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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
철이 상실치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치조골 흡
수가 심한 경우 경제적 부담과 해부학적 한계와 시술의 
어려움, 그리고 광범위한 수술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 등
의 이유로 여전히 통상적인 가철성 보철을 이용한 수복

이 병행되고 있다.1,2 그러나 후방 연장 국소의치의 경우 
지렛대 작용에 의하여 의치상이 회전하며, 무치악부의 지
속적인 골흡수와 이로 인한 의치상의 동요를 야기하고, 
하부 연조직을 자극하며, 저작 기능의 회복이 불완전하

여 환자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3 이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후방 잔존 치조제의 흡수와 지대치의 손상 및 교합평면

의 부조화와 수직고경의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후방 연장 국소의치에서 후방 의치상의 회전은 치아와 

점막의 서로 다른 조직의 물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므로 치
아-조직 지지 구조인 Kennedy class I 또는 II 국소의치에

서 발생하고, 후방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 하면 
class III 형태의 치아-임플란트 지지 구조로 변환할 수 있
다.4-6 이와 같은 형태의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는 의치

의 안정과 유지의 향상으로 환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저
작 능력과 심미성 개선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
다.2,3 

본 증례는 장기간 후방연장 국소의치의 사용으로 인하

여 심하게 기울어진 교합평면을 가진 부분 무치악 환자

에서 상악의 고정성 보철 수복과 하악의 지르코니아 교
합면을 가지는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를 이용하여 심미

적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합평면을 가지도록 전악 
수복하였으며,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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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Implant-assisted RPD, IARPD), posterior edentulous extension areas of which obtains 
additional support and