿지로 연결된 임시 치아 간의 연결부를 편집합니다. 

• 3D 영상 영역에 표시되는 브릿지 연결 부위를 마우스 클릭 + 드래그하여 위치를 조정합니다. 

• 작업 도구의 면적 조절 슬라이더 를 드래그하여 연결부의 면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면적 브릿지 연결부 면적 설정 

 

면적 기본값은 환경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3 환경 설정의 10) 

임시 치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릿지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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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결과 

 수술 계획 내용이 요약된 수술용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리포트 및 드릴링 프로토콜, 가이드 파

일(STL)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술 계획과 가이드 디자인에 대한 최종 승인 후 확인 및 출력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승인 수술 계획과 가이드 디자인에 대한 최종 승인 

2 미리보기 수술용 리포트와 드릴링 프로토콜 보기 

3 출력 수술 계획, 리포트 및 가이드 (STL) 출력 

 

1) 승인하기 

 리포트 생성 및 메쉬 출력을 위해서는 임플란트 및 가이드 시술 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 각 항목 우측의  를 클릭하면 승인이 완료 됩니다. 

 

2) 수술용 리포트 보기/편집/출력 

 수술용 리포트에서는 수술 계획에 대한 요약 및 임플란트 주변 골밀도, 임플란트 모델 등의 정보를 제

공하며 필요 시 사용자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버튼 클릭 시 수술용 리포트 화면이 생성됩니다. 

• 화면을 마우스 스크롤하여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에 수술용 키트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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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페이지 하단의 [Note] 에 사용자가 원하는 메모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리포트를 로컬 폴더에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 표시되는 리포트 종류는 5.3 환경 설정의 11) 리포트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하기 

• 확대/축소: 마우스 우클릭+드래그합니다. 

• 이동: 마우스 휠클릭+드래그합니다. 

골밀도 표시 방식 변경하기 

 임플란트 별 시술 계획 리포트 항목에 표시되는 골밀도를 임플란트 내부 골밀도/임플란트 정점 -2mm 

골밀도/3D 임플란트 골밀도 중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① 시술 계획 골밀도 위에서 우클릭 시 변경 메뉴가 표시됩니다. 

 

②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클릭 후 하단의 변경  버튼 또는 모두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으로 표시 방식이 변경됩니다. 

- 변경: 현재 시술 계획의 골밀도 표시 방식만 변경합니다. 

- 모두 변경: 현재 리포트 안에 표시된 모든 골밀도의 표시 방식을 변경합니다. 

 

 

리포트에서는 일회성 변경만 가능하며 기본 골밀도 표시 방식은 5.3 환경 설정의 11) 

리포트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3) 드릴링 프로토콜 보기/출력 

 

•  버튼 클릭 시 수술용 드릴링 프로토콜 화면이 생성됩니다. 

• 화면을 마우스 스크롤하여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DentiqGuide Ver.1.3.05  사용자 매뉴얼 

Page 130 of 169 

 

• 화면 우측 상단의 리포트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로컬 폴더에 pdf 파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  

4) 수술 계획 저장 및 출력 

 

•  : 버튼 클릭 시 현재 수술 계획의 프로젝트 파일과 리포트를 로컬 폴더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메쉬 출력 

 

•  : 버튼 클릭 시 메쉬 출력 확인 창이 생성됩니다. 

 

• 메쉬 항목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출력: 사용자가 디자인한 수술용 가이드 또는 임시 치아를 메쉬(STL 파일)형태로 로컬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된 구강 스캔 데이터도 함께 저장됩니다.) 

• 취소: 출력을 취소합니다. 

 

 

메쉬 출력을 진행한 케이스의 경우 수술 계획 / 데이터 등록 단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재 출력 시 크레딧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메쉬 출력 확인창] 

[출력 선택/선택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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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의 유통 방식이나 사용자의 출력 크레딧 소유 유무에 따라 가이드 메쉬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는 상/하악 별개로 각각 1개씩의 크레딧이 차감되며 임시 치아의 경우 치아 1개 

당 0.1개의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크레딧 구매를 원하시는 경우 service@3dii.net 로 연락 바랍니다. 

