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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INDUSTRIAL IMAGING

• 1. DentiqGuide의 준비(무치악) (Page 3~5)

• 2. 무치악 Case Planning (Page 6~21)

• 2. 무치악 Case(기존 방식) Planning (Page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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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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T 촬영 시, 유의 사항

- Denture Data와 정합하기 위해 Marker 를 붙여 촬영합니다.

- CT와 Denture의 Marker는 동일한 위치, 크기, 각도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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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rker

- 기성 제품, Gutta Percha, 또는 Composite Resin 등으로 사용합니다

- 불투과성으로 X-ray나 CT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물질을 말합니다

- 무치악 Case에서 Scan Data와 CT Data 정합의 기준이 됩니다

4. Marker 부착 시, 유의 사항

- 좌/우측 Buccal, Lingual 또는 Occlusal에 여러 개를 부착합니다

- Maker가 넓고 많이 부착할 수록 정합 매칭율를 높일 수 있습니다

DentiqGuide의 준비(무치악) : CT Data & Marker



1. Marker가 필요한 이유

- 일반적인 Implant Planning은 CT와 Scan Data의 치아 정보를 기준으로 정합을 진행합니다

- 무치악 Case의 경우 치아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CT와 Scan Data를 정합 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 Marker를 치아 또는 잇몸에 붙여 촬영하여 부족한 정합의 기준을 만듭니다.

2. Marker의 선택

- CT 에 촬영되야 하기 때문에 Marker는 금속이 아닌 불투과성 물체를 사용합니다.

- 주로 Composite resin, Flour Resin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DentiqGuide의 준비(무치악) : Marker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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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nture 3D Data(STL)

- 환자의 Denture를 구강 또는 모델 스캐너로 촬영하여 Scan Data를 준비 합니다.

2. Denture CT Data(DICOM)

- 환자의 Denture를 CT로 촬영하여, Scan Data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DentiqGuide는 Denture CT를 Denture STL로 변환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Denture Scan 시, 유의 사항

- CT Data와 정합하기 위해 Marker 를 붙여 Scan 합니다.

- CT와 Denture의 Marker는 동일한 위치, 크기, 각도를 가져야 합니다

- Denture 에 Metal Frame이 있는 경우, 금속의 산란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Denture를 복제하여 활용하거나, Denture 없이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DentiqGuide의 준비(무치악) : Denture Sca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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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치악 Case의 경우 Denture 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플래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무치악 탭 설정으로 들어가 플래닝 할 악궁을 선택합니다.

2. 만약 Denture가 없다면 기존 Top-down 방식으로 플래닝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처럼 크라운을 먼저 배열하고 플래닝을 진행하면 됩니다.

무치악 Planning – Case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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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nture의 Scan 또는 CT Data를 등록합니다.

- 무치악의 Case 진행 시, CT Data와 Denture의 Data가 필수 입니다.

2. 이 때, 환자의 CT와 동일한 Maker가 Denture(Scan 또는 CT Data)에 촬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치악 Planning – 데이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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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nture Data가 CT Data인 경우에만 Denture 추출 과정이 생깁니다.

- Denture Data가 STL Data(Scan Data) 인 경우는 해당 과정이 생략됩니다. 

2. CT Data에서 추출 할 Denture의 영역을 설정합니다.

- 하단 패널의 사각형(빨간색)을 드래그 하여 영역 설정을 합니다.

- Set Auto Region을 클릭하여 Denture 추출 범위를 자동 조정 합니다.. 

- Set Auto Region 은 현재 설정된 Denture 의 영역에 최적화 된 범위를 자동 지정합니다.

3. HU 값을 변경하여 최적의 Denture Data를 추출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무치악 Planning – Denture 추출 (Denture CT Data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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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U 값 설정에 따른 추출되는 Denture Data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적절하지 못한 HU 값은 추출 Data Quality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HU 값은 밑에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거나, 직접 숫자를 입력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무치악 Planning – Denture 추출 (Denture CT Data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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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T 에서 Denture Data 추출이 완료되면, 구멍 채우기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 구멍 채우기를 통해 추출 된 Denture Data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하단 패널을 통해 손상 또는 정렬되지 않은 Dat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ata의 손상 여부는 추출 후 육안으로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3. 구멍 채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치은 생성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치악 Planning – Denture 추출 (Denture CT Data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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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래닝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Data를 설정한다면, 이후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 무치악 Case의 CT Data는 불필요한 Data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절하게 설정 된 Data는 프로젝트 용량을 줄이고, 단계별 진행 속도를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설정 시에는 Marker , 신경관(하악), Sinus (상악) 의 Data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무치악 Planning – Data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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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 영역은 Guide 생성의 기준선이 됩니다. 

