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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Electroforming System을 이용한 하악

임플란트 지지 텔레스코프 피개의치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최지하․김승균․유병일․안승근․박주미․송광엽․박찬운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의 보철수복에 있어 임플란트 식립 후 피개의치의 제작은 첫 번째 치료 옵션으로 고려되어

질 수 있다. 임플란트 지지 텔레스코프 피개의치를 제작하는 경우 인공치 및 유지 장치의 배열을 위한 악간 공간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passive한 fit은 보철물의 기계적 실패를 막는 중요한 요소이다. Gold

electroforming system을 이용하여 제작한 telescopic attachment는 우수한 마진 적합도 및 passive한 fit을 보이며 얇은

코핑 두께로 인하여 좁은 악간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본 증례에서는 4개의 임플란트 식립 후

Gold electroforming system을 이용하여 telescopic overdenture를 제작하여 기능 및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

주요 단어 : Telescopic overdenture, Gold Electroforming System.(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지 2008:24(2):193-201)

서 론

완전 무치악 환자에 있어서 통상적인 총의치

에 의한 보철 수복은 부적절한 의치의 안정 및

유지와 저작 시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계속적인 잔존치조제의 흡수 및 구강내 점막의

변화, 타액 분비의 감소 등 노화로 인한 생리적

변화는 총의치의 장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1,2).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 수복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하악에서는 가철성 보철 수복에 있어

보철물의 유지, 지지, 안정성이 더욱 요구되므로

임플란트 피개의치는 보다 좋은 치료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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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고 있다
3)

.

임플란트 피개의치에서 의치와 임플란트를 연

결하는 지대주는 형태에 따라 Bar, Ball

attachment, Magnet, Telescopic attachment 등으로

분류되며 적합한 attachment 의 선택을 위해 환자

의 구강내 상태와 경제적 상황, 비용효과 및 새

의치에 대한 환자의 기대감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4).

Telescopic overdenture 제작 시 현재의 주조과

정을 통해 제작되는 외관은 납형조각, 매몰, 소

환, 주조 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

하므로 숙달된 기공과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장

기적인 보철물 장착으로 인하여 내, 외관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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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질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Gold Electroforming System (GES)은 전기적 환

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에너지에 의해 금

속이 얇은 층을 형성하여 피복되는 방법으로 보

철물 제작시 99%의 이온화 된 금을 이용하여 내

관에 직접 코핑을 도금하여 외관을 제작하게 된

다. 따라서 균일한 접촉으로 우수한 적합도를 얻

어 유지력 소실을 일으키는 오차가 발생하는 가

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균일한 두께를 얻을 수

있어 보철물 제작 시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
5)

.

임상 증례

본 증례의 환자는 52세 여성 환자로 상, 하악

무치악 부위의 보철 수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상기 환자는 약 3년 전 하악 구치부 치아를 상실

Fig. 1. 초진 시 치근단 방사선사진

Fig. 2. 임플란트 식립 후 구내 사진 및 파노라마 사진

하였으며 잔존치 동요로 인한 저작 시 불편감이

존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구외 소견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임상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악 구치부 및 하악 구치부

(#16, 27, 36, 37, 44, 45, 46, 47)의 치아가 상실되

었고 상악 우측 구치부 (#15-17)는 old bridge를

장착하고 있었다. 상악 전치부 (#11, 12, 13, 14,

21, 22, 23) 는 동요도 I도를 보였고 상악 좌측 구

치부 및 하악 잔존치 (#24, 25, 26, 31, 32, 33, 34,

35, 38, 41, 42, 43)는 동요도 Ⅲ도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전악 발치가

고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상악 전치부는 동요도 I

도 이고 치주낭 깊이가 4mm 미만이며 젊은 여자

환자로 환자가 발치를 원하지 않아 #14번에서

#23번 까지는 보존하여 최대한 사용하기로 하였

다(Fig. 1).

이에 치료계획으로는 상악 전치부 (#11, 12,

13, 14, 21, 22, 23)를 제외한 잔존치 발거 후 상악

은 conventional RPD로 수복하고 하악은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GES를 이용한 telescopic

overdenture로 수복하기로 하였다.

