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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작방법에 따른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의 

정확성 비교 : stereolithography와 

positioning device로 제작한 수술 

가이드 

목적. 수술 가이드를 사용한 임플란트 시술은 시술 전에 

계획한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식립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까지 보고된 수술 가이드의 정확성에 관한 

논문들은 다양한 환자, 다양한 수술 가이드 형태, 다양한 수술 

가이드 제작 방법 등으로 수술 가이드의 정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4 가지 형태의 치아 

상실 모델을 준비하고 각 모델에서 2가지 방법으로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여 이들 수술 가이드의 정확성에 관해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4가지 형태 치아 결손 모델 각각에 대하여 2가지 

방법, 즉 stereolithography 방법과 positioning device를 이용한 

방법으로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수술 가이드를 제작에 

사용되었던 치아모델에 장착하여 수술 가이드의 내면과 모델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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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공간 크기를 측정하여 가이드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이 수술 가이드를 이용하여 총 40개 모델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 후 모델을 다시 CBCT 촬영 하여 수술 전후 영상을 

중첩시켜 계획 상의 임플란트와 실제 시술한 임플란트의 위치를 

비교하였다.  

결과. 수술 가이드 내면과 모델 사이 공간크기가 

stereolithography는 1.4± 0.3mm이고, positioning device는 0.4 

± 0.3mm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Stereolithography는 오차가 근원심측에서 3.9±1.6°, 협설측에서 

2.7±1.5°, 깊이에서 1.9±0.9mm 였다. 반면 positioning 

device는 오차가 근원심측에서 0.7±0.3°였고, 협설측에서 

0.3±0.2°, 깊이에서 0.4±0.2mm였다. 두 수술 가이드 제작방법은 

모든 방향에서의 오차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또한 4가지 형태의 치아 상실 모델 모두에서 

positioning device로 만든 수술 가이드가 적은 오차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stereolithography 방법보다 positioning 

device 를 이용하여 수술 가이드를 제작할 때 CT 와 임플란트 치료 

계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계획한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방향으로 더 정확하게 식립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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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 dental implant; surgical guide; surgical stent; 

Anyguide ;computer-aided surgery;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flapless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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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방법에 따른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의 

정확성 비교 : stereolithography와 

positioning device로 제작한 수술 

가이드 

 

<지도교수 정 승 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권 창 렬 

 

Ⅰ. 서론 

치과에 컴퓨터단층촬영(CT)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전에는 치조정 치은에 

절개를 가하고 골점막을 거상한 후 치조골을 보면서 골의 모양에 

적합한 임플란트의 식립위치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식립한 

임플란트 위치가 보철치료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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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CT가 도입되면서 치조골을 보지 않고도 골의 

형태와 구조를 3차원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어 보철치료에 

적합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임플란트 시술 전에 미리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1-4
. 임플란트 시술 전 설정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실제 임플란트 수술 시에 구강 내에 재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수술 가이드가 많이 사용된다.  수술 가이드를 사용한 임플란트 

시술이란 CT와 임플란트 치료 계획 프로그램(computer planning 

software)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고 이 

방향대로 임플란트를 식립 할 수 있게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고 이 

가이드를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방법이다5
. 

현재 CT 영상을 이용한 수술 가이드 제작은 주로 2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6
. 즉, stereolithography 방법과 positioning 

device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법이다. Stereolithography 방법은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수술 가이드를 디자인한 후, 

영상의 형태대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진을 경화시켜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는 방식이다7, 8. Positioning device로 제작하는 

방법은 CT 영상에서 결정된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방향을 

모델상에서 찾는데 positioning device를 이용하고 금속 슬리브를 

레진 템플레이트(resin template)에 위치시켜 수술 가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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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는 방식이다4
. Stereolithography 방법으로 제작된 수술 

가이드는 2.6°- 7.9°의 각도오차와 0.8 – 3.2 mm 의 수직 깊이의 

오차를 보인다고 문헌에 보고되었다2, 9-11. Positioning device를 

이용하여 제작된 수술 가이드는 1.2°- 8.4°의 각도오차와 0.5 – 

1.9 mm의 수직 깊이의 오차를 보인다고 문헌에 보고되었다4, 12, 13. 