2. Denture의 Border 부위를 중심으로 마우스 클릭으로 포인트를 지정해 나가면 됩니다.

- 기존 가이드 측지선 설정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3. 만약 Denture CT Data에서 Denture 추출 후, 구멍 채우기를 하지 않았다면 오류 메시지를 띄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추출 단계로 돌아가 구멍 채우기를 진행 후, 다시 작업하면 됩니다. 

무치악 Planning – 치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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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 영역은 가이드 생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가이드 생성 단계 외에는 치은 설정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없습니다. 

2. 치은영역은 Denture에서 치은이 맞닿는 부분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치악 Planning – 치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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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악의 무치악 Case의 경우 좌/우측의 신경관 설정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신경관을 설정하여 줍니다.

무치악 Planning – 신경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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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합 단계에서는 Marker의 Data를 중심으로 CT와 Scan Data를 정합합니다.

2. CT의 HU 값을 조절한 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3Point 정합을 진행합니다.

- 3 Point 에서는 Marker가 잘 보이도록 HU 값을 조정 합니다.

3. 이 후 보다 정확한 정합을 위해 수동 정합 단계를 이용하여 수정합니다.

- 수동 정합 단계에서는 Denture 가 잘 보이도록 HU 값을 조정 합니다.

무치악 Planning –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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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ker를 중심으로 미세조정 하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정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부위의 Marker를 중심으로 정합을 보다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치악 Planning –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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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합 시, CT 의 HU 값을 조절하면, Denture 의 외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CT와 Scan Data의 가시화 옵션을 조절하여 정합에 활용합니다.

무치악 Planning –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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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 계획에 따른 임플란트 및 앵커핀의 플래닝을 진행합니다.

- 해당 단계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치악 Planning – 임플란트 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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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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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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악 Planning – 가이드 생성



1. 무치악 Case는, 가이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기능이 추가 됩니다.

2. Denture를 기반으로 Guide가 생성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 다르게 Guide의 표면이 불규칙합니다.

- 표면이 일정하지 않은 Guide는 환자에게 이물감을 주거나, Guide 제작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슬리브, 앵커핀, Border 부위를 제외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줍니다.

무치악 Planning – 가이드 생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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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치악 Case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악궁 당 1 Credit이 소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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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악 Planning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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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악 Planning(기존 방식) – Case Setup

1. Denture가 없다면 기존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Case Setup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 플래닝을 진행할 치아를 지정하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이 후의 방식은 무치악과 유치악의 차이는 없습니다.

-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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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T Data와 3D Model Data를 불러옵니다.

- Planning에 필요한 Scan Data와 참고할 만한 추가 Scan Data가 있다면 모두 불러옵니다.

무치악 Planning(기존 방식) – Data 등록



24

무치악 Planning(기존 방식) – 정합

1. CT Data와 3D Model Data을 정합합니다.

2. CT와 3D Model Data의 가장 유사한 위치에 3점을 지정합니다.

- Marker가 있다면 Marker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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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 정렬을 통해 포인터 정렬의 부족한 정밀도를 보완합니다.

무치악 Planning(기존 방식) –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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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래닝의 중심이 될 크라운을 하나씩 배열합니다.

- 가시화 옵션을 통해 기존 배치된 치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치악 Planning(기존 방식) – 크라운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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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 계획에 따른 임플란트 및 앵커핀의 플래닝을 진행합니다.

- 해당 단계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치악 Planning(기존 방식) – 임플란트 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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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악 Planning(기존 방식) – 가이드 생성

1. 가이드를 생성하여 슬리브, 앵커핀 및 임플란트를 다시한 번 확인 합니다.

- 지지대 혹은 문자각인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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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치악 Case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악궁 당 1 Credit이 소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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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악 Planning – 결과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