#33은 SSII
®

(Osstem, Busan, South Korea) 4.1

mm*13mm, #36은 ITI
®

(Straumann, Waldenburg,

Switzerland) 4.1mm*8mm, #43은 SSII® (Osstem,

Busan, South Korea) 4.8mm*8.5mm, #46은 SS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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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tem, Busan, South Korea) 4.8mm*10mm 임플

란트를 식립하였으며 3개월 후 본과에 내원하였

다(Fig. 2). 상악은 진단 모형을 이용하여 써베잉

을 시행하였으며 #13, 14, 23 부위에 레스트 시트

Fig. 3. 진단 모형

Fig. 4. 최종 인상 및 주모형

Fig. 5. 금속 구조물의 설계 및 완성된 모습.

를 형성하고 유지암으로는 #14번 치아에는 I-바

를 #23번 치아에는 가공선 와이어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주연결장치는 single broad palatal plate를

선택하였다(Fig. 3).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를 이용하여 최종 인상

을 채득하고 주모형을 제작하였다(Fig. 4). 상악

은 이미 형성된 유도면을 이용하여 전후방 경사

를 결정한 후 유지 클래스프를 위한 최대 풍융부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적절한 언더컷의 위치와

양을 확인하였다. I-bar의 위치 설정을 위해 조직

부 언더컷을 표시하고 전후방 경사와 측방경사

를 결정한 후 tripoding을 시행하였다. 주모형상

에 금속 구조물의 디자인을 표시하고 기공소에

의뢰하였다(Fig. 5).

교합고경을 설정한 후 마운팅 하였으며 인공

치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악에 인공

치를 배열하여 index를 제작하여 주었다(Fig. 6).

Telescopic overdenture 의 내관은 높이 및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UCLA type abutment를 이용하였

으며 2도 밀링을 시행하여 제작하였다. 외관 제

작을 위해 제작된 내관을 기공용 아날로그에 연

결하고 전용 왁스로 블록아웃을 시행하여 silver

lacquer를 도포한 후 GES plating head에 장착하고

electroforming을 시행하였다. 완성된 내관, 외관

및 금속 구조물의 모습으로 GES를 이용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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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외관은 내관과의 우수한 마진 적합도와

passive 한 fit을 보였다(Fig. 7).

구강 내에서 내, 외관과 금속 구조물이 잘 적

합되는 것을 확인한 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Fig. 6. 인공치 공간 확보를 위한 Index의 제작

Fig. 7. 내관, 외관 및 금속 구조물.

Fig. 8. Pick-up impression의 채득.

내관의 적합을 다시 확인하였다. #36번은

SynOcta
®

1.5 screw-retained abutment를 35N, 내관

을 15N 으로 체결하였으며 ComOcta® Gold

abutment를 이용하여 제작한 #33, 43, 46번의 내

관은 30N으로 구강 내에 장착하였다. 그 위에 외

관을 장착하고 패턴 레진 지그를 이용하여 고정

한 후 개인 트레이를 이용하여 pick-up impression

을 채득하였다(Fig. 8). 주모형을 제작하고 모형

상에서 외관과 금속 구조물을 레진 시멘트를 이

용하여 접착한 후 접착된 외관과 금속 구조물을

구강 내에 시적하고 passive fit을 확인하였다(Fig.

9). 새로 제작된 주모형에 외관이 부착된 금속구

조물을 위치시키고 교합제를 제작하여 수직고경

을 결정하였다.

상악 잔존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인공치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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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접착된 외관과 framework을 구강 내에

시적하고 passive fit을 확인하는 과정.

Fig. 10. 인공치의 배열

Fig. 11. 최종 완성된 의치의 모습

열하여(Fig. 10) 구강 내에 시적 해 본 후 상악

RPD와 하악 telescopic overdenture를 최종 완성하

였다(Fig. 11). 의치의 내면은 pressure indicating

paste를 이용하여 변연의 과 연장이나 적합 정도

를 조절하였다.