 

  

mailto:service@3di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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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모델 베이스 생성 

 구강 스캔데이터와 디자인 데이터(가이드, 임시 치아)의 실물 적합도 확인을 위해 구강 스캔데이터를 

3D 프린팅할 수 있도록 스캔 데이터에 프린팅을 위한 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본 기능은 치아 지원 수술 계획 및 임시 치아 결과 단계에서만 제공하며 결과 단계에서 모델 베이스 

생성 버튼  클릭 시 모델 베이스 작업 화면이 별도로 생성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부위 선택 디자인할 부위(상악 또는 하악) 및 파일 선택 

2 작업 도구 베이스 디자인 시 사용할 도구 모음 

3 작업 데이터 데이터 표시 및 작업 

4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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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 도구 

 

2) 베이스 영역 설정하기 

 

측지선 그리기 

① 작업 부위 선택 메뉴에서 베이스 생성을 진행할 부위를 클릭합니다. 화살표가 표시된 부위

가 현재 선택된 부위입니다. 

 

② 수술 계획 시 가이드와 임시 치아를 동시 진행한 경우 작업 부위 하단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스캔 데이터 종류를 선택합니다. 

 

- 기본: 가이드 또는 임시 치아 디자인 작업 시 사용한 기본 스캔 데이터 

- 어버트먼트 모델: 임플란트 플래닝 후 임시 치아 디자인을 진행하여 어버트먼트 모델을 

번호 명칭 설명 

1 생성 영역 설정 
베이스 생성 영역 설정을 위한 

측지선 생성/삭제 

2 생성 방향 베이스 생성 방향 설정 

3 생성 파라미터 
타입, 베이스 두께 및 

측지선으로부터 최소 거리 설정 

4 베이스 생성 베이스 생성/삭제 

[스캔 데이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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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스캔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 어버트먼트 모델 형상이 포함됨) 

③ 작업 도구에서 측지선 추가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④ 스캔 데이터 표면에 마우스 클릭하여 베이스를 생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⑤ 시작 점 (노란 점)에 클릭 시 측지선 그리기가 종료됩니다. 

 

측지선 편집하기 

• 포인트 이동: 측지선의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 포인트 삭제: 측지선의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 포인트 추가: 컨트롤 포인트가 없는 측지선 위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측지선 삭제하기 

• 측지선 삭제 버튼  클릭 시 입력된 측지선이 삭제됩니다. 

 

 

베이스 생성 후 가시화 옵션에서 스캔 데이터 항목을 활성화하면 스캔 데이터와 

측지선이 함께 표시되어 측지선 추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려진 측지선] 

[베이스 생성 후 스캔 데이터 가시화 옵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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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스 생성 방향 설정 

 

• 스캔 데이터를 베이스가 생성될 방향으로 회전 후 작업 도구의 생성 방향 설정 툴  클

릭 시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생성 방향을 설정합니다. 

 

4) 베이스 생성 옵션 설정 

 

 

 

 

 

 

 

5) 베이스 생성/삭제 

 

• 작업 도구의 베이스 생성 버튼  클릭 시 미리 설정한 측지선, 생성 방향, 옵션 값 등을 

프린팅 타입 

베이스 내면 타입 설정 

- Hollow: 내면을 비우는 타입 

- Solid: 내면을 채우는 타입 

베이스 두께 
Hollow 타입 시 생성되는 베이스의 

두께 설정 

측지선으로부터의 거리 측지선으로부터 최소 베이스 길이 

[생성된 베이스 기본(좌)/어버트먼트 모델(우)] 

[Hollow 타입(좌) / Solid 타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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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베이스를 생성합니다. 

 

• 베이스 삭제 버튼  클릭 시 생성된 베이스를 삭제합니다.  

 

 

어버트먼트 모델 베이스의 경우 어버트먼트 모델 형상이 포함되며 크라운과 중첩된 스캔 

데이터 영역은 모두 삭제됩니다. 

 

 

베이스 생성 후 측지선, 생성 방향, 옵션 값 등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 베이스를 

재생성 해야합니다. 

 

6) 출력하기 

 디자인한 모델 베이스 파일(STL)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디자인에 대한 최종 승인 후 출력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베이스는 상악/하악/기본/어버트먼트 모델 각각 0.5개씩의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베이스 파일 출력 시 디자인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단, 수술 계획 단계 / 데이터 로드 단계 / 치아 삭제 단계 / 임시 치아 최종 확인 내용이 

변경되면 해당 베이스 프로젝트는 초기화됩니다. 

 

 

베이스 디자인 작업 시 덴틱 가이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6.12 결과 → 5) 메쉬 출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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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치아 수술 계획 작업 

무치아 지원 수술 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계획에 필요한 단계를 표시합니다. 

