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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Brånemark에 의해서 치과영역에 소개된 임플란트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장기간의 임상적 성공률과 치료 영역

의 확대로 결손된 구강조직을 수복하는 치과치료의 보편

적 치료법이 되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하

여 저작과 같은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임플란트 식립 예정인 치아 결손부는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심한 치주염, 외과적 절제 등
으로 인하여 치조골 소실이 심한 경우 임플란트 고정체

를 치료계획과 다르게 깊게 식립하거나, 다수의 고정체 
식립시 고정체의 식립 경사가 각각 다른 경우와 같이 이
상적으로 식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1 이런 경우 
기성지대주(ready made abutment)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제작하면 기계적, 심미적 합병증을 일으

키는 경우가 많다.2-4 

기능적, 심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형태

의 임플란트 지대주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주로 주조

하여 제작하는 UCLA 지대주를 이용하여 맞춤형 지대주

를 제작하여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제작 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왔다. UCLA 지대주를 이용한 맞춤형 지대주

는 보철물의 유지력, 삽입로 등을 조정할 수 있고, 보철물

의 변연을 치은연하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심미적인 보
철물의 제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5-7 또한, 맞춤형 지대

주는 상부 보철물의 형태를 이상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

록 하여 상부 보철물의 도재파절을 방지하며, 각각의 치
은 형태에 맞추어 변연 형성이 가능하므로 잔존 시멘트

에 의한 부작용이나 식편압입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위생

관리가 용이하여 임플란트 주위 조직건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7 

맞춤형 지대주는 주로 치과용 합금을 이용하여 주조 
방식으로 제작하여 왔다. 최근에는 주로 맞춤형 지대주

를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르코니아, 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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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하여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제작 방식에는 장단점이 존재한

다. 주조 방식으로 제작되는 맞춤형 지대주는 장기간 사
용된 지대주로 만족할만한 임상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에게 익숙한 임플란트 지대주이

다. 맞춤형 지대주는 주로 금합금을 사용하여 제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금합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비귀

금속 합금을 이용하여 주조 가능한 지대주에 대한 관심

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증례에서는 주조 방식으로 Co-Cr 합금을 이

용한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하여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를 수복하여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
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1. 증례 1

상기 환자는 21세 남환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악 

우측 견치와 상악 좌측 중절치의 탈구, 상악 우측 측절

치,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은연하 치관 파절을 주소로 내
원하였다. 임상검사와 방사선검사를 통해서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우측 중절치는 보존 불가능하여 발거하기

로 결정하였다. 치아 발거 후, 상악 우측 견치,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발치창에 
즉시 임플란트 식립하기로 치료계획을 세웠다(Fig. 1).

본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우
측 중절치를 발거하면서 상악 우측 견치 부위에는 직
경 4.7 mm, 길이 13 mm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상
악 우측 측절치,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부
위에는 직경 4.1 mm, 길이 13 mm의 임플란트(TSV®, 
Zimmer, Carlsbad, CA, USA)를 식립하였다(Fig. 2). 2차 
수술 전까지는 가철성 임시 의치를 장착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6개월 후 이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차 수술 후 2주 뒤에 치유지대주 주변 조직의 치유가 
충분하여 알지네이트(Alginoplast®, Heraeus Holding 
GmbH, Hanau, Germany)를 이용하여 개인트레이 제
작을 위한 예비인상을 채득하였다(Fig. 3). 개인트레이를 

Fig. 1. Pre-operative radiographic image. Periapical 
standard radiographic image.

Fig. 2. Post-operative radiographic image. Periapical 
standard radiographic image.

Fig. 3. Healing abutment for 2nd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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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vinyl polysiloxane 인상재(Honigum®, DMG, 
Hamburg, Germany)를 사용하여 통법에 따라 fixture 
level impression 채득 후 주모형을 제작하였다(Fig. 4).

