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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과용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과보철치료는 무치악 환자의 치
료에서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보철 치료의 예후를 향상시키

고 심미적인 보철수복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위해 중요하다.1 이를 
위해 잔존 골의 질과 형태 등을 파악하고, 신경의 분포 등을 확인

하여,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산화 단층 촬영술(computed tomography; CT)과 같은 영상 

기술의 발달은 임플란트 수술 전 잔존골과 신경 등 여러 해부학

적 구조의 3차원적 구조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최근 콘빔

전산화단층촬영(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CBCT)이 
소개되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잔존골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2,3 이런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더 정교한 임플

란트 식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3D 프
린팅으로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 연구들에서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
술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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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가이드 수술은 수술용 가이드를 적용하는 수준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골 삭제 
과정까지는 가이드를 이용하고 이후 임플란트를 골에 삽입하

는 과정에서는 가이드를 이용하지 않고 위치시키는 경우를 부
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half-guided implant surgery)이라 한다. 
한편 임플란트를 골에 삽입하는 과정에서도 가이드를 계속 사
용하여 위치시키는 경우를 완전 유도 임플란트 수술(full-guided 
implant surgery)이라 한다.6 이 두가지 방법을 비교 하였을 때 완
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된 바 있지만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으며 임상적

인 환경의 제약으로 가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4,6

임플란트 인상 채득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픽업 코핑(pick-up 
coping)이나 전이 코핑(transfer coping)을 사용하였고 이 방법은 
임상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널리 활용되어 왔다. 한편 최
근 많은 치의학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플

란트 인상채득에서도 스캔바디와 구내스캐너를 활용한 방법을 
활용하면 물리적인 모형이 없이 보철물을 제작 할 수 있으며, 그 
정확도도 전통적인 방법과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7 

이 증례에서는 치아파절과 치주염 등으로 치아를 상실하게 된 

부분무치악 환자에서 CBCT를 사용해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이를 
이용한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였다. 최종인상을 채
득하여 맞춤형 지대주와 지르코니아 수복물을 이용해서 최종 보
철물 장착을 시행하였다. 또한 임플란트 수술 후 식립 된 임플란

트 위치와 수술 전 계획한 임플란트의 위치간의 차이를 전통적 
주모형과 구외스캐너를 이용해서 비교하였고, 구내에서 스캔바

디를 연결하고 구내스캐너로 스캔한 자료를 사용해 비교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의 정확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증례

환자는 63세 여성으로, 충치가 생겨서 이를 뽑아야 할 것 같은

데, 이를 뽑고 나서 필요한 전반적인 치료 계획에 대해서 상담 및 
치료받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특별한 전신병력은 없었고 
구내 임상검사상 상악우측제2대구치에서 치조골 흡수가 관찰되

었고 하악우측제1소구치의 기존보철물에서 천공이 관찰되었으

며 하악우측제2소구치에서 이차우식이 관찰되었다 (Fig. 1). 이
에 따라 만성 치주염, 기존보철물의 손상, 치아우식으로 예비진

Fig. 1. Clinical intraoral photographs at the initial visit.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side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side lateral view, and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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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을 시행하고 상하악 예비

인상 채득하여 진단모형을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 검사상 
상악우측제2대구치에서 심한 치조골 흡수가 관찰되었으며, 하
악우측제2소구치에서 파절 및 치아우식이 관찰되었다 (Fig. 2). 
상하악 교합관계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았고, 측방

운동에서 양측 견치유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검사 소견을 종합한 결과 만성 치주염, 치아 파절, 치아 우식, 

기존보철물의손상으로 최종진단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

고 환자와 상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상악우측제2대구치, 하악우측제2소구치 발치 및 상악우측제2
소구치, 하악우측견치, 하악우측제1소구치 기존 보철물 제거 후 
평가 및 치료를 계획하였다. 이후 보철 수복 계획으로 상악우측

제2소구치, 하악우측견치, 하악우측제1소구치 귀금속도재관을 
이용한 고정성 보철 재수복, 상악우측제1대구치, 상악우측제2
대구치, 하악우측제2소구치, 하악우측제2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및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 고정성 치과보철물을 이용한 보철 수
복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대로 상악우측제2대구치, 하악우측제2소구치 발치 및 상
악우측제2소구치, 하악우측견치, 하악우측제1소구치 기존 보철

물 제거를 시행하였으며, 하악우측견치 평가 시 치아 우식이 발
견되어 치아우식 치료를 시행하였다 (Fig. 3). 상악우측제2소구

치, 하악우측견치, 하악우측제1소구치 치아에 임시치아를 제작

하고 조정하여 접착하였다.