 

 

본 항목에서는 6.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작업과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며 그 외 

공통 동작에 대해서는 6.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작업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7.1 수술 계획 수립 

 수술 계획을 진행할 치아 선택 및 계획 항목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수술 계획 항목 진행할 수술 계획을 선택 

2 부위 선택 진행할 수술 부위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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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 계획 수립하기 

 

① 치아 선택 모델에서 진행하려는 부위(상악 또는 하악)를 선택합니다.  

② 무치아 지원 수술 계획 항목에서 진행하려는 수술 계획을 선택합니다. 

 

 

 

③ 수술 계획 항목 선택 후 작업 단계 바에서 다음 단계(데이터 등록)가 활성화됨을 확인합니다. 

 

 

무치아 수술 계획은 상악, 하악 케이스 동시 진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설정한 수술 계획 항목에 따라 작업 단계 바에서 표시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2) 수술 계획 취소하기 

 

 

7.2 데이터 등록 

 환자 CT데이터와 의치 데이터를 불러오는 단계입니다. 의치 데이터는 CT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를 모

두 지원합니다. CT데이터는 DICOM을 포맷을, 스캔 데이터는 STL을 지원합니다. 

 

 

  

임플란트 플래닝 CT 영상을 이용한 임플란트 플래닝 진행 

가이드 디자인 수술 가이드 디자인 및 STL 출력 

 

2) 수술 계획 취소하기는 6.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작업 → 6.1 수술 계획 수립 → 2) 

수술 계획 취소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동작은 6.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작업 → 6.2 데이터 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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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데이터 설정 

 CT 데이터의 ROI (Region of Interest) 영역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설정 이 후 단계에서는 해

당 단계에서 설정한 영역의 CT 데이터만 사용하여 영상을 표시합니다. CT 데이터 형태의 의치 데이터

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단계에서 CT 데이터를 STL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데이터 설정 이 후 단계(정렬 단계 제외)에서 사용되는 의치 데이터는 해당 단계에서 변환된 STL 의

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1) 의치 CT 데이터에서 STL 추출하기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데이터 선택 설정할 데이터 선택 

2 의치 CT 데이터 의치 CT 데이터 3D 영상 

3 의치 STL 추출 데이터 의치 CT 데이터에서 추출된 STL 데이터 

 

자동 의치 영역 설정 

 의치 CT 데이터의 ROI가 실제 의치 영역 볼륨에 맞게 자동 설정됩니다. 화면 진입 시 ROI는 자동으로 

의치 영역에 맞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ROI 수동 조절 후 ROI 자동 설정 툴  클릭 시 ROI는 최초 설정된 의치 

영역 볼륨 ROI로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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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 STL 추출하기 

• 데이터 등록 단계에서 의치 데이터를 CT 데이터로 등록한 경우 데이터 설정 단계에 의치 CT 

데이터 항목이 추가됩니다. 

• 기본적으로 화면 진입 시 중간 단계 품질로 STL이 추출되어 표시됩니다. 

• 추출할 의치 CT 데이터의 HU값 조절이 필요할 경우 의치 CT 데이터 영역 하단의 HU 조절 툴 

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원하는 값으로 조절합니다. 

HU값  위에서 클릭하면 키보드로 입력하여 HU 값 설정이 가능합니다. 

 

• HU 값, ROI를 변경한 경우 의치 추출 버튼 을 클릭하여 변경된 값으로 STL

을 재 추출합니다. 

구멍 채우기 

• 추출된 STL data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포함하여 치은을 설정할 수 없습니

다. 이 경우 구멍 채우기 버튼을 을 클릭하여 STL data를 수정합니다.  

 

2) 추출된 의치 STL 단면 확인하기 

• 추출된 STL 데이터는 화면 하단 MPR (Axial/Coronal/Sagittal) 영역에 CT 데이터와 함께 표시

됩니다. 

 

 

 

그 외 공통 동작은 6.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작업 → 6.3 데이터 설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PR 영역의 추출된 STL (노란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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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정렬 

 CT 데이터와 의치 데이터의 좌표를 맞춰 주는 단계입니다. 입력된 점을 이용하여 두 데이터의 좌표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점 정렬 기능과 사용자가 수동으로 좌표를 맞출 수 있는 수동 정렬 기능을 제공합

니다. 기본적으로 점 정렬 수행 후 수동 정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T 데이터 형태의 의치 데이터가 등록된 경우 의치 CT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렬을 수행합니다.  