주모형 제작 후 metal casting abutment (CCM abutment, 
Osung,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납형 제작 후 Co-Cr 

합금을 사용하여 맞춤형 지대주를 주조 제작하였다. 통
법에 따라서 30 Ncm의 힘으로 체결한 후 임시치관을 
합착하였고,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의 형태 평가 및 형성

을 위해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임시 보철물을 평가하고 
조정하였다(Fig. 5). 지대주 연결 12주 후 임플란트 주변 

Fig. 4. Fixture level impression 
taking and master cast 
fabrication. (A, B) Impression 
coping connection, (C) 
Impression for abutment 
and provisional prosthesis 
fabrication, (D) Master cast 
for abutment and provisional 
prosthesis fabrication.

BA

DC

Fig. 5. Customized non-precious 
metal casting abutment using 
Cr-Co alloy. (A, B) Fabrication of 
customized casting abutment, 
(C) Connection of customized 
abutment, (D) Provisional 
restoration setting.

BA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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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과 경조직을 평가하고, 환자와 상의 후 최종 보철

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구강 내에 연결된 맞춤형 
지대주를 치은압배사 삽입 후 통법에 따라서 인상 채득

하였고, 최종 보철물은 금속도재관을 이용하여 제작하

였다(Fig. 6, 7). 

2. 증례 2

상기 환자는 35세 남자 환자로 상악 우측 측절치, 상
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의 불편감 및 과대동

요를 주소로 본원 치주과에 내원하였다. 임상검사, 방사

선 검사를 통해서 보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치

Fig. 6. Definitive restoration. (A, B) 12 weeks after abutment connection, (C, D) 4-unit splinted ceramo-metal crown 
setting.

BA

DC

Fig. 7. Post treatment radiographic image. (A) Panoramic radiographic image, (B) Periapical standard image.

BA

Maxillary anterior fixed implant prosthesis using customized nonprecious metal casting abutment: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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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operative intraoral photo and radiographic image. (A) Intraoral photo:occlusal view, (B) Intraoral photo: 
frontal view, (C) Periapical standard radiographic image.

BA C

Fig. 9. Post-operative intraoral photo and radiographic image. (A) Intraoral photo:occlusal view, (B) Intraoral photo: 
frontal view, (C) Periapical standard radiographic image.

BA C

고지 후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 계획을 세웠다(Fig. 8). 
전악 치주치료를 시행 후,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우

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를 발거하였고, 치아발거 
후 6주경 상악 우측 측절치 부위에 직경 3.5 mm, 길이 
13 mm의 임플란트(TSIII, Osstem, Seoul, Korea)를 식
립하였고, 상악 좌측 중절치 부위에는 직경 4.0 mm, 길
이 13 mm의 임플란트(TSIII)를 골이식을 동반하여 식
립하였다(Fig. 9). 

임플란트 식립 6개월 후 이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차 수술 후 약 2주 후에 transfer coping을 이용하여 
fixture level 인상채득을 시행하였다(Fig. 10, 11). 주모

형에서 temporary abutment (TS III UCLA Temporary 
abutment, Osstem)를 이용하여 나사 유지형  임시치관

을 제작하여 구강 내에 연결한 후 2주 간격으로 12주 동
안 주기적으로 임시치관을 수정하면서 임플란트 주위 

치은의 형태를 수정하였다(Fig. 12).
임시 보철물을 연결하고 약 12주 후에 더 이상의 치은 

형태의 변화가 없어 환자와 재상담후 최종 보철물을 제
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임플란트 연조직 형태를 맞춤형 지
대주에 재현하기 위해 임시치관을 이용하여 맞춤형 인상 
코핑을 제작한 후, vinyl polysiloxane 인상재(Honigum®)
를 사용하여 최종 인상을 채득하고 주모형을 제작하였

다(Fig. 13). 주모형 제작 후 metal casting abutment (NP 
abutment, Osstem)를 이용하여 납형 제작 후 Co-Cr 합금

을 사용하여 맞춤형 지대주를 주조 제작 후, 시멘트 유지

형 금속도재관을 제작하였다. 통법에 따라서 30 Ncm의 
힘으로 맞춤형 지대주를 구강 내 연결하고, 시멘트 유지

형 최종 보철물을 합착하였다(Fig. 14, 15). 이후 6개월 추
적 관찰하였으며, 기능적 심미적 문제점은 없었으며 지속

적으로 정기검진 예정이다. 

