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4

서론

후방 연장 무치악부의 수복 방법은 크게 임플란트 유
지 고정성 보철 수복과 가철성 국소의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후방 연장 가철성 국소의치는 수직력, 수평력, 그리

고 비틀림 응력에 노출되어 기능 및 이상 기능시 불리하

다.1 또한 클래스프에 의한 비심미성, 수직 고경의 상실, 
그리고 재이장을 위한 주기적 내원의 필요성 등의 단점이 
있다.2,3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임플란트가 의치의 유지 
또는 지지에 부가적으로 사용될 경우 의치의 안정성과 
유지력 그리고 저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4-6 또한 임
플란트에서 유지력을 담당함으로써 클래스프을 생략하

여 과도한 응력으로부터 지대치를 보호하고 더 심미적인 
국소의치 제작이 가능하다.7

본 증례는 엇갈린 교합을 가진 상하악 부분 무치악 환
자로서, 저작의 어려움, 전치부 외상성 교합, 대합치의 정
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치부 지지와 저작 기능 
회복이 필요하였다.8 이에 각 무치악부의 상황에 맞게 임
플란트 고정성 보철과 임플란트 유지 국소의치를 제작하

여 전악 재건 시행하였고, 가철성 국소의치의 교합면을 
지르코니아로 대체함으로써 마모로 인한 대합치의 정출

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주기적인 내원 및 검사를 통해 기
능적, 심미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본 증례

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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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removable partial dentures (RPDs) with distal extensions are associated with some problems, including lack of stability 
that calls for frequent relining, and cantilever actions of claps that can produce excessive loading to abutment teeth, and the need 
for unesthetic retentive arm clasps. Therefore, IARPDs (Implant-assisted RPD) that use implants to support or retain RPDs has been 
reported to improve stability, esthetics and masticatory performance of RPDs. Also, an IARPD that has zirconia occlusal table can 
prevent the incongruity of occlusal plane and the extrusion of antagonistic tooth. In this case of partially edentulous patient with 
crossed occlusion, each edentulous area was restored with implant fixed prosthesis and implant retained partial denture to suit 
each situation. Through the procedure, satisfactory outcomes were achieved both in functional and esthetic aspects. (J Dent Rehabil 
Appl Sci 2016;32(4):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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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보고

75세 남성 환자로 좌우측 무치악 부위의 저작시 통증

을 주소로 본원 보철과에 내원하였다.  구강 위생이 불량

하고 고정성 수복물의 형태가 과풍융하며 margin의 위치

가 부적절하여 치은의 발적과 부종 상태를 확인할 수 있
었다(Fig. 1A). 또한 수복물 하방의 2차 우식이 의심되었

다. 방사선 사진상 상악 좌측 무치악 부위의 잔존 치조

골의 흡수가 진행되어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
해서는 상악동 거상술과 골이식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Fig. 1B). 
상, 하악의 불량한 금속도재 수복물과 골유착이 실패

된 #46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하악 우측의 무치악 부위에

는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하

기로 계획하였다. 상악 좌측의 무치악 부위는 골폭과 높
이가 부족하였고, 환자의 개인 사정상 오랜 기간 내원이 
어려운 점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가철성 국소의치

로 수복하기로 결정했다. 초진시 예비인상 채득하고 안궁

이전 및 악간 관계 채득하여 반조절성 교합기에 진단 모
형을 거상하였다(Fig. 2A, 2B). 자유로 공간, 안모 계측 및 
치아 길이 측정하여 수직 고경을 분석한 결과 상실을 보
이지 않아 현재 수직 고경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진
단 모형상에 Wax-up 시행하고 우측방 운동시 견치 유도, 
좌측방 운동시 군기능 유도 교합 부여하였다(Fig. 2C). 

Fig. 2. Diagnosis. (A) Face-bow transfer, (B) Bite registration, (C) Diagnostic wax-up.