7.5 치은 설정 

 의치 데이터에서 치은 영역을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설정된 치은 영역은 임플란트 플

래닝 단계에서 치은 충돌 감지 영역, 가이드 생성 단계에서 실린더 생성 방지 기준 영역으로 사용되므

로 모든 치은 영역이 포함되도록 설정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도구 치은 설정 시 사용할 도구 모음 

2 작업 데이터 데이터 표시 및 작업 

3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가시화 옵션 및 부가기능 툴 제공 

 

1) 작업 도구 

 

 

6.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작업 → 6.6 정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ntiqGuide Ver.1.3.05  사용자 매뉴얼 

Page 142 of 169 

 

 

 

 

 

2) 치은 영역 설정 

 

측지선 그리기 

① 단계 진입 시 마우스는 측지선 그리기 모드로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② 의치 데이터에 마우스 클릭하여 치은으로 지정하고자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③ 시작 점 (노란 점)에 클릭 시 측지선 그리기가 종료됩니다. 

④ 측지선 그리기 완료 후 작업 도구의 치은 영역 생성 버튼  클릭 시 치은 영역이 최종 적

용됩니다. 

 

 

치은바깥 영역으로 설정하면 가이드 생성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치은부분에만 영역 

설정을 해주세요. 

 

 

측지선 편집하기 

• 포인트 이동: 측지선의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 포인트 삭제: 측지선의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 포인트 추가: 컨트롤 포인트가 없는 측지선 위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측지선 초기화 그려진 측지선 초기화 

2 치은 영역 생성 측지선 영역을 치은 영역으로 지정 

[치은 영역 설정 전(좌)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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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선 삭제하기 

• 작업 도구의 측지선 초기화 버튼  클릭 시 모든 측지선 포인트가 삭제됩니다. 

 

 

7.6 커브 설정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의 주변 조직(치아, 치근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악궁을 따라 커브를 설정하여 

파노라믹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7.7 신경관 설정 

 하악 시술 계획을 진행하는 경우 신경관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설정된 신경관을 고려하여 임플란트 

위치를 설정하면 좀 더 안전한 임플란트 플래닝에 도움이 됩니다. 

 

7.8 임플란트 식립 

수술할 임플란트의 위치와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측지선 영역 내에 스캔 데이터 홀이 존재하는 경우 치은 영역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멍이 존재할 경우 데이터 설정 단계로 가서 구멍을 채운후 치은 

영역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작업 → 6.4 커브 설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작업 → 6.5 신경관 설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작업 → 6.9 임플란트 식립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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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가이드 생성 

 임플란트 플래닝 정보에 맞춰 수술용 가이드를 디자인하는 단계입니다. 무치아 가이드는 화면 진입 

시 의치 데이터 형태에 임플란트 플래닝 정보, 치은 정보를 결합하여 자동 생성 후 표시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작업 도구 가이드 디자인 시 사용할 도구 모음 

2 수술 작업 데이터 수술 가이드 데이터 표시 및 작업 

 

1) 가이드 유형 

일체형 가이드와 조립형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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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형 가이드 

의치상에 앵커핀과 임플란트를 플래닝 위치를 적용한 형태의 가이드입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조립형 가이드보다 수술시 편리하나 교합을 상황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

다. 

 

• 조립형 가이드 

교합 가이드와 수술 가이드를 생성합니다. 수술 시, 교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체형 가

이드로는 교합 확인이 어려울 때 쓰입니다 

 

교합 가이드 

교합을 확인할때 쓰입니다. 수술 가이드 위로 조립하여 사용합니다. 

 

수술용 가이드 

앵커핀과 임플란트 플래닝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합가이드와 조립하여 사용합니다. 

수술시에는 교합가이드를 제거하고 수술 가이드만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2) 가이드 다듬기 

 무치아 가이드는 의치 데이터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표면에 요철이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작업 도구의 다듬기 툴을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① 작업 도구에서 다듬기 도구  를 클릭합니다. 

② 하단의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편집 영역 반경 및 강도를 조절합니다. 

 

 

가이드 유형 변경시 작업내역이 초기화 됩니다. 

 
편집 영역 반경 조절 

 
편집 강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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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D 영상 영역의 가이드를 마우스로 클릭+드래그하여 표면을 편집합니다. 

 

3) 가이드 재 생성하기 

 글루 채널, 슬리브 모델 또는 슬리브와 가이드 간의 오프셋 수치를 변경한 경우 하단에 가이드 생성 

버튼 이 활성화됩니다. 버튼 클릭 시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가이드를 재 생성합니다. 