이후 CBCT 촬영 및 비가역 수성 콜로이드 인상재를 이용

한 상하악 인상채득을 시행하였다. 인상채득 후 석고 모형

을 제작하여 3차원 스캐너(D1000 3D scanner, 3Shape A/S, 
Copenhagen, Denmark)로 스캔하여 3차원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Fig. 4). CBCT 영상과 석고 모형의 3차원 이미지를 컴퓨터 소프

트웨어(Megagen R2gate Windows ver 1.1.1, Megagen implant, 
Seoul, Korea)로 불러와서 두 이미지를 정합하였다. 정합 후 최
종 보철물의 위치 및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의 분포 등을 고려

하여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하였다 (Fig. 5). 상악

우측제1대구치, 상악우측제2대구치, 하악우측제2대구치 부위

에는 직경 5.0 mm, 길이 10.0 mm의 임플란트(Osstem TS III, 
Osstem Implant, Seoul, Korea) 식립을, 하악우측제2소구치 부
위에는 직경 5.0 mm, 길이 11.5 mm의 임플란트(Osstem TS III, 
Osstem Implant, Seoul, Korea) 식립을 계획하였다. 계획에 따라 
3D 프린터(MegPrinter-II, Ray,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임플

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수술 전 환자 구내에 수술용 가이드를 위치시키고 가이드에 

존재하는 창(window) 부분에서 잔존치와 유격이 존재하지 않는

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술용 가이드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창 부분에서 잔존치와 유격 없이 잘 적합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Fig. 6),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절차에 따라 드릴을 이용한 골 삭
제를 시행하였다. 상악의 경우는 술자의 판단에 따라 무피판절

개 방식의 수술을 시행하였고, 하악의 경우는 피판절개를 동반

Fig. 2. Panoramic radiograph at the initial visit.

Fig. 3. Intraoral photographs after tooth extraction and old prosthesis removal. (A) Right side lateral view, (B) Frontal view, and (C) Left side lateral view.

A B C

Fig. 4. Pre-op CBCT and STL file image of the maxillary study cast. (A) 
CBCT image, (B) Maxillary study cast imag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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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증례에서 사용한 수술용 가이드와 임플란트의 구조

상 최종 임플란트 식립단계에서 가이드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
문에 드릴을 이용한 골 삭제 단계까지는 가이드를 적합 시킨 상
태에서 수술을 진행하였고, 이후 임플란트를 골에 삽입하는 과
정에서는 가이드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위치시켰다. 상악우측

제1대구치, 상악우측제2대구치, 하악우측제2대구치 위치는 술
전 계획과 같은 규격의 임플란트인 직경 5.0 mm, 길이 10.0 mm
의 임플란트(Osstem TS III, Osstem Implant, Seoul, Korea)를 
식립하였고 하악우측제2소구치 위치에는 수술상황에서 골 형태 
등을 감안해서 직경 4.5 mm, 길이 11.5 mm의 임플란트(Osstem 
TS III, Osstem Implant, Seoul, Korea)를 식립하였다 (Fig. 7). 모
든 수술은 1회법으로 시행하였으며, 충분한 치유기간을 주기 위
해 전통적인 부하 개념8,9에 따라 치유 지대주를 연결한 상태에서 
약 3개월의 치유기간을 가진 후 보철수복을 임플란트 식립 3개

월 후 진행하였다.

Fig. 6. Confirmation of the fit of the surgical guide.

Fig. 7. Guided implant surgery and impression taking. (A) Guided implant surgery on the maxilla, (B) Maxillary area impression with impression copings, (C) 
Maxillary area digital impression with scanbody, (D) Guided implant surgery on the mandible, (E) Mandibular area impression with impression copings, and (F) 
Mandibular area digital impression with scanbody.

