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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에 둘러싸인 채 압하된 치아의 자연회복: 

증례보고

1울산의 강릉아산병원치과보철과, 2분당서울 병원치과보철과

차민상1∙이양진2

자연치아와연결한임플란트수복물에서종종자연치아의압하가보고되곤하지만임플란트에둘러싸인자

연치아의압하에 한보고는매우드물다. 56세의여성을하악우측제1소구치는임플란트로, 제 2소구치치근
은포스트수복후지르코니아로각각수복했다. 제 1 구치와제 2 구치는이미임플란트로수복되어있었다.
기능 4개월후제 2소구치의압하로인한 합치와의간격이분명히관찰되었으나불편감을비롯한이상증상은

없었다. 예후에 한자세한설명후별다른조치없이경과관찰을시작하 다. 3개월후치근단방사선사진상
에서원위치로의치아회복시작이관찰되었으며다시 11개월이경과한후치아의추가정출로교합의완전한
회복이이루어졌다. 압하를인지한지 2년 3개월째관찰중이다. 임플란트에둘러싸인자연치가압하되고저절
로회복되는과정의관찰을통해압하가생기는원인과저절로회복된기전을추정할수있었다. (구강회복응용
과학지 2013:29(4):399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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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부학적한계점으로인해임플란트추가식

립이어려운경우자연치와연결된형태의고정

성보철이선택되지만이경우자연치와임플란

트사이의동요도차이는반드시고려되어야하

는요소이다.1) 치아와임플란트동요도차이에

의한교합력의분산은생역학적관점에서오랫

동안고려되어왔다.2) 임플란트는항상과부하

(overload)의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논란의여

지가있지만꾸준히 late failure의원인으로지목
되고있다. 더구나임플란트와연결된고정성보
철의자연치지 치압하(intrusion)현상이보고되
면서3-5)자연치와임플란트의연결이가능한가라

는근본적의문에서연결방식의차이, 수명에
한다양한관심이집중되고있다.6)

1993년에 보고된 설문조사의 결과 자연치의
압하는 disuse atrophy, debris impaction, impaired
rebound memory, mechanical binding이원인으로지
목되어왔으나7)그후 stress wave theory, flex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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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ble and/or framework이다른원인으로보고
되어설득력을얻고있다.3,4,6,8)

자연치압하가보고되는임플란트연결보철

은 rigid type과 non-rigid type으로나뉘며초기에는
동요도차이를고려한 non-rigid type이선호되었
으나 rigid type의응력분산효과와실제성공률에
차이가없다는점이발표되면서점차 rigid type이
선호되고있다.6,9)그러나 rigid type의경우도자연
치시멘트용해를고려하여내관과외관을따로

제작하는이중관형식의경우내외관사이의임

시합착재가녹으면서자연치압하가많이보고

되고 있으므로 설계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다.3,4,10) 압하된 이중관 하부 자연치는 petroleum
jelly를사용한 damping effect고려, 기존상부구조
물과의분리등에의하여제위치로정출되어회

복되는데이에 한필요조건은많이알려져있

지않다. 어느경우나자연치의압하와정출회복
과정에는치아주변섬유조직의인장과반작용

에 한고려가필요하지만11,12)이제까지이에

한고려는전혀없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한편 임플란트와 연결되지 않고 임플란트에

인접하여둘러싸인자연치의압하에관한현상

도임상에서흔하게접하는흥미있는상황이다.
이경우의증례도보고된바있지만5)그예는매

우적다. 이증례에서는임플란트에둘러싸인자
연치아가압하되었다가아무조정없이회복되

는과정을임상관찰과치근단방사선사진으로

비교하 다. 그결과압하와회복에관해다소의
지견을얻을수있었으므로보고하는바이다. 

증례보고

56세의여성환자가하악우측제 1소구치소
실과제 2소구치파절을주소로내원하 다. 제 1
구치와제 2 구치는 10여년전임플란트로
수복하여불편없이사용하고있었다. 우측제 2
소구치는포스트코어를통한수복으로제 1소구
치는임플란트수복을계획하 다. 제 2소구치의
근관치료와제 1소구치부위의임플란트식립을
마치고(Fig. 1) 충분한치유기간경과후 2011년 4
월제 2소구치를포스트코어와지르코니아로수
복하고제 1소구치도통법에따라지르코니아로
동시에수복하 다. 약 3주후정기점검시환자
는불편을호소하지는않았으나딱한번딱딱한

것을씹을때아팠던적이있었다고하 다. 치근
단방사선사진에서는별다른소견을발견할수

없었다(Fig. 2).
약 4개월후정기점검약속시환자는이가처

차민상∙이양진

Fig. 1. 2011.2. Root rest of mandibular right
second premolar, and implant of first premolar.
Molars were functioned with implant
restorations for more than 10 years.