 

4) 지지대, 창, 문자 각인하기 

 2 조각 가이드에 각각 지지대, 창, 문자 각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업은 메인 작업 데이터 영역에 

표시된 가이드에만 가능하며 서브 작업 데이터 영역에서 제공하는 영상 교체 툴  을 이용하여 

작업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10 결과 

 수술 계획 내용이 요약된 수술용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리포트 및 드릴링 프로토콜, 가이드 파

일(STL)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술 계획과 가이드 디자인에 대한 최종 승인 후 확인 및 출력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 외 공통 동작은 6.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작업 → 6.10 가이드 생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치아 지원 수술 계획 작업 → 6.12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듬기 전(좌) /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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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entiqLink 

DentiqLink 를 이용하여 치과와 치과기공소 간의 3D 영상 정보 전송 및 임상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DentiqLink 는 치과 및 기공소에 치료 계획 및 치과용 보철물의 

설계/프린트의 디지털 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entiqLin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https://www.dentiqlink.com/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1 로그인 

환경 설정내 DentiqLink 항목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5.3 환경설정에 13) DentiqLink 참조. 

 

사용중에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DentiqLink 아이콘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뜨고 로

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8.2 신규 주문 

덴탈 매니저내 수술 계획 항목에서 우클릭 후 신규 주문을 클릭하여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https://www.dentiqli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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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주문을 선택합니다. 

 

 

 

신규 주문은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악 가이드 

수술 진행시 수술 계획에 CT 데이터와 상악 스캔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신규 주문이 

가능합니다.  

 

신규 주문 클릭시 업로드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주문 번호를 클릭하여 주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세부사항을 입력하여 주문을 완료합니다. 

 

 



 

DentiqGuide Ver.1.3.05  사용자 매뉴얼 

Page 149 of 169 

 

업로드 된 항목 제거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가 완료 된 목록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은 목록들은 삭제 버튼 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리스트 창은 닫더라도 업로드 리스트 보기 옵션을 이용하여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8.3 데이터 업로드 

신규 주문후 변경된 수술 계획을 다시 올릴때 사용됩니다. 덴탈 매니저내 수술 계획 항목에서 우클릭 

후 데이터 업로드을 클릭하여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또는 수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업로드를 선택하여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데이터 업로드 기능은 신규 주문의 이력이 있는 수술 계획이나 DentiqLink에서 다운 

받은 수술 계획에서만 활성화 됩니다. 

 

8.4 다운로드 

덴탈 매니저에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수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버튼

을 클릭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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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주문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DentiqLink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리포트 버튼을 클릭하여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문에 리포트가 없으면 리포트

버튼이 비활성화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 을 누르면 주문에 해당하는 수술 계획 리스트의 업로

드 날짜가 나옵니다. 다운받고자 하는 수술 계획을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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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가 완료된후 다운 로드 버튼을 다시 누르면 수술 계획 리스트가 나옵니다. 다운 받은 항목은 

아래와 같이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다운 받은 항목을 클릭하면 덴탈 매니저로 가서 해당 수술 계획이 선택됩니다. 

 

 

다운로드 리스트에 표시되는 항목은 확인이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거래가 종료된 주문은 

다운로드 리스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서버에서 수정한 내역이 생겼다면 목록 새로고침 을 클릭하여 목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문 후나 DentiqLink에서 다운 받은 수술 계획은 덴탈 매니저내 수술 계획 

아이콘이 바뀝니다. 

 

수술 계획을 복사하는 경우나 출력후 다시 불러오기는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술 

계획으로 인식하여 아이콘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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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록 

9.1 용어 

 DentiqGuide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약어 이름 설명  

CT Computerized Tomography X 선을 이용하여 인체를 단층 촬영하는 기법 

MPR Multi Planar Reformation 
CT 에서 획득한 Volume data 를 다양한 면으로 

재구성하여 영상 표시 

VR Volume Rendering 3 차원적 Data 를 가시화하는 작업 

HU Hounsfield Unit CT 영상에서 방사선 투과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ROI Region of Interest CT Volume 에서 보고자 하는 관심 영역 

OTF Opacity Transfer Function 
3D 영상의 불투명도 조절하여 보고자 하는 영상 

이미지 설정 

DICOM 
Digital Image 

Communication in medicine 

의료영상 및 관련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표준 규약 

STL Stereo Lithography 
3D 프린터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3D 모델링 데이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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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라이선스 

환경 설정 → 일반 → 정보 메뉴에서 라이선스 구매를 진행합니다. 

 

연간 라이선스는 정해진 기간동안 크레딧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연간 라이선스 

구매 버튼을 누르면 연간 라이선스 구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크레딧 라이선스는 정해진 크레딧을 구매하고 기한에 상관없이 구매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

선스입니다. 사용자 PC에 동글키를 장착한 채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 크레딧 라이선스 구매 버튼

을 누르면 구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사용자 PC에 동글키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그램 실행한 

경우 크레딧 라이선스 구매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 관리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라이선스 구매] 

[라이선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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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구매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평가판 라이선스로 실행됩니다. 