Lee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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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rovisional restoration. (A) Initial placement: occlusal view, (B) Initial placement: frontal view, (C) 12 weeks 
after provisional restoration setting: occlusal view, (D) 12 weeks after provisional restoration setting: frontal view.

BA

DC

Fig. 11. Fixture level impression was taken with transfer coping connection. (A) Intraoral photo: occlusal view, (B) 
Periapical standard radiographic image.

A B

Fig. 10. Healing abutment for secondary surgery. (A) Intraoral photo: frontal view, (B) Intraoral photo: occlusal view.

A B

Maxillary anterior fixed implant prosthesis using customized nonprecious metal casting abutment: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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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임상적으로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제작을 위한 임플

란트 지대주 선택에 있어 고려 사항으로 악간 거리, 고
정체의 식립 각도, 심미성, 유지관리의 용이함, 술자의 
편의성 등이 있다. 기성 지대주(Ready-made abutment)
를 이용하여 상부 보철물을 제작할 때, 임플란트가 이상

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너무 깊이 식립되었거나 다
수 임플란트 식립시 식립 경사가 다른 경우 지대주의 형

태 수정을 위해 지대주의 삭제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
다. 이런 경우 상부 보철물의 유지력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연치아와는 달리 직경이 좁고 단면이 원형

이므로 지대주의 변연에서 상부 보철물로 이행되는 치
경부 출현각(emergence profile)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보철물이 과풍융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해서 귀금속을 이용한 주조용 지대주인 UCLA 지
대주를 이용하여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하여 사용하였

다. 이 UCLA 지대주는 우수한 연조직 반응을 보이며 보

Fig. 13. Final impression taking. (A) Customized impression coping: occlusal view, (B) Impression with customized 
impression coping for final restoration, (C) Master cast.

BA C

Fig. 14. Abutment connection. (A) Intraoral photo: occlusal view, (B) Intraoral photo: frontal view.

A B

Fig. 15. Final restoration and post-treatment radiographic image. (A) Final restoration setting: occlusal view, (B) Final 
restoration setting: frontal view, (C) Periapical standard radiographic image.

B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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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의 변연을 치은연하로 설정할 수 있어 심미적인 보
철물 제작이 가능하다.5,6 또한, 맞춤형 지대주는 이상적

인 크기와 형태의 지대주를 제작하여 상부 보철물에 들
어가는 재료의 양을 줄이고 상부 도재의 두께를 일정하

게 디자인할 수 있게 하여 도재 파절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8

UCLA 지대주는 연결부가 금속으로 미리 제작된 형
태와 플라스틱으로만 제작된 형태가 있다. 다수의 연구

에서 금속 연결부가 미리 제작된 형태가 정확성이 높다

고 보고되었고, 이는 대부분 금합금으로 제작되었다.9,10 
이 경우 대부분 보철물은 귀금속 합금을 이용하여 제작

되며 용융 온도의 차이로 인하여 대체 금속을 사용하기

가 어렵다. 하지만 최근 금합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러한 귀금속 UCLA지대주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비귀금속 UCLA 지대주의 사용

에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철물의 제작에 있어서 비귀금속 합금과 

같은 대체 합금들은 금합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영역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11 귀금속합금으로 제작된 UCLA지대주의 기성 실
린더는 용융 온도가 1280 - 1350°C이므로 주조 합금의 
용융 온도는 1000°C를 넘어서는 안된다.12 대체 합금으