교합 양식은 군기능 교합을 형성해 주었으며

(Fig. 12) 완성된 의치를 최종 장착한 모습으로

잔존 자연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치 장착 전과 장착 후의 구외 소견으로 교합고

경 및 적절한 연조직 지지를 회복하여 심미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환자분 또한 기능과 심미 모두

만족하였다(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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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우측방 및 좌측방 운동 시 군기능교합 형성.

총괄 및 고안

하악에서의 임플란트 지지 피개의치의 적용에

대한 장기간의 성공률은 여러 문헌들에서 보고

되고 있다.
7,8)

. 임플란트 지지 피개의치에서 의치

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지대주는 형태에 따라

Bar, Ball attachment, Magnet, Telescopic

Fig. 13. 의치 장착 후 구내 및 구외소견.

attachment 등으로 분류된다. 심하게 위축된 하악

에서는 의치의 수평적 운동에 대해 primary

stabilization을 제공하는 bar type의 유지장치가

널리 쓰이고 있다
6)

. 그러나 Meijer 등
9,10)
은 bar를

이용한 primary splinting보다 telescope와 같은

secondary splinting에서 더 많은 응력의 감소를

보인다고 하였다. 실험적 연구에서 resilient

telescopic attchment는 bar, ball, magnet등과 유사

한 결과를 보였으며11) Krennmair등12)은 ball

attachment가 telescopic attachment 에 비해 더 많

은 maintenance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

한 실험적 연구와 임상적인 결과로 보아

telescopic attachment는 ball 혹은 bar attachment 의

대안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13)

.

1961년 Rogers는 inlay와 onlay제작을 위한

electrofoming을 처음 소개하였으며 Gold

Electroforming System 은 전기적 환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에너지에 의해 금속이 얇은 층

을 형성하여 피복되는 방법으로 보철물 제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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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이온화 된 금을 이용하며 내관에 직접 코

핑을 도금하여 외관을 제작하게 된다
14)

.

Telescopic system에서 electroforming을 적용함으

로써 얻어지는 장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

저 외관의 균일한 접촉으로 우수한 적합도를 얻

어 유지력 소실을 일으키는 오차가 발생할 가능

성을 줄일 수 있으며 보철물의 passive fit을 가능

하게 한다. 또한 0.2에서 0.4mm의 얇은 코핑 두

께로 인하여 금속 구조물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5,14,15)

. 따라서 본 증례와 같이 의

치를 위한 공간이 부족한 환자에서 심미적인 의

치제작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다.

결 론

임플란트 피개의치 제작 시 유지장치 및 인공

치 배열을 위한 악간 거리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

하다. 중등도의 치조골 흡수를 보이는 본 증례에

서는 GES를 이용하여 외관의 두께를 줄임으로

써 인공치 배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임플

란트를 이용한 보철물의 misfit은 임플란트에 응

력을 집중시키며 나사파절과 같은 보철물의 실

패를 야기할 수 있다. Telescopic attachment 사용

시 기존의 기공과정으로는 내관과 외관 사이의

passive fit를 얻기 어려우나 GES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증례는 의치 장착의

경험이 없는 심한 치주질환을 가진 52세 여자 환

자로 상악 전치부를 제외한 모든 치아를 발거한

후 이에 상악은 국소의치, 하악은 4개의 임플란

트를 식립 후 Gold Electroforming System을 이용

한 telescopic overdenture를 이용하여 수복한 결과

기능 및 심미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

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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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bular Implant-Supported Telescopic Overdenture using Gold

Electroforming System : A Case Report

Jee-Ha Choi, Seung-Kyun Kim, Byoung-Il Yu, Seung-Geun Ahn, Ju-Mi Park, Kwang-Yeob Song,

Charn-Woon Park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edentulous mandible, implant supported overdenture was considered as a first treatment option. In case of a implant

supported telescopic overdenture, sufficient inter-arch space needs for arrangement of artificial teeth and attachment. Passive

fit of the implant prosthesis is important factor for preventing mechanical failure. Gold Electroforming System is particularly

useful to achieve a passive fit of telescopic attachment and results in precision marginal fit and the small thickness of the

coping provides optimal space for narrow inter-arch space.

This article presents that application of Gold Electroforming System can provide excellent esthetics and function on

four-implant supported telescopic overdenture.

Key words : Telescopic overdenture, Gold Electroform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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