A

B

C

Fig. 1.  First visit view. (A) Intra-oral photograph, (B) Panoramic radiograph.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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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악 잔존치의 모든 구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시보

철물을 장착하였다. #23, 24, 36 치아는 심한 이차우식으

로 치관이 소실되어 잔존 치근만 남은 상태였다(Fig. 3). 
#23, 24 발치시 상악 무치악부의 최후방 지대치는 측절

치로서 직접적으로 의치 유지를 부담하기에 부적절하여 
좌측 견치 위치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부
착장치 (Locator®, Zest anchors, Escondido, USA)를 이
용하여 상악 가철성 국소의치의 주된 유지력을 얻도록 
계획하였다. 하악 우측 무치악부에 새로운 임플란트 식
립과 #36 발치하고 즉시 임플란트 식립 후 고정성 보철 
수복하기로 계획하였다

본원 치주과에서 잔존 지대치의 치주치료를 시행하였

고, 본원 보존과에서 #43, 31, 33, 37의 이차 우식 치료 
및  #14, 15, 16, 17의 근관치료를 시행하였다.

본원 보철과에서 고정이 불량한 #46 임플란트를 제거

하고 즉시 #44, 45, 46, 47 부위에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
립하였다(#44: 4.0 * 12 mm, #45: 4.0 * 10 mm #46: 5.0 

* 8 mm / Superline, Dentium, Seoul, Korea, #47: 5.0 

* 7 mm / TS Ⅲ SA, Osstem, Seoul, Korea) (Fig. 4A). 
동시에, #23, 24, 36 잔존 치근 발치 후, #23, 36에 임플

란트를 즉시 식립하였다(#23: 4.5 * 12 mm / Superline, 
#36: 5.0 * 11 mm / TS Ⅲ) (Fig. 4B, 4C). 식립 2개월 후 
상, 하악 치아의 최종 삭제 시행하고 새로운 임시 보철물 
제작을 위한 인상 채득하였다. 작업 모형 제작하여 안궁

이전 및 악간 관계 채득하여 교합기에 거상한 후, 개인 맞
춤형 지대주(Myplant®, Raphabio Co., Busan, Korea)를 
제작하고 임플란트를 포함한 모든 지대치의 고정성 임시

보철물과 상악 좌측 무치악부의 임시의치를 제작, 장착

하였다(Fig. 5). 
임시 보철물 장착 2개월 동안 환자는 합병증 없이 기

Fig. 3. Removal of old porcelain fused metal fixed prosthesis. (A) Removed prosthesis, (B) Maxillary abutments, (C) 
Mandibular abutment.

A B C

Fig. 4. Implant surgery. (A) Implantaion of right mandible, (B) Implantation of #36, (C) Implantation of #23.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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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 부가중합형 실
리콘 인상재(Aquasil Ultra XLV, Monophase, Dentsply 
Caulk, Milford, USA)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개인 맞춤

형 지대주를 포함한 모든 지대치의 최종 인상을 채득하

고 작업 모형을 제작하였다(Fig. 6). 임시 보철물 장착상

태에서 안궁이전을 시행하고 모형을 제작하여 개인 맞
춤형 절치유도판을 제작하였다. 악간관계를 채득하고 
작업모형을 교합기에 거상 후,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였

다. 상, 하악 6전치는 지르코니아 코어에 상부도재를 축

성한 zirconia based ceramics 보철물로, 구치부는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 보철물로 제작하였다. 하악 우측 임플

란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관으로 제작하였다. 상, 하악 
자연치 및 임플란트 지대주에 지르코니아 최종 보철물

을 합착하였다(Fig. 7). 상악의 임플란트 유지 가철성 국
소의치를 제작하기 위해 개인 트레이 제작하여 모델링 
컴파운드(Peri compound, GC, Tokyo, Japan)를 이용하

여 변연 형성 시행 후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Aquasil 
Ultra XLV, LV, Dentsply Caulk)를 이용하여 최종인상 

Fig. 6. Master cast fabrication. (A) Final impression, (B) Working model for fixed prosthesi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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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orary prosthesis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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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득하였다(Fig. 8A, 8B). 이 후 통법에 의하여 상악 임
플란트 유지 국소의치를 제작하였다(Fig. 8C, 8D). 최후

방 지대치인 #22 에는 wrought wire 적용하고 향후 견
치 부위 임플란트에 유지장치 (Locator®) 부착 후 측절

치의 wrought wire는 제거하기로 계획하였다. 2주간의 
settling 기간을 거친 후, Locator® 유지장치의 male part
를 상악 가철성 국소의치에 삽입하였다. 향후 인공치 마
모에 의한 교합평면의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치 
교합면을 지르코니아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상악 국소의