평가판을 사용할 경우 사용 화면에 DentiqGuide 워터마크가 표시되며 2개의 출력 

크레딧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웹 라이선스 사용 시 인터넷이 끊겨도 프로그램 사용은 가능하나 출력에 제한이 

발생하오니 인터넷 연결 환경에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1) 웹 라이선스 구매 

라이선스 구매전 고객 서비스(사용법 설명, 고객불만 수집 등)를 담당할 추천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천인은 사용자한테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추천인 코드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해당 추천인 코드를 입

력하여 추천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추천인 코드 입력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입력하지 않을 경우 기본

적으로 추천인은 3DII로 선택되게 됩니다. 평가판 라이선스를 선택한후 추천인 코드를 입력할수 있습

니다. 기 구입한 라이선스를 선택한 경우 라이선스내 추천인 정보가 있음으로 추천인 변경을 하실수 

없습니다. 

 정식적인 제품 사용 및 메쉬 파일 출력을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구매 해야합니다. 라이선스는 구매 종

류에 따라 새로운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새 라이선스 구매’와 기존 구매된 라이선스에 크레딧 개수만 

추가하는 ‘크레딧 추가’로 나눠지며 결제 방식은 계좌이체와 PayPal로 구분됩니다.   

 

DentiqGuide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치료 계획, 수술용 가이드 디자인 또는 임시 치아를 

제작하려면 평가판이 아닌 정식 DentiqGuide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DentiqGuide 라이선스에 대한 문의는 service@3dii.net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구매] 

mailto:service@3di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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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종류 

• 크레딧 추가: 현재 사용중인 크레딧 라이선스에 크레딧 개수를 추가 구매합니다. 라이선스 정

보에서 선택된 ID의 타입이 크레딧 라이선스인 경우에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ex) ID-123456인 크레딧 라이선스에 5개의 크레딧이 남아있고 50개의 크레딧을 추가한 경

우 ID-123456 크레딧 라이선스의 크레딧 개수는 55개가 됨) 

 

• 새 라이선스 구매: 기존 소지한 라이선스와는 별개로 새로운 라이선스를 구매합니다. 

(ex) 현재 ID-123456인 라이선스 사용 중에 새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 기존 ID-123456과는 

별개로 ID-789102 라이선스가 새로 발급되어 2개의 라이선스 ID를 소지하게 됨) 

 

 

 

한국 은행 계좌 사용자는 PayPal 결제가 불가합니다. 

 

 

라이선스 구매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인터넷 연결 상태가 필수입니다. 

 

  

 

라이선스 구매 타이틀 우측의 도움 버튼  클릭 시 구매 종류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추가] 

[새 라이선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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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구매 (한국 내 은행 계좌 이용자) 

 계좌이체 결제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 양식을 사용하여 라이선스 구매를 진행합니다.  

 

 

 

 
 

① 라이선스 구매 메뉴에서 계좌이체 항목 선택 후 원하는 구매 종류에 따라 구매 버튼을 클릭

합니다. 

② 연결된 홈페이지 화면에서 DentiqGuide 구매 주문서를 작성합니다 

 

③ 보내기 버튼 클릭 시 구매 주문서가 양식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④ 이메일로 전달된 입금 계좌로 입금 금액을 계좌이체 합니다. 

⑤ 새 라이선스 구매인 경우 금액 이체 완료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발급된 라이선스 정보

를 이메일로 수신하게 되며, 크레딧 추가인 경우 추가 완료 확인 이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구매 주문서] 

계좌이체 구매 순서 

계좌 이체 
이메일로 구입

정보 확인 

3DII 홈페이지 내 

주문서 작성 

이메일로  

라이선스 수령 

DentiqGuide 에 

라이선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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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DentiqGuide을 실행하여 새 라이선스를 등록하거나 크레딧 추가인 경우 자동 적용된 크레딧 

수를 확인합니다. 