Fig. 2. 2011.4. Periapical radiograph taken
three weeks after restoration. Second premolar
was restored with zirconia crown onto metal
post/core. First premolar was restored with
zirconia crown onto implant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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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보다가라앉은것같다고하 으며치근단방

사선사진소견상이전사진과비교시압하가관

찰되었다(Fig. 3). 제 2소구치는 합치와의뚜렷

한간격이관찰되었으며포스트하방과인접임

플란트의나사산을비교하여실제나사산간격

으로추정해본압하량은약 2 mm에달했다. 특
히근심의치조골정에는경사형태의치조골흡

수가관찰되었으며원심측치주인 비후가의

심되었다. 그러나환자는별다른불편을호소하
지않았으며개인적인사정으로번거로운일을

만들고싶지않다고하 다. 압하후회복에따른
예후에 해충분히설명한후환자의뜻에따라

정기적인관찰만을계획하 다.
환자는약 3개월후다른부위의임플란트수
복을위하여구강외과를방문하여정기적인치

근단방사선사진촬 을하 으며이때압하된

제 2소구치의압하중단후원래위치로의회복
이시작된것을관찰할수있었다(Fig. 4).

Fig. 3. 2011.8. 4 month after loading, intrusion of second premolar was detected during periodic
follow-up (a). When compared to low position of post with adjacent implant thread pitch, intrusion was
about 2mm. Clinically, gap to opposite tooth (b) and marginal ridges of adjacent teeth (c) were
observed. Mesial side angular bone saucerization was prominent (d).

a b

c                                                               d

Fig. 4. 2011.11. Reversal change of intrusion
was shown on the periapical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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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개월후(압하관찰 7개월후) 보철과를방
문하 을때압하되었던치아의정출소견을볼

수있었으며원심설측교두의부분적인교합을

확인할수있었다(Fig. 5). 약간의치주인 비후

가관찰되었으나근심부골소실은완전히사라

졌다. 다시약 7개월경과후(압하관찰약 14개월
후) 치아는완전히원래위치로정출하 으며

합치와완벽한교합을하게되었다(Fig. 6). 이때
의치근단방사선사진으로비교하여볼때 Fig. 4
의치근단방사선사진에나타난제 2소구치의
위치는치조골높이를기준으로이미압하가시

작된것으로보여질수있었다.
Fig. 7은 2011년 8월의제 2소구치압하상태와

2013년 6월의회복상태를각도에관계없이비

차민상∙이양진

Fig. 6. 2012.10. Recovery to original position was completed (a), and fully occlusal contact was shown
(b). From the lateral view, second premolar was as high as marginal ridges of adjacent teeth (c).

a                                                b                                                  c

Fig. 7. Comparison of panoramic views taken at 2011.8 (a) and at 2013.6 (b).

a                                                                            b

Fig. 5. 2012.3. Extrusion of intruded tooth was observed (a), and
one-point contact of occlusal surface was marked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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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할수있는파노라마사진으로현재까지제 2
소구치는이상없이잘유지되고있다. 단, 2013
년부터견치와제 1소구치임플란트수복물의치
간접촉점은견치의전방이동으로다소느슨해

진상태로구강위생상태를치실로유지하도록

권유하고있다.
고 찰

이증례는자연치와임플란트가동시에수복

되고자연치가임플란트에둘러싸이게된경우

일어난자연치의압하를다룬증례이다. 압하현
상은자연치와임플란트연결증례에서처음보

고된현상이다. 임플란트와자연치의연결개념
에서초기에는임플란트에 한배려가많을수

밖에없었다. 치주적으로건강하지않은자연치
가선택될경우동요도는증가할수밖에없고이

경우자연치와연결되어고정성보철의지 치

로이용되는임플란트는긴외팔보(cantilever) 상
황에놓이게된다. 따라서임플란트주변골흡수
양상, 기계적실패확률의증가가일어날수밖에
없다.6,9)그러나이에 한동요도차이를고려한

non-rigid connector의사용후예상치못한치아의
압하현상이보고되게되었다.
치은압하현상은술자의경험에따라 4% 에서

30% 정도가발생한다고보고되었다.7) Block 등13)