치의 pick-up 인상을 채득하고 구치부 인공치의 지르코

니아 보철물 제작 후 국소의치 상에 레진 시멘트 (RelyX 
Ultimate, 3M ESPE, St. Paul, USA)를 이용하여 합착하

였다. (Fig. 9). 지르코니아 교합면으로 교체한 임플란트 
유지 국소의치를 최종 장착하였다(Fig. 10). 환자는 기능, 
심미적으로 만족하였으며 정기적인 재내원을 통해 교합 
상태 확인 및 방사선 사진 촬영하여 정기 검사 시행하였

다. 재내원 기간 중 상악 국소의치의 wrought wire에 대
한 심미적인 불만은 없었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심적 안
정을 느끼며 유지하기를 원하여 향후 필요시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Fig. 8. (A) Border molding, (B) Final impression, (C) Framework fabrication, (D) Delivery.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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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inal fixed prosthesis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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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Mahn 등은 그의 임상 연구에서 국소의치의 클래스프

는 비심미적일 뿐 아니라 지대치에 유해한 하중을 가할 
수 있는데, 상악 Kennedy class II 환자에서 클래스프를 

생략한 임플란트 유지 가철성 국소의치를 제작하여 장착

한 결과 안정성과 심미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

다.7  또한 Carvalho 등은 임플란트 유지 고정성 보철에 
비해 임플란트 유지 가철성 국소의치는 내원기간과 기공

과정을 단축할 수 있고 최소의 임플란트 식립만을 요구

Fig. 9. Final fixed prosthesis setting.

Fig. 10. Final prosthesis setting. (A) Intra-oral photograph, (B) Panoramic radiograph.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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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경제적이고, 상악동 수술이 불필요한 점을 장점으

로 언급하였다.9

본 증례는 엇갈린 교합을 가진 부분 무치악 환자로 구
치부 지지와 저작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
지만 상악 무치악부의 잔존 치조골 높이 및 폭이 부족하

였으며, 고정성 보철을 위한 다수의 임플란트 식립을 위
해서는 상악동 거상술 및 치조골 증대술이 필요하였으나 
환자분의 경제적 사정과 오랜 기간 내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수복은 어려울 것으

로 판단하였다. 이에 가용골이 충분한 상악 무치악 부위

의 전방부에 단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유지장치를 부착

하여 이를 통해 주된 유지를 얻는 국소의치를 설계하고, 
최후방 지대치(#22)의 클래스프를 생략하여 유해한 응
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국소의치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강도가 약한 인공치

를 사용하여 과도한 마모가 일어날 경우, 최초에 설정한 
교합 양식이 붕괴되는 점을 들 수 있다. Ghazal 등은 아
크릴릭 레진 인공치가 법랑질보다 쉽게 마모됨을 보고하

였고 이러한 인공치 마모는 저작 효율의 감소, 저작근의 
피로 그리고 잘못된 악간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

다.10, 11 이에 대합치가 세라믹 재료일 경우 동일한 세라믹 
재료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다.12 본 증례에서는 대합치

가 지르코니아 고정성 보철물임에 착안하여 가철성 국소

의치를 제작한 후 인공치를 삭제하여 지르코니아로 재수

복하여 인공치의 마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결론

후방 연장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가용골이 충분한 전
방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유지 
가철성 국소의치를 제작하는 방법은 비교적 비침습적으

로 경제적이며 빠르게 구강의 기능과 심미성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약한 지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보철 수
복 방법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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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교합을 가진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지르코니아 교합면을 가지는 

Implant-Retained RPD 이용한 전악 수복 증례

권태민1, 서치원1, 김경아2, 안승근1, 서재민1*
1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및 구강생체과학연구소
2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기존의 후방 연장 국소의치는 재이장을 위한 잦은 내원의 필요성, 클래스프에 의한 지대치로의 과도한 응력, 클래스프의 
노출에 의한 비심미성 등의 단점이 있다. 이에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지지나 유지를 얻는 Implant-assisted RPD 
(IARPD)는 국소의치의 안정성과 심미성, 그리고 저작 효율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의치의 교합면을 지르코니

아로 교체한다면 인공치 마모로 인한 대합치의 정출 및 교합평면의 부조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증례는 엇갈린 
교합을 가진 상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과 임플란트 유지 국소의치를 제작하여 전악 재건 시
행한 증례로 주기적인 내원을 통해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6;32(4):314-21)

주요어: 임플란트 유지 국소의치; 로케이터; 엇갈린 교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