지금까지 보고된 수술 가이드의 정확성에 관한 논문들은 

대부분 대상 환자가 완전 무치악이거나 또는 부분 무치악으로 

다양하였으며, 사용한 수술 가이드의 형태도 골표면 지지, 점막 

지지 또는 치아 지지 등으로 다양하였다. 또한 수술 가이드 

제작방법도 다양하여6
, 수술 가이드의 정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형태의 치아 

상실 모델을 준비하고 각 모델에서 stereolithography와 

positioning device를 이용하여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그 

다음 수술 가이드를 이용하여 각 치아모형에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제작방법에 따른 수술 가이드의 정확성에 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7 

 

Ⅱ. 연구재료 및 방법 

１. 실험용 모델 

레진을 이용하여 4가지 형태로 치아가 결손 된 모델을 

만들었다. 즉, 상악 우측 중절치 결손 모델 (모델ⓐ), 상악 양측 

중철치 및 양측 측절치 결손 모델 (모델ⓑ), 하악 양측 제 

1,2대구치 결손 모델 (모델ⓒ), 하악 좌측 제 2소구치, 양측 제 

1,2 대구치 및 우측 제 2소구치, 제 1 대구치 결손 모델 

(모델ⓓ)이다(그림1). 치아가 상실된 부위는 나무재질로 치조골 

부위를 만들고 실리콘으로 치은 부위를 만들었다. 치조골 부위는 

Misch 골밀도 분류 D3에14 해당하는 골질 및 골강도를 가지도록 

하였다. 

 

２. CT 영상 중첩에 사용될 기준점 설정 

임플란트 식립 전후 모델의 CT 영상을 중첩시켜 계획 상의 

임플란트 위치와 실제 시술한 임플란트 위치를 영상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모델 바닥에 10개의 기준점을 만들었다. 기준점은 깊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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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가 1mm인 구멍을 만들고 구멍속으로 거타 – 퍼처를 밀어 넣어 

마커를 만들었다(그림2). 

 

그림1. 실험용 모델ⓐ: 상악 우측 중절치 결손 모델, ⓑ: 상악 

양측 중철치 및 측절치 결손 모델, ⓒ: 하악 양측 제 1,2대구치 

결손 모델, ⓓ: 하악 좌측 제 2소구치, 제1,2 대구치 및 우측 제 

2소구치, 제 1 대구치 결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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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실험용 모델의 바닥에 만든 기준점들의 모습 

 

３. 수술 가이드 제작 

4가지 형태 치아 결손 모델 각각에 대하여 2가지 방법, 즉 

stereolithography 방법과 positioning device를 이용한 방법으로 

각각 5개씩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1)  Stereolithography 방법으로 수술 가이드 제작 

먼저 방사선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실험 모델을 복제하여 

석고모형을 만들고 모형을 치과용 왁스로 박싱하여 투명한 

Orthocryl® (Dentaurum, Ispringen, Germany) 레진을 부어 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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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레이트를 만들었다. 템플레이트의 형태는 모든 치아와 

치은점막을 덮는 형태로 제작을 하였다(그림3). 레진 템플레이트가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레진 템플레이트 전체에 걸쳐 10개의 거타 – 

퍼처 마커(직경 1mm)를 분산하여 표시하였다. 

 

 

그림3. Stereolithography를 위한 방사선 가이드 

 

 

이렇게 제작된 방사선 가이드를 모델에 장착한 상태에서 cone 

beam computer tomography (CBCT) (Uni3D®,Vatech, HwaSung, South 

Korea) 촬영을 한 다음 방사선 가이드만 다시 한번 더 촬영하였다. 