은 split-mouth technique을이용한전향적연구에
서 압하의 빈도가 non-rigid type 66%, rigid type
44%에이른다고하 다. 그러나그양은 0.5 mm
이상에달한경우가각각 25%와 12.5%밖에되지
않음을보고하 다. 
본증례의경우치아의압하의원인으로알려

진 이론 가운데 이전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impaired rebound memory와 mechanical binding
(ratchet effect)을의심할수있었다.5) Disuse atrophy
의경우 hypofunction상태의치아는오히려정출
이일어난다는점, debris impaction의경우압하된
치아에서자주발견되지않는다는점등으로설

득력이부족하다고알려져있고본증례의경우

에도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하악의 flexure나

framework의 flexure도독립적으로수복된자연치
아의경우연관이약하거나없는편이다. 같은관
점에서연결되지않은자연치는임플란트에응

력 분산이 되지 않아 자연치에 힘이 집중되는

stress wave theory에해당사항이거의없다고본
다. 그러나인접임플란트수복물과긴치간접촉
점을가지고새로제작하여치간접촉압력이충

분히조절되지않은경우치간마찰력이과도해

질수있고(mechanical binding) 이에따라교합력
을받은치아가침하한채꾸준히압력을받으면

치주인 에새로운위치에서의교정력으로작

용할수있다(impaired rebound memory). 
또한가지주목하는점은침하각도와인접치

간접촉점사이가평행하지않다는점이다. Fig. 8
은치관수복직전의지 치를나타낸모형으로,
치근단방사선사진에서는볼수없는제 2소구
치포스트코어각도를볼수있다. 코어의각도는
치근의치축과는달리인접임플란트수복물의

치간접촉점에평행하게제작해야했기때문에

포스트와코어의각도가일직선이아니었고접

착후삽입로를위한추가코어삭제가불가피했

다. 결과적으로교합력은치축에평행하게전달
될수없는구조 으며교합력이가해지면치근

은근심으로기울어지는힘을받게되었다. 이경

Fig. 8. Very long proximal contact and different
axis of root with adjacent proximal contact path
could be a cause of in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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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주인 가압축되었다가회복될때치아는

근심과상방으로움직이게되는데근심에동요

도가거의없는임플란트수복물이긴치간접촉

점을가지고있는구조라면많은양의마찰력이

발생할것이확연하다. 따라서치아가원활하게
제위치로회복하는데방해를받을수있다. 이런
기전은 non-rigid connector를사용한치아-임플란
트고정성보철에서흔히발생하는자연치압하

의 형식과 관련이 있다. 저작 후 치아의 반동
(rebound)은 non-rigid connector의마찰저항에의
해제자리로돌아가려는성질을방해할수있는

것이다.10) 특히 자연치의 압하 방향과 non-rigid
connector의방향이일치하지않는경우본증례
와같은일이벌어지는것은이상한일이아니다.
이미같은상황의자연치침하를고려한이전의

증례에서도비록이점을저자가지목하지는않

았지만방사선사진상개연성이있는부분임을

확인할수있었다.5)

압하가일어난시기는 개하중후 1년내라
고알려져있으나3,7) 5년의관찰결과에서 6개월
내발생되었다는보고도있다.13) 본증례에서는

약 4개월후인지되었으나치근단방사선사진을
비교해봤을때 3주후에도어느정도의압하현
상이관찰되는것으로판단된다. 제자리로의정
출은 5일에서 1주후시작되었다는보고에서수
개월이걸렸다는보고로증례마다다양하지만

원인을제거해주면회복은거의바로시작되는

것으로보인다.3)

이전의 증례 보고에서 임플란트에 둘러싸인

채압하된자연치는인접임플란트수복물과의

치간접촉점을느슨하게여러번조정한후제자

리로의회복을보고하 다.5)관련연구에서도압

하된치아의회복은상부구조물을제거한후내

면에 petroleum jelly를발라 lubricant로작용하면서
동시에 damping effect를기 하거나임플란트와

분리하거나시멘트를제거한채사용하도록하

여압하력을제거하는데초점이맞춰져왔다.3,4,10)