 

 

주문서 작성 시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하십시오. 입력이 잘못될 경우 라이선스 발급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웹 라이선스 등록은 9. 부록 → 9.2 라이선스 → 라이선스 등록하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는 계좌이체 구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dentiqsolution.com/dentiqguide-credit/ 

 

 

라이선스 신청 후 관련 메일(구매 주문서, 라이선스 발급, 크레딧 추가 확인)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 스팸 메일함 확인 부탁드리며 스팸 메일함에서도 확인 되지 않는 경우 

service@3dii.net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라이선스 발급 이메일 샘플] 

https://dentiqsolution.com/dentiqguide-credit/
mailto:service@3di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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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Pal 구매 (한국 외 해외 은행 계좌 이용자) 

 PayPal 결제의 경우 DentiqGuide 내에서 구매 제품 선택 후 구매 화면 이동 및 결제를 진행합니다. 

 

 

 

 

① PayPal 결제 메뉴의 제품 항목 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② 원하는 구매 종류에 따라 크레딧 추가 또는 라이선스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크레딧 추가 버튼은 라이선스 정보에서 선택된 

ID의 타입이 크레딧 라이선스인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③ 연결된 구매 화면에서 장바구니 내역을 확인 후 체크아웃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④ 새 라이선스 구매인 경우 신규 계정 생성 또는 기존 사용자 로그인을 진행하여 구매 고객 정

보를 입력합니다. 

(크레딧 추가의 경우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 고객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⑤ 구매고객 정보 입력 후 계속 버튼  클릭 시 주문 확인 화면이 표시되며 결제 진행 

버튼  클릭 시 PayPal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계정 생성 및 로그인(좌) / 고객 정보 입력 화면(우)] 

PayPal 구매 순서 

PayPal 결제 
주문 페이지 내 

고객 정보 작성 

DentiqGuide에서  

구매 제품 선택 

 

이메일로  

라이선스 수령 

DentiqGuide에  

라이선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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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PayPal 결제 완료 시 발급된 라이선스 정보를 이메일로 수신하게 되며, 크레딧 추가인 경우 

추가 완료 확인 이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⑧ DentiqGuide을 실행하여 새 라이선스를 등록하거나 크레딧 추가인 경우 자동 적용된 크레딧 

수를 확인합니다. 

 

 

웹 라이선스 등록은 9. 부록 → 9.2 라이선스 → 라이선스 등록하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발급 이메일 샘플] 

[장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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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신청 후 관련 메일(구매 주문서, 라이선스 발급, 크레딧 추가 확인)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 스팸 메일함 확인 부탁드리며 스팸 메일함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service@3dii.net로 연락 바랍니다. 

 

2) 라이선스 정보 

 

아이디 
현재 PC에 등록한 라이선스 번호 표시 

(평가판인경우 ‘평가판’ 표시) 

타입 

등록된 라이선스의 타입 표시 

- 평가판: 정식 라이선스(동글키/ 웹 라이선스 모두 포함)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 가능한 임시 라이선스 

- 크레딧: 사용 기한 제약 없이 구매한 크레딧 개수를 소진하는 라이선스 

크레딧 개수 선택된 라이선스의 사용 가능한 크레딧 개수 표시 

만료 날짜 
라이선스 사용 가능 날짜 표시 

- 평가판/크레딧: ‘무제한’ 표시 

새로 고침 라이선스의 상태를 최신 상태로 새로 고침 

새 라이선스 등록 신규 구매 또는 등록 해제된 라이선스 등록 

등록 해제 선택 되어있는 라이선스를 등록 해제하여 아이디 목록에서 삭제함 

 

  

mailto:service@3di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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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등록하기 

신규 구매한 라이선스 또는 등록 해제된 라이선스를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①  클릭 시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생성됩니다. 

 

② 이메일로 수령한 라이선스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등록 버튼  클릭 시 라이선스

가 등록됩니다. 

③ 등록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정보의 아이디 목록에 추가됩니다. 

 

 

중복된 라이선스 아이디는 등록 불가합니다. 

 

 

다른 PC에서 등록 후 사용 중인 라이선스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다른 PC에서 등록 해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라이선스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service@3dii.net로 연락 바랍니다. 

 

라이선스 등록 해제하기 

사용자 PC에 등록된 라이선스를 등록 해제합니다. 등록 해제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등록하기 기능

을 통해 재등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새 라이선스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 

mailto:service@3di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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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라이선스 정보의 아이디 목록에서 등록 해제하고자하는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②  클릭 시 라이선스가 등록 해제됩니다. 