CBCT 스캐닝을 한 결과인 2개의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파일을 Osstem Quickguide®(Os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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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소프트웨어로 옮기고 방사선 가이드에 있는 

10개의 거타 – 퍼처 마커를 기준으로 두 영상을 중첩하였다. 

중첩된 영상에서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한 후(그림4),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3D computer simulation software)으로 수술 

가이드를 디자인하였다. 수술 가이드의 영상 데이터가 쾌속 

조형(rapid prototyping, R.P.) 기계에 입력되어서 쾌속 조형 

기계가 레이저로 레진을 경화시켜 컴퓨터 상에서 영상으로 만든 

수술 가이드의 형태대로 실물을 만들어진다. 이때 컴퓨터 

프로그램에 저장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방향을 읽어서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와 드릴이 통과할 수 있도록 원통형의 공간이 

만들어 진다. 이 부위에 금속 슬리브를 장착하여 수술 가이드를 

완성한다(그림5). 

( A )                              ( B ) 

그림4. (A) CBCT를2번 촬영하여 얻은 DICOM file을 중첩한 모습, 

(B) CBCT영상에서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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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5. (A) 컴퓨터 상에서 만든 수술가이드의 모습, (B) 

Stereolithography로 제작된 수술 가이드의 모습 

 

(2) Positioning device를 이용한 수술 가이드 제작  

먼저 방사선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실험 모델을 복제하여 

석고모형을 만들고 이를 치과용 왁스로 박싱하였다. 여기에 투명한 

Orthocryl® 레진을 부어 레진 템플레이트를 만든다. 레진 

템플레이트를 모형에 장착한 상태에서 positioning device인 

I.P.S.® (Implant Position System, Schutz Dental GmbH, Rosbach, 

Germany) 테이블 위에 모형을 얹고 영점의 위치를 잡았다. 영점의 

위치에서 타이타늄 재질의 가이드핀(길이 10㎜, 두께 3㎜)을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마다 위치시키고 레진으로 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거타 – 퍼처 마커(직경 1mm) 2개를 레진 템플레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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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 CT영상 분석시에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6). 

 

그림6. Positioning device용 방사선가이드 

 

제작한 방사선 가이드를 모델에 장착한 상태에서 CBCT 촬영을 

하였다. CBCT 스캐닝을 한 결과인 DICOM 파일을 Simplant® 

(Materialise, Leuven, Belgium) 소프트웨어로 옮기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최종 보철 수복물의 요건, 골의 형태를 

고려하여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하였다(그림7). 가이드핀과 

기준점을 이용하여 결정된 임플란트 위치에 대한 x, y, z 좌표값을 

구하였다. 영상에서의 x, y, z 좌표값 대로I.P.S.®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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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상에서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금속 슬리브를 패턴레진 

(Pattern Resin®, Tokyo, Japan)으로 레진 템플레이트에 

고정하였다(그림8). 이 과정을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각각에 

대해 반복하였다. 

( A )                           ( B ) 

그림7. (A) Simplant® 를 이용한 치료 계획 수립, (B) 계획된 

임플란트 위치와 가이드 핀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 

( A )                               ( B ) 

그림8. Positioning device로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는 모습(A) 계

획된 임플란트 위치를 모델상에 잡는 모습 (B) 금속 슬리브를 레진

템플레이트에 고정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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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Positioning device로 제작된 수술 가이드 

 

４.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시술 

4가지 형태 치아 결손 모델 각각에 대하여 stereolithography 

방법으로 제작된 5개의 수술 가이드와 positioning device로 

제작된 5개의 수술 가이드를 이용하여 총 40개 모델에서 각각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였다. 각 모델에서 미리 제작된 수술 

가이드를 장착하고 점막을 거상하지 않고 무피판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였다. 임플란트 시술에는 2가지 종류의 수술키트가 

사용되었다. Positioning device로 제작된 수술 가이드는 이 

가이드로 술식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Anyguide® 수술키트 (Meg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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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이 사용되었고(그림10 A), 

stereolithography로 제작된 수술 가이드는 이 가이드로 술식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Quick Guide® 수술키트 (Osstem Co., Seoul, 

South Korea)이 사용되었다(그림10 B). 임플란트 드릴링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결정한 임플란트의 길이와 직경에 따라 수술키트에 

있는 드릴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드릴링과 임플란트 식립을 모두 

수술 가이드의 슬리브를 따라서 가이드되면서 진행하였다(그림11). 