반면본증례의경우아무조정없이자연히회복

되었다는점이다르다. 이에 해고려할수있는

점으로는하악우측견치가근심이동을하면서

임플란트와의치간간격이느슨해진점을들수

있다. 인접치아간간격이느슨해지면서우측제
1소구치임플란트수복물이부품간의탄성, 치조
골의자체탄성으로어느정도의수평움직임을

허용하면서제 2소구치자연치와의근원심마찰
력을줄인것이아닌가하는고려를할수있다.
또다른원인으로는자연치치아주변섬유조직

의압하에따른인장과한계에이른인장된섬유

조직의긴장을푸는방향으로의반동현상이다.
임플란트와관련된보고는없지만자연치가압

하될경우치아주변섬유조직이변연치은의위

치와접합상피, 치은열구에 향을미치는것은

이미교정 역에서여러차례보고된바있고11)

이런조직섬유는치조골의흡수에도 향을미

친다.12) 본증례에서압하가일어난후원심측의

치주 인 비후와 근심 측의 경사 치조골

saucerization 등의현상이관찰된바있으며치아
가정출되는과정에서도치주인 비후가관찰

되었다. 한편 치아가 정출된 후 근심의 치조골
saucerization은완전히사라졌다. 이것은모두치
아의압하에조직섬유가관련되어있다는증거

이다. 치아가압하되면조직섬유의인장이일어
나고어느한계에이르면섬유는치아에서분리

되어찢어지든지긴장을해소하는방향으로치

아를당기게될것이다. 섬유에의해생겼던근심
의 saucerization은치아가정출되면서해소되었고
나머지인 의비후현상은교정력을받은부분

과 정출되면서 생기는 인장 부위를 가리킨다.
Murakami 등11)은압하교정력을받은Macaca원숭
이에서압하가진행될수록임상치관은짧아지

며변연치은도압하방향으로움직이고치은열

구가 깊어지는 한편 dentogingival fiber와 dento-
periosteal fiber는점차치아에서찢어지며(3.6 mm
압하) 분리된다(5.0 mm 압하)고 한 바 있다.
Kanzaki 등12)은개에서치아를압하한실험에서

supra-alveolar fiber의압력이치간치조골의흡수
를일으킨다고보고한바있다.
임플란트와연결된고정성보철에서자연치의

차민상∙이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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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하량은 2 mm이내이거나7) 부분 4 mm이하인
것으로보고되고있다.3-5) 상관관계를명확히밝

힐수는없지만주변섬유조직의 향을고려한

다면Murakami 등11)의보고에서처럼섬유의인장

력이이한계를넘을수없기때문이아닌가생각

된다. 따라서인접임플란트수복물의치간접촉
강도가어느정도사라지고인장되었던섬유조

직이다시긴장을풀게된다면본증례에서처럼

자연스럽게정출회복되는것이아닌가싶다. 이
것은앞으로치아의압하증례에서관찰되어야

할부분이다. 또이번증례에서는치은열구의깊
이증가, 변연치은의높이변화도미처관찰하지
못하 다. 역시앞으로고려되어야할부분이다.

결 론

이제까지알려진바와달리임플란트에둘러

싸인치아가압하된경우주변임플란트와의치

간접촉점조정없이도시간이경과하면자연히

원래위치로회복될가능성이있다. 치아주변조
직섬유가인장되는한계에의해치아의압하가

제한되는것으로보인다. 이증례의경우치조골
과임플란트자체의탄성에의해치간접촉점이

느슨해지고늘어났던치아주변조직섬유의긴

장이풀리는힘으로압하된치아가제위치로정

출되었다고여겨진다. 그러나단한증례의결과
로복합적인압하원인과회복기전을추측하는

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추가적인관찰과연구

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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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Spontaneous Recovery of an Intruded Tooth Bounded by Implants: 

a Clinic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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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about the intrusion of a natural tooth bounded by implants are very rare, although some concerns have been
discussed on the intrusion of teeth connected to implants. A female aged 56 years received an implant (mandibular right
first premolar) and post/core onto root rest (mandibular right second premolar) and was restored by single zirconia crown,
respectively. Molars were implant restorations. Four month after loading, second premolar was intruded and prominent
gap was shown between opposite tooth. Because nonspecific discomfort was expressed, observation was decided after
explanation of prognosis of tooth without treatment. Three month later reversal to original position was detected on the
periapical radiographs and fully recovered position with intimate contact was completed 11 more months later. Till now 2
years and 3 month observation is being performed. Through the observation of spontaneous recovery of a natural tooth
bounded by implants, the cause of intrusion and a mechanism of spontaneous recovery could be estimated. (J Dent
Rehab App Sci 2013:29(4):399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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