③ 등록 해제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정보의 아이디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등록 해제된 라이선스는 동일 PC 또는 다른 PC에 재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라이선스 등록 해제는 하나의 아이디에 대해 최대 10번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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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FAQ 

 

 제품 실행 시 동글키 관련 메시지와 함께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A. 메시지 1: 동글키 라이센스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업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Demo 동글키의 경우 사용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A. 메시지 2: DentiqGuide를 사용할 수 없는 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DentiqGuide에서 사용 중인 외부 라이브러리 라이센스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A. 메시지 3: 동글 키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동글키가 삽입되었는지 확인 후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 동글키가 꽂혀져 있지 않거나 USB 인식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동글

키 접촉 상태 및 USB 인식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그 외 문의사항은 DentiqGuide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톡 고객센터 ID: DentiqService 등록 후 문의 가능) 

 

 내가 작업한 내용을 다른 PC의 DentiqGuide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수술 계획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작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덴탈매니저 → 수술 계획 목록 우클릭 → 수술 계획 내보내기>를 통해 사용 가

능합니다. 

내보내진 전체 파일을 복사하여 다른 PC의 DentiqGuide 실행 후 수술 계획 가져오기를 통해. 

dqgn을 등록하면 작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qgn 파일 포맷은 DentiqGuide만의 작업내용 저장파일포맷입니다.) 

 

 가이드 생성 시 “Failed to cut surface”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A. 가이드 측지선의 경사가 급격하게 설정된 부분 또는 가이드가 생성되는 스캔 데이터 영역 

내에 구멍이 존재할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 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지선을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설정 시 구멍을 피해 설정하면 가이드 생성에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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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3D 프린터 사용 시 프린터에 충족되어야 하는 사양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용하실 3D프린터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OS : Windows 10 이상 

- Input File Format : Standard STL file 

- Layer Thickness : 50μm, 100μm/ XY Resolution : 10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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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Cybersecurity 

DentiqGuide를 설치하기 전에 아래의 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침은 바이러

스 및 멜웨어와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DentiqGuide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안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방

지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검사하십시오. 

- 적절한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설치, 설정 및 활성화하십시오. 

- 최신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유지하십시오. 

- OS에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PC의 방화벽을 켜십시오. 

- 온라인 패치 및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 설정에 온라인 업데이트 메뉴가 있습니다. 

- 릴리스 노트는 업데이트 할 때 별도로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로그인시 "업데이트 항목"이 있음을 알립니다. 

-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우려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나열된 연락처로 고객 

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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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외부 라이센스 고지 

 

1) OpenMesh 

Copyright (c) 2001-2015, RWTH-Aachen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Graphics and Multimedia  

All rights reserved.  

www.openmesh.org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Neither the name of the 

copyright holder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HOLDE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2) OpenFlipper 

Copyright (c) 2001-2015, RWTH-Aachen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Graphics and Multimedia  

All rights reserved. 

www.openflipper.org 

 

This file is part of OpenFlipper.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http://www.openmesh.org/
http://www.openflipp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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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3. Neither the name of the copyright holder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HOLDE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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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제, 개정 이력 
 

제, 개정 이력  제, 개정일 개정 사유 작성자 

V.1.0.00(Rev.0) 2017.10 초안 작성 김진사 

V1.1.00(Rev.1) 2018.01 V1.1.00 변경 사항 작성 강보람 

V1.2.00(Rev.2) 2018.06 V1.2.00 변경 사항 작성 및 양식 변경 강보람 

V1.3.00(Rev.3) 2019.08 V1.3.00 변경 사항 작성 강보람 

V1.3.01(Rev.4) 2019.11 V1.3.01 변경 사항 작성 강보람 

V1.3.02(Rev.5) 2019.12 V1.3.02 변경 사항 작성 강보람 

V1.3.03(Rev.6) 2020.01 V1.3.03 변경 사항 작성 장성철 

V1.3.04(Rev.7) 2021.01 V1.3.04 변경 사항 작성 장성철 

V1.3.05(Rev.8) 2022.03 V1.3.05 변경 사항 작성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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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About 3DII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자문, 영상기기/과학기기 도소매 등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3D Industrial Imaging Co., Ltd.  

홈페이지: https://www.dentiqsolution.com/ 

전화: +82 - 70 - 8766 - 9192 / 팩스: +82 - 2 - 877 - 7555  

Kakaotalk ID: DentiqService 

 

제 품 명 의료영상분석장치소프트웨어 

모 델 명 DentiqGuide 

버 전 1.3.05 

제조 업체명 ㈜쓰리디산업영상 

주    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38동 413호 

 (신림동, 서울대학교 컴퓨터연구소 ) 

제조허가번호 제인 17-4707호 

제 조 연 월 제품에 표기 

Serial No. 제품에 표기 

포 장 단 위 1 ea 

사 용 방 법 자세한 사항은 사용설명서 참조 

본 제품은 의료기기임. 

 

https://www.dentiqsolu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