로 많이 사용되는 Ni-Cr 또는 Co-Cr 합금의 경우, 1200 
- 1315°C의 용융 온도를 나타내므로 귀금속으로 제작된 
기존의 UCLA 지대주의 기성 실린더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 본 증례에서 사용한 Cr-Co-Mo 합금으로 제작된 
비귀금속 UCLA 지대주는 용융 온도가 1380 - 1420°C
로 대부분의 금속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13 또한, 비귀금

속 UCLA 지대주의 기계적 안정성에 관하여 Lee 등14은 
비귀금속 UCLA 지대주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귀
금속 UCLA 지대주와 비교하여 기능적 하중 후 나사 풀
림과 침하 현상에 유의할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비귀금속 합금을 이용한 지대주의 문제점은 부식 저
항성이 귀금속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귀금속

이 티타늄과 접촉할 경우, 이종 금속 간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갈바닉 부식은 전위차가 클수록 더 
빨리 많이 발생하며, 점액성 피막으로 덮여 있거나 온도

가 높고 습할 경우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5 

그러나, Lee 등16은 다양한 성분의 Ni-Cr 합금의 부식 전, 
후의 거칠기에 관한 연구에서 부식 후 거칠기가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이는 임상적으로 받아들일만한 

표면 거칠기인 0.2 µm 이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Oh와 
Kim17은 Co-Cr 합금에서 갈바닉 부식이 가장 잘 일어났

지만 그 가능성과 위험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하였으

나, 갈바닉 부식이 있을 경우 임플란트와 지대주의 접합

부 부식이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부식으로 인한 비귀금

속 UCLA의 표면 특성 변화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으며 본 증례 역시 주기적

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CAD/CAM 장비의 발전으로 지르코니아, 

티타늄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맞춤형 지대주가 
보급 확산되었고, 맞춤형 지대주의 임상적 효용성에 대
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8,19 Zembic 등20에 의하면 3
년 동안 맞춤형 지대주에 대한 임상 관찰 결과 맞춤형 
zirconia 지대주와 맞춤형 titanium 지대주 모두 안정적

인 임상결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맞춤형 
titanium 지대주는 치은이 얇은 전치부에서 사용할 경우 
금속이 비춰 보여 심미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으

며, 맞춤형 zirconia 지대주는 높은 심미적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내부 육각  연결부를 가지는 임플란트에서는 
기성 지대주에 CAD/CAM 시스템으로 지르코니아 상
부를 제작하여 레진 시멘트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

하게 되므로, 교합이 긴밀하거나, 이갈이와 같은 이상기

능이 있는 경우 지대주 파절에 대한 보고가 있다.21 또한, 
임플란트 주위 조직은 치아 주위 조직과 다르게 수복물

의 연조직의 형태를 예측하기 힘들고, 염증이 발생할 경
우에 치근단측으로 더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본 
증례에서 사용한 비귀금속을 이용하여 제작한 맞춤형 
지대주는 높은 강도를 보이며, 치경부에 도재를 축성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지대주의 파절과 치
경부의 치은 퇴축에 대하여 안정적인 예후를 보일 것으

로 생각된다. 

결론

상실된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 증례

에서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와 장기적으

로 안정적인 예후를 얻기 위해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

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다.  현재 다양한 재료의 맞춤형 
지대주가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본 증례에서 사용한 비귀금속을 이용한 맞춤형 지대주

는 적절한 증례에 사용한다면 심미적, 기능적으로 안정

적인 예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Maxillary anterior fixed implant prosthesis using customized nonprecious metal casting abutment: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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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귀금속 주조 맞춤형 지대주를 이용한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보철수복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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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심미 영역인 상악 전치부를 심미적, 기능적으로 수복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임
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하여 치조골의 흡수, 치간유두의 수축 등과 같은 임플란트 주위 조직 문제와 금속 지대주의 노출

로 인한 심미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증례에서는 기성지대주의 단점을 보완 가능한 맞춤형 지대주를 전
통적인 제작 방식인 주조 방식으로 Co-Cr 합금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시멘트 유지형 보철물을 제작한 증례에 대해 보
고하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5;3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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