A B C

D E F

Fig. 5. Implant surgery planning. (A) CBCT and 3D scan data matching, (B) Transverse view, (C) Coronal view, and (D) Sagittal view.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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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고정체 수준에서 인상채득을 시행하였다. 실리콘 인
상재를 이용해서 코핑 픽업 인상을 채득하였다. 또한 스캔바디

(Scan Abutment, 4.0 × 13 mm, Megagen Implant, Seoul, Korea)
를 임플란트 고정체에 연결하고 구내스캐너(TRIOS Model S1P, 
3Shape, Copenhagen, Denmark)를 사용하여 디지털 인상채득을 
시행하였다 (Fig. 7).

코핑 픽업 인상을 통해 만든 주모형을 이용해서 상악우측제1
대구치, 상악우측제2대구치, 하악우측제2소구치, 하악우측제2
대구치 부위의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하였고, 식립 된 임플란트

에 연결하고 임시 수복물을 장착하였다 (Fig. 8). 임시 보철물을 
장착한 상태로 약 2개월 동안의 평가 기간을 가졌고, 환자는 이

상 징후 없이 잘 적응 하였다. 이후 안궁이전을 통해 임시수복물 
상태를 반조절성 교합기에 부착 하였으며 측방이동에 대한 체
크바이트를 채득하여 교합기 과두각도를 설정하였다 (Fig. 9). 
환자가 적응한 전방유도를 재현하기 위해서 개인 전방 유도판

을 제작하였다. 실리콘 인상재로 임플란트 지대주 수준에서 최
종인상을 채득하였으며,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차 부착(cross 
mounting)을 통해 주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였다 (Fig. 10). 계
획대로 상악우측제2소구치, 하악우측견치, 하악우측제1소구치 
부위는 귀금속도재관으로, 상악우측제1대구치, 상악우측제2대

구치, 하악우측제2소구치, 하악우측제1대구치, 하악우측제2대

구치 부위는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를 이용하여 최종 보철물을 

Fig. 8. Custom abutments and provisional prosthesis delivery. (A) Custom abutment delivery, (B) Provisional prosthesis delivery.

A B

Fig. 9. Facebow transfer and interocclusal records. (A) Maxillary cast mounting procedure, (B) and (C) Eccentric interocclusal records.

A B C

Fig. 10. Definitive impression taking and cross mounting. (A) Mandibular occlusal view, (B) Maxillary occlusal view, and (C) Cross mounting.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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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으며, 측방운동시 견치유도로 교합을 완성하였다. 보철

물 장착 후 약 6개월 후의 검진에서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양
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11).

임플란트 식립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서 술전 계획을 Stereo-
lithography (STL) 규격의 컴퓨터 파일로 추출하였다. 임플란

트 고정체에 스캔바디를 연결하고 구내스캐너로 스캔한 결과도 
STL 규격의 파일로 추출하였으며, 코핑 픽업 인상을 통해 만든 
주모형상에 스캔바디를 연결하고 구외스캐너로 스캔한 결과도 
STL 파일로 출력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CloudCompare v2.8.1) 술전

계획 STL파일과 술후 구외스캐너 스캔 STL 파일을 중첩하였으

며, 술전계획 STL 파일과 술후 구내스캐너 스캔 STL 파일도 중
첩시행하였다 (Fig. 12). 이후 술전 계획한 임플란트의 위치와 술

후 실제 식립된 임플란트의 위치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변수를 
사용해 비교하였다 (Fig. 13). 첫번째 변수를 식립 전과 후의 임
플란트 상단부간의 거리(coronal deviation)로, 두번째 변수를 임
플란트 하단부간의 거리(apical deviation)로, 세번째 변수를 임
플란트 장축간의 각도차(angular deviation)로 정의하였다. 임플

란트 상단부는 임플란트 플랫폼(platform)이 형성하는 평면에 
있으며 임플란트 중심축을 지나는 점으로 정의하여, 두 임플란

트 상단부간의 3차원적 거리를 측정하였다. 임플란트 하단부는 
임플란트 중심축이 임플란트 최하방과 만나는 점으로 정의하여, 
두 임플란트 하단부간의 3차원적 거리를 측정하였다. 임플란트 
장축간의 각도차는 두 임플란트 장축이 이루는 두 각 중 작은각

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와 측정 결과간 차이는 Table 1과 같
으며,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Fig. 14, Fig. 15, Fig. 16).

