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stal Approach Kit
크리스탈 어프로치 키트

드릴의 끝에서 감지되는 저항에 따라 모터의 동력전달을 드릴내부에서 스스로 제어해주는 A.I. Drill (Artificial Intelligent Drill)과
수압으로 골막을 들어올리는 Aquatap, Aquainjector를 이용하여 상악동 거상을 좀 더 쉽고 안전하게 해주는 시술킷트입니다.

•어떤 시술자가 사용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술을 위한 깊이까지만 Drilling 된 후 Drill이 스스로 멈추는 방식)

•골막 거상 시 수압을 이용하여 상악동 천공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다른 시스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형태의 드릴들로 구성되어, 어떠한 시술케이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Bone Carrier 
Bone Material을 수용부까지 운반하는 데 사용합니다.

Pilot Drill ø1.8 
X-ray를 확인하고 작업 위치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위치 확인을 위한 X-ray 촬영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Stopper 2mm ~  10mm 
안전하게 드릴링할 수 있는 길이 조절용 스톱퍼입니다.

A.I. Drill 
저항에 따라 모터의 동력전달을 감지하여 상악동을 만나면 
저절로 멈추는 드릴입니다.(1,200rpm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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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A-KIT
사용동영상

Hand Adapter 
Aquatap을 Ratchet Wrench에 체결하여

상악동 하연까지 넣을 때 사용합니다.

Hand Wrench 
Aquatap의 높이를 손으로 미세하게 조절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Sensor Gauge 
내부의 부착된 스프링의 압축력을 이용하여 상악동 하연의 관통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Cannon Drill ø2.4 
Stopper를 체결하여 사용하는 드릴입니다.

Cannon Drill ø3.2 

·Stopper를 체결하여 사용하며, Hole 확장용 드릴입니다.
·형상이‘T형태로 약간의 본 채취도 가능합니다.

Bone Condensor 
Bone Material을 상악동 하연까지 밀어 넣는 데 사용합니다.

Aquatap 
분리된 상악동 하연에 생리식염수 또는 방사선 조영제를 주입하여 사용합니다.

Engine Adapter 
Aquatap을 임플란트 엔진에 연결하여

상악동 하연까지 넣을 때 사용합니다.

3.15S 3.15 3.5

Diameter Ø3.15 Ø3.15 Ø3.5

Length 28mm 33mm 33mm



Practice 1.

+ Aqua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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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와 조립하여 사용합니다.

•1회용 주사기에 Saline을 넣고 Aqua Injector에 

   장착하여 Saline을 천천히 주입시키며 상악동의

   하방 벽을 위로 들어올리는 기구입니다. 

•막의 거상된 부피를 알 수 있어 Bone Powder의 

   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OCA-KIT
사용동영상

Pilot Drilling

•Ø1.8  1,200rpm

•절개 후 Flap을 형성한 후 임플란트 

   식립 예정 부위에 피질골 깊이로 

   표식을 남깁니다.   

Stopper 장착

•방사선 사진에서 측정한 치조골정~상악동저

   까지의  길이보다 1mm 짧은 Stopper를 

   Canon Drill에 장착합니다.

•Stopper는 색상이 다양해 사용 시 혼동할 

   우려가 적으며, stopper 사용으로 안정적 

   시술이 가능합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잡아줌)

Cannon Drilling

•1,200rpm으로 Ø2.4드릴을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Ø3.2드릴을 사용하여 

   확장시킵니다.

•적절한 Stopper를 장착하여 상악동저보다 

   약 1mm 짧게 Drilling 합니다.

•골막까지 남은 Bone의 깊이가 2~3mm

   정도일 때  Cannon A.I. Drill이 가장 잘 

   작동됩니다.

A.I. Drilling

•Ø2.8  1,200rpm

•방사선상 측정된 길이보다 1mm더 긴 

   Stopper를 장착한 후 Drilling 합니다. 

•드릴 첨단을 누르면서 전진합니다.   

   (내측스프링이 골벽으로 눌러야 회전합니다.)

상악동 도달 확인

•Sensor Gauge에 Stopper(A.I. Drill에 

   사용한)를  장착한 후 Socket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Aqua Tapping

•Ø3.15 ~ Ø3.5  30rpm

•Aqua Tap에 Stopper(A.I. Drill에 

   사용한)를 장착한 후 Engine Adaptor에 

   연결한 뒤 Drilling하여 고정합니다.

•치조골 상부와 Stopper가 가볍게 접촉하면  

   (Soft Touch) Drilling을 멈춥니다. 

•과도한 Drilling이 진행되어 Hard Touch가 

   되면 방향이 비틀어지고 Hole 직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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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tap 높이 조절-Hand Wrench

•Aquatap의 높이를 미세하게 조절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사용합니다.

•Aqua Injector와 연결한 상태에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Aqua Injector 연결

•10cc 주사기에 Tube를 연결한 후 Tube 

   안까지 생리식염수를 가득 채웁니다.

•Aqua Injetor에 주사기를 장착합니다.

•Tube의 다른 쪽 부분을 치조골에 끼워져 

   있는 Aquatap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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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막 거상

•상악동 하연의 내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1click / 10sec의 속도로 천천히, 조금씩

   액체를 주입합니다. 

•방사선 조영제를 액체로 사용하여 상악동막 

   거상량과 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 사용 전과 후의 액체 부피차를

   계산하여 Bone Powder 양을 

   결정합니다.

골충전

•상악동막을 분리한 Socket 

   내부에 이식골을 운반하고 

   밀어 넣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