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디지털인가

디오나비인가!



사람들은 어떤 시술을 원할까요?

오프라인 리서치

설문제목 : 임플란트 시술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설문기간 : 2018년 7월 13~14일
설문기관 : 디오 자체조사

조사대상 :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방법 : 오프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 598명

Q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48세 직장인

덜 아프고 빨리 회복 되는 디지털 시술방법

으로 받고 싶어요. 그래야 편리하니까요!

병원/의사

386명

26명

129명

57명

시 술 방 법

가 격

브 랜 드

 응답자 

약 70% 통증 적은 
디지털시술방법 선택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치과신문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임플란트 수술 선택, ‘고통’ 최소화 관건

'최소절개 디지털가이드 술식을 선택한 이유로는‘최
소절개로 덜 아프고 회복이 빠를 것 같아서’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생략)

'또한 임플란트 수술을 경험한 응답자들 중 대다수
는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법을 알았다면 최소절개 
디지털가이드 수술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것”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

'
중앙일보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수술 시간, 절개 범위 최소화했더니
통증·부기↓ 만족도↑

'상처가 크면 클수록 깊은 통증을 남긴다. 회복 과정
에서 부기도 심해진다. 절개 최소화는 결국 통증과 부
기의 원인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다.'(생략)

'이렇게 통증과 부기를 줄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어떨까. 기존 수술보다 높아지는 것
은 당연하다.(생략) 92%의 환자는 수술 후 부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



100% 디지털데이터로
정확한 분석

시술시간 단축으로
체어타임 감소

3D 모의시술로 시술계획
및 위험상황 예측가능

내원횟수 감소로
경제적 환자 관리

최소 절개시술로
환자 통증 최소화

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해야할까요?
환자와 병원을 위한 새로운 임플란트 시술법

CBCT+Oral Scan으로 오차없는 데이터

이물감 없는 Oral Scan으로 환자 불편함 감소

디지털데이터로 시술 시뮬레이션 가능

환자와 시술상담 가능 / 마케팅 자료로 활용

최소절개로 시술시간 약 10~20분소요

(Single Case기준)

체어타임 감소로 시술횟수 증가

당일 시술부터 임시보철까지 가능

내원횟수 줄어 환자관리에 더욱 경제적

최소 절개로 출혈 / 통증이 적고 시술 후

회복이 빠름

직장인, 어르신 및 각종 질환 환자들도 안심



디지털은 왜 디오나비인가요?
비교불가! 디지털임플란트 디오나비

1
DIOnavi.는 Implant 시술의 프로토콜 전 과정을 

100% 디지털 데이터로 진행하여 아날로그 인상 채득

과 같은 불편한 과정없이 Implant 치료를 완성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정확한 디지털 데이터 분석으로 술자가 

계획한 대로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여 환자와 술자 모두

가 만족하는 Implant 시술법입니다.

Full Digitalized 
Computer Guided 
Implant Surgery System

시술 전

Implant Planning(DIOnavi. Center)

Oral Scan+CBCT Data

시술 후(임시보철체결)

1

3

2

4

2
DIOnavi.는 교합과 응력 분산까지 고려한 Top-

Down 방식의 Implant Planning을 통해 Implant 

시술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

한 DIOnavi. Surgical Guide를 이용하여 안전한 

Implant 시술이 가능합니다.

최고의 정확성과 안정성

| 일반 임플란트 시술

| 디오나비 시술

정확한 위치에 Crown을 먼저 디자인하고

그 아래에 Fixture를 위치시키기 때문에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수술

예후가 좋습니다.

Implant와 Crown의 중심을 나란히 맞추기

어렵고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지 못해 

보철물이 파절되는 등의 Implant 시술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과경영을 생각한다면 디오나비입니다!
더 디지털하게 치과는 변화합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디오나비!

출시 4년만에 20만홀 돌파라는 새역사를 만들었습니다.

2015 2016 2017 2018

병원과 환자가 만족하는 디오나비

20만홀 돌파! 디오나비가 대세

200,000

55% 100%70%

진료/시술 시간 단축 내원 횟수의 감소 환자만족도 증가
싱글기준: 10~20분 이내 

인상채득: 2~10분 이내
체어 타임 감소로 순환률 상승

구강스캔의 환자 고충 해소

모의시술로 신뢰도 상승

대기시간 및 방문횟수 단축

내원횟수 3~4회로 감소
병원 내 환자관리 편리

경제적인 병원운영 가능  

20만홀

2만홀

5만홀

10만홀



이제 당신도 디지털 덴티스트입니다
디지털 덴티스트가 되는 길 디오가 함께 하겠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 양성교육 DDA(DIO Digital Academy) 

DDA 프로그램은 치과의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임상케이스를 채택하여

 DIOnavi.(Surgical Guide)이론, 영상교육, DIOnavi.를 이용한 Hands-on 으로 구성되어

 본 과정의 수료만으로 디지털 치과 진료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커리큘럼

- DIOnavi. 이론 및 임상

- Hands-On 

1) Bone Block

2) Case 1 (#35 Single Case)

3) Case 2 ( #45~47 Bridge Case)

Basic Course

- 교육일정 월 1회 

토요일(오후 3시~6시)

- 실습비  무상교육

커리큘럼

- DIOnavi. 이론 및 임상

- Hands-On 

1) Case3 (#11~22 Bridge Case)

2) Case4 (하악 Edentulous Case)

3) Case5 (#15 Sinus Single Case)

4) Case6 (#26, 27 Sinus Bridge Case)

- 저녁식사 및 Q & A

Advanced Course

- 교육일정  분기 1회 
토요일(오후 3시~7시, 석식제공)

- 실습비  별도문의

  신청방법  담당 영업사원 또는 www.dionavi.co.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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