Fig. 11. Definitive restorations. (A) Right side lateral view, (B) Frontal view, and (C) Left side lateral view.

A B C

Fig. 12. Schematic drawing of an assessment of guided implant surgery accuracy.

Extraoral scan data Planning data Intraoral scan data

Comparison between extraoral 
scan data and planning data

Comparison between intraoral 
scan data and plan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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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3 parameters of the half-guided implant surgery
Coronal deviation (mm) Apical deviation (mm) Angular deviation (deg)

Area Extraoral Intraoral Difference Extraoral Intraoral Difference Extraoral Intraoral Difference
#16 1.04 1.23 0.19 1.21 1.44 0.23 2.14 2.30 0.16
#17 2.92 2.91 0.01 3.29 3.30 0.01 4.42 3.55 0.87
#45 1.15 1.21 0.06 1.46 1.54 0.08 2.37 2.55 0.18
#47 0.95 0.92 0.03 1.59 1.68 0.09 5.03 5.25 0.22

Extraoral,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planning file and extraoral scanner scan file; Intraoral,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planning file and intraoral scanner 
scan file; Difference, The absolute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traoral value and intraoral value.

Fig. 13. Measurement of three parameters between planned and placed im-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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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ac

ed

Fig. 15. Apical deviation in distance between planned and placed implants. 
Extraoral,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planning file and extraoral scanner 
scan file (left vertical axis); Intraoral,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planning 
file and intraoral scanner scan file (left vertical axis); Difference, The abso-
lute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traoral value and intraoral value 
(right vertical axis).

Fig. 14. Coronal deviation in distance between planned and placed implants. 
Extraoral,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planning file and extraoral scanner 
scan file (left vertical axis); Intraoral,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planning 
file and intraoral scanner scan file (left vertical axis); Difference, The abso-
lute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traoral value and intraoral value 
(right vertical axis).

Fig. 16. Angular deviation between planned and placed implants. Extraoral,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planning file and extraoral scanner scan file 
(left vertical axis); Intraoral,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planning file and 
intraoral scanner scan file (left vertical axis); Difference, The absolute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traoral value and intraoral value (right verti-
cal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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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이 증례에서는 치아 상실부위의 수복을 위해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사용하여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
를 통해 보철 치료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계획된 대로 임플란트

를 식립할 수 있었으며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만족할만한 치
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임플란트 상단부간의 거리와 하단부간의 거리를 볼 때 상악우

측제2대구치 부위의 오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
은 대략 3 mm 정도였다. 다른 부위에서는 대략 1 mm 정도로 비
교적 낮은 값이 관찰되었다. 한편 임플란트 장축간의 각도차를 
비교한 경우에는 다소 다른 경향이 나타났는데 상악우측제2대

구치, 하악우측제2대구치 부위의 오차가 다른 부분보다 비교적 
높게 관찰되었다. 또한 구외스캐너와 구내스캐너의 차이에 따른 
비교 시 값의 차이는 거리간의 오차는 0.2 mm 내외로 비교적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도간의 오차는 0.17 - 0.87°정도로 역
시 비교적 낮은 오차를 보였다. 상악과 하악의 경우 피판절개 여
부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상하악 모두 최후방 부위에서 높은 각도 편차를 보이는 
것은 개구량과 접근의 용이성과 관련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Lee 등10은 이 실험에서 사용된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와 유
사한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이용한 임상연구에서 완전 유도 
임플란트 수술결과 지대주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0.593 mm(근
원심방향), 0.691 mm(협설방향)의 평균적인 오차와 수직적으로 
0.925 mm의 평균적인 오차를 보고하였으며, 임플란트 장축간의 
각도에서 2.024°(근원심방향), 2.390°(협설방향)의 평균적인 오
차를 보고하였다. 이번 증례 분석 결과에서는 이보다 다소 높은 
오차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비교한 변수의 정의가 다소 다르다