 

( A )                            ( B ) 

그림 10.(A) OsstemGuide®의 수술 키트, (B) Anyguide®의 수술 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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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11. (A) Stereolithography로 제작한 수술 가이드로 시술하는 

모습, (B) Positioning device로 제작한 수술 가이드로 시술하는 

모습 

 

５. 수술 가이드 정확도 평가 

(1) 수술 가이드구강내 적합성 평가 

수술 가이드의 구강 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술 가이드를 

제작에 사용되었던 치아모델에 장착하여 내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가이드의 내면과 모델의 치은이나 치아 표면 사이에 생긴 최대 

공간의 크기를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공간의 수직 높이로 

측정하였다(그림12). 

 

 



 

18 

 

그림 12.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수술 가이드 내면 적합도 측정 

 

(2) 계획한 임플란트와 실제 식립된 임플란트의 

비교 분석 

계획 상의 임플란트와 실제 시술한 임플란트의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 후 동일 CBCT로 모델을 다시 촬영 

하였다. 촬영한 CT 영상을 DICOM 파일로 저장하고 Simplant® 

프로그램에서 불러왔다. 모델 제작 시 모델 바닥에 만든 10개의 

기준점과 3차원 영상 및 단면도를 이용하여 수술 전후 모델의 

영상중첩을 시행하였다. 임플란트의 식립된 각도 차이를 근원심 

방향과 협설 방향으로 측정했고, 식립된 수직 깊이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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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했다. 이때 근원심, 협설측 및 수직 방향을 결정할 때 모델 

바닥에 있는 기준점들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하였다(그림13, 14). 

( A )                              ( B ) 

그림 13. (A) 수술 전후 영상을 중첩하는 모습, (B) 임플란트 식립 

오차를 측정하는 모습  

그림14. 계획한 임플란트 위치(회색)와 실제로 식립된 임플란트 위

치(붉은색) 사이 각도 오차(Θ)와 shoulder 부위에서의 깊이의 오

차(x)를 보여주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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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방법 

두 수술 가이드의 구강 내 적합성과 오차를 비교하고, 각 

모델에 따른 오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Mann-Whitney U 검정을 

사용하다. 유의수준은 0.05미만으로 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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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수술 가이드의 적합성 평가 결과 

수술 가이드의 내면과 모델의 치아표면 사이 공간 

크기가 stereolithography 수술 가이드는 1.4 ± 0.3mm (최대값 

1.8mm, 최소값은 1.0mm)를 보인 반면, positioning device 로 

제작된 수술 가이드는 0.4 ± 0.3mm (최대값 0.7mm, 최소값 

0.1mm)를 보였다(그림 15, 표 1). 두 수술 가이드는 적합도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 A )                             ( B ) 

그림 15. (A) Stereolithography로 제작한 수술 가이드 적합성을 

보여주는 모습, (B) Positioning device로 제작한 수술 가이드 적

합성을 보여주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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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두 가지 수술 가이드의 내면 적합성 오차 

 

Stereolithography 

(n=20) 

Positioning device 

(n=20) 
p-value 

틈크기(mm) 1.1 ± 0.5 0.5 ± 0.2 p<0.05 

 

2. 계획한 임플란트와 실제 식립된 임플란트의 비교분석  

Stereolithography 수술 가이드는 근원심측 각도 오차는 3.9 ± 

1.6°(최대값 5.6°, 최소값은 0.5°)였고, 협설측 각도 오차는 

2.7 ± 1.5°(최대값 4.3°, 최소값은 0.9°)였으며, 

shoulder 부위에서 깊이 오차는 1.9 ± 0.9mm(최대값 3.2mm, 

최소값은 1.0mm)였다. 반면 positioning device 로 제작된 수술 

가이드는 근원심측 각도 오차는 0.7 ± 0.3°(최대값 1.0°, 

최소값은 0.4°)였고, 협설측 각도 오차는 0.3 ± 0.2°(최대값 

0.7°, 최소값은 0.1°)였으며, shoulder 부위에서 깊이 오차는 0.4 

± 0.2mm (최대값 0.6mm, 최소값은 0.1mm)였다(그림 16, 표 2). 두 

수술 가이드는 오차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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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16. (A) Stereolithography 수술 가이드로 수술한 후의 오차 

모습, (B) Positioning device 수술 가이드로 수술한 후의 오차 모

습 

 

표 2. 두 가지 수술 가이드의 각도 및 깊이 오차 

 

Stereolithography 

(n=20) 

Positioning device 

(n=20) 
p-value 

근원심간 각도  

오차(°) 
3.9± 1.6 0.7± 0.3 p<0.05 

협설간 각도 

오차(°) 
2.7± 1.5 0.3± 0.2 p<0.05 

깊이 오차 

(mm) 
1.9± 0.9 0.4± 0.2 p<0.05 

 

4 가지 치아 상실 모델에 따른 두 수술 가이드의 오차를 비교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Streolithography 로 제작된 수술 가이드보다 

positioning device 로 제작된 수술 가이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임으로(p<0.05),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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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두 가지 수술 가이드의 모델 별 근원심간 오차(°) 

 

Stereolithography 

(n=20) 

Positioning device 

(n=20) 
p-value 

모델ⓐ 1.5 ± 0.8 0.8 ± 0.2 p<0.05 

모델ⓑ 2.3 ± 1.9 0.5 ± 0.3 p<0.05 

모델ⓒ 5.4 ± 0.3 0.7 ± 0.3 p<0.05 

모델ⓓ 4.8 ± 1.3 0.7 ± 0.3 p<0.05 

 

 

 

표 4. 두 가지 수술 가이드의 모델 별 협설간 오차(°) 

 

Stereolithography 

(n=20) 

Positioning device 

(n=20) 
p-value 

모델ⓐ 0.9 ± 0.0 0.3 ± 0.2 p<0.05 

모델ⓑ 2.0 ± 1.4 0.2 ± 0.2 p<0.05 

모델ⓒ 3.9 ± 0.4 0.4 ± 0.3 p<0.05 

모델ⓓ 3.9 ± 0.4 0.5 ± 0.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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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두 가지 수술 가이드의 모델 별 식립 깊이 오차(mm) 

 

Stereolithography 

(n=20) 

Positioning device 

(n=20) 
p-value 

모델ⓐ 1.1 ± 0.2 0.2 ± 0.2 p<0.05 

모델ⓑ 1.2 ± 0.3 0.4 ± 0.3 p<0.05 

모델ⓒ 2.9 ± 0.3 0.5 ± 0.2 p<0.05 

모델ⓓ 2.3 ± 1.0 0.4 ± 0.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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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Stereolithography로 제작하는 수술 가이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기술의 한 

방법인 쾌속 조형법(rapid prototyping)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다. 

이 방법은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수술 가이드를 

디자인한 후, 영상의 형태대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진을 경화시켜 

수술 가이드를 제작한다.  이 방법은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서 

악교정수술, 골결손부 재건, 악안면연조직 수복, 상악동골이식 

등에 응용되고 있다15-18.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stereolithography 

수술 가이드는 현재 상업화되어 수술 가이드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들이 전세계적으로 여러 곳이 있다10. 회사를 통해서 주문 

제작되는 이유는 쾌속 조형법 장비가 매우 고가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당 장비가 있다고 해도 임상 시술자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작비용이 

고가이고, 또한 주문 제작을 할 수 밖에 없기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19. 이러한 고가의 비용과 오랜 제작시간 

때문에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데 장애가 된다.  또한 이 방법은 

방사선가이드를 구강 내에 장착한 상태에서 CT촬영을 한 다음 

방사선 가이드만 다시 한번 더 CT촬영을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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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lithography수술 가이드의 정확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평균각도오차가 2.6°- 7.9°이고 평균 수직 깊이의 오차가 0.8 – 

3.2 mm 이다2, 9, 10, 20. 본 연구에서 나타난 stereolithography 수술 

가이드의 평균 각도 오차가 3.5°, 평균 수직 깊이 오차가 1.9mm 

로써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들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최대 각도 오차가 5.6°, 최대 수직 깊이 오차가 3.2mm까지 

나타났다. 이 정도 오차는 상악동이나 하치조 신경 또는 

인접치근과 같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근접해 있는 

증례에서는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오차이며, 골폭이 

좁은 환자에서는 임플란트가 골 밖으로 천공될 수 있는 오차이다. 

Stereolithography로 제작된 수술 가이드의 오차는 그 원인을 

제작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영상에서 만든 수술 가이드 모양을 

현실로 찍어낼 때 레이저로 레진을 경화시키는데 이 과정에 재료의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면서 수술 가이드의 오차를 발생시킨다21. 

그리고 재료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22. 

또한 CT 영상의 오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guyen E. 등23은 CT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실험에서 0.4 mm의 오차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생된 stereolithography 수술 

가이드 오차의 주된 요인도 제작과정 중에 발생된 오차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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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료된다. 제작된 장치를 제작에 사용되었던 모델에 다시 

적합시켰을 때 장치의 내면과 치아표면과의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었으며, 이 공간의 크기는 평균 1.4 mm (최대 1.8 mm, 최소 1.0 

mm)였다.  

Positioning device로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CT 

영상에서 결정된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방향을 현실로 옮기는데 

positioning device를 이용하고 그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가이드하는 슬리브를 레진 템플레이트에 위치시켜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는 방법이다4. 현재 사용되는 positioning device로는 

Implant Position System(I.P.S.®, Schuetz Dental GmbH, Rosbach, 

Germany), GonyX®(Straumann, Basel, Switzerland), X1med3D® 

(Georg Schick Dental GmbH, Heidelberg, Germany)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S.®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수술 가이드를 치과 기공실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은 stereolithography 수술 가이드 제작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제작 비용을 줄이고 제작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단 한 번의 CT촬영으로 

제작이 가능하기에, stereolithography 방법보다 CT 촬영 시간과 

DICOM 파일을 소프트웨어로 옮기는데 시간이 단축되고 덜 번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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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나타난 positioning device로 제작된 수술 

가이드는 평균 각도 오차가 0.5°, 평균 수직 깊이 오차가 0.4mm를 

보였다. 이러한 오차값은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들의 오차값에 비해 

비교적 낮은 오차값이며, 최대 각도 오차가 1.0°, 최대 수직 깊이 

오차가 0.6mm로써 상악동이나 하치조 신경과 같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근접해 있는 증례에서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오차이다. 이렇게 낮은 오차는 그 원인을 제작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Positioning device로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환자의 구강을 복제한 모형에 직접 레진을 부어서 수술 가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레진의 경화 과정에 재료의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도 

치아 모형에 대한 적합성이 높게 유지된다. 적합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이 때 사용하는 자가중합용 아크릴릭 레진은 중합과정에 

일어나는 수축과 팽창이 0.06 ~ 0.10mm 정도로 상당히 작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24. 본 연구에서 이러한 수술 가이드의 높은 

적합성은 제작된 수술 가이드를 제작에 사용되었던 치아모델에 

장착하여 내면 적합도를 평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가이드의 

내면과 모델의 치아표면 사이에 평균 0.4mm (최대 0.7 mm, 최소 

0.1 mm)의 매우 작은 공간이 관찰되었다. 적합도에 있어서 

stereolithography 방법으로 제작한 수술 가이드보다 우수한 



 

30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상악과 하악, 단일 치아 결손과 부분 결손, 

전치부 결손과 구치부 결손 등 다양한 경우의 모델 모두에서 

positioning device로 만든 수술 가이드는 적은 오차를 보였다. 

수술 가이드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동일한 조건의 

치아 상태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보고된 수술 가이드의 정확성에 관한 논문들은 대부분 대상 환자가 

완전 무치악이거나 또는 부분 무치악으로 다양하였다10, 20. 그리하여 

수술 가이드의 정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치아모형에서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단일 치아 

결손 모델, 여러 개의 치아 결손 모델, 전치부 결손 모델, 구치부 

결손 모델 각각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정확성을 비교 평가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시술 전후 영상을 중첩시키는 방법이다. 

시술 전후 임플란트의 위치를 비교한 대부분 논문들에서 

영상중첩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였지만 중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명확한 기술이 없었다10, 25-27. Pfluger T.등28은 명확한 

기준점없이 수술 전후 영상을 중첩을 하는 방법은 2.2 ~ 2.3 mm의 

오차를 보이는 부정확한 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제작시 모델 바닥에 10개의 기준점을 만들어 영상중첩에 

사용하여 수술 전후 모델의 영상을 정확하게 중첩시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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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Positioning device를 이용하여 제작한 수술 가이드는 

stereolithography 방법으로 만든 수술 가이드보다 구강 내 

적합성이 우수하다.  

2. Positioning device를 이용하여 제작한 수술 가이드는 

stereolithography 방법으로 만든 수술 가이드보다 계획한 

임플란트 위치와 실제 식립된 임플란트 위치와의 오차를 적게 

만든다. 

3. Positioning device를 이용하여 제작한 수술 가이드는 

stereolithography 방법으로 만든 수술 가이드보다 모든 치아 

상실 모델에서 적은 오차를 보인다.  

4. Stereolithography 방법보다 positioning device를 이용하여 

수술 가이드를 제작할 때 CT와 임플란트 치료 계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계획한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방향으로 더 정확하게 식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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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the accuracy of two different 

surgical guides in dental implantology: 

laboratory vs. Stereolithographically 

fabricated surgical guides 

(Directed by Professor Seung-MiJeong) 

 

Changryeol Kwo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Objective. Surgical guides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during implant 

placement with regard to the final prosthetic plan. The accuracy of placed 

implants, compared with the planned implants, was a significant concern for 

the surgical guide. In a review of the current literature, no study has yet 

directly addressed the accuracy of different surgical guides under consistent 

clinical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accuracy of two different types of 

surgical guides, laboratory and stereolithographically fabricated surgical 

guides, was evaluated in four different types of tooth loss models to dete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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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surgical guide provides higher accuracy on the models. 

Study design. One surgical guide was fabricated through the process of 

stereolithography and the other one was made utilizing a positioning device 

which transfers the virtual implant position to the guide. Implants were placed 

in the edentulous site on each model using the two different types of surgical 

guides. The fitness of the surgical guides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gap 

between the surgical guide and the model. The accuracy of surgical guide was 

evaluated on a post-surgical CT of the models fused with the pre-surgical 

planning CT. 

Results. The gap between the surgical guide and the model was1.4± 0.3mm 

and 0.4±0.3mm for the stereolithography and positioning device surgical 

guide groups, respectively.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The stereolithography surgical guide showed mesiodistal angular 

deviation of 3.9±1.6°, buccolingual angular deviation of 2.7±1.5° and vertical 

deviation of 1.9±0.9mm, whereas the positioning device surgical guide 

showed mesiodistal angular deviation of 0.7±0.3°, buccolingual angular 

deviation of 0.3±0.2° and vertical deviation of 0.4±0.2mm. The differences in 

the devi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p<0.05)..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laboratory fabricated surgical 

guides using a positioning device may allow implant placement more 

accurately than the stereolithographically fabricated surgical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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