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
러 임상 연구11-13에서 임플란트 하단부의 수평적 거리의 평균 오
차는 0.91 - 1.90 mm로 보고되었으며, 임플란트 장축간의 각도

의 평균적 차이는 3.14 - 4.68°로 보고되었다. 이 증례에서 얻은 
결과도 이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사체를 이용해 수행한 완전 유도 임플란트 수술과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의 정확도 비교 연구6에 따르면 완전 유도 임플란

트 수술의 경우 임플란트 하단부에서의 평균적 오차가 1.54 mm 
로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에서 임플란트 하단부에서의 평균적 
오차 1.84 mm 보다 더 낮은 값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

지 않았다. 이 결과는 사체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임상적 상
황에서도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의 정확도가 완전 유도 임플

란트 수술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여준다. 이런 점을 염두 하여 생각해볼 때 실제 수술 시 개구량 
제한, 실제 골상태의 상이함 등과 같은 임상적인 제한 상황에서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수술의 정확도를 크
게 떨어뜨리지 않으며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의 정확도를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에

서는 대부분의 경우 술후 CT나 CBCT를 이용하여 술전 계획과

의 오차를 비교하였다.6,14-16 CT혹은 CBCT를 사용하는 경우 방
사선 노출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 비교적 최근에 스캔

바디와 구외스캐너를 이용해서 얻은 3차원 이미지 파일을 기반

으로 하여 임플란트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17 이 증
례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스캔바디, 구외스캐너, 구내스캐너를 
활용하여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의 정확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런 방법은 방사선 노출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있는 정확도 
측정 방법이라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이 증례에서는 구외스캐너와 구내스캐너에서 각각 정확도를 
측정하고 그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구외스캐너

는 구내스캐너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18,19 
Shimizu 등18의 연구에서 시편을 제작하여 구외스캐너와 구내스

캐너의 정확도를 살펴 보았는데 구외스캐너가 구내스캐너에 비
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시편의 위치

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지만 두 스캐너간의 정확도는 대략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보고되었다. 한편 Su와 Sun19은 구외스캐

너와 구내스캐너의 재현성에 대한 비교 실험을 모형상에서 진행

하였는데 구외스캐너에 비교해서 구내스캐너의 정밀도가 낮았

으나, 악궁의 절반정도를 스캔할 때 임상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정밀도를 보여주었다.

이 증례에서는 스캐너의 차이에 따른 길이 오차값의 차이가 상
악우측제1대구치 부위를 제외하고는 0.1 mm 미만으로 나타났

다. 시편이나 모형으로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 증례에서의 차이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임상적인 상황에서 여러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

며 특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한 주모형에 스캔바디를 연결하

였다는 점도 한 변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같은 여러 변수들을 적절히 통제한 임상적인 상황에서 구외스캐

너와 구내스캐너의 정확도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이 증례에서는 치아 상실부위에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이
용하여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고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하여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술 후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고 구외스캐너와 구내스캐

너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수술의 정확도를 분석한 증례로, 임플

란트의 수술의 정확도를 분석하였을 때 기존에 보고된 많은 연
구들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에 근
거하여 생각해볼 때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을 임상적인 환경

을 고려해서 적절히 사용한다면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

서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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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길1 � 이원섭2 � 권호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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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

무치악 환자의 치료에서 치과용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치료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정확히 식
립하기 위해 최근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수술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소개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임플란트 수술 
시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적용하는 수준에 따라 완전 유도 임플란트 수술과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로 구분할 수 있다. 비록 완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수술상황에서의 다양한 임상적 환경 등으로 인해서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이 종종 시행된다. 이 증례

는 치아파절과 치주염 등으로 치아를 상실하게 된 부분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와 고정성보철물을 이용해서 보철 수복 치료를 시행한 사례이다. 임
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사용해서 부분 유도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임플란트 수술 계획과 수술 결과 간의 정확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소개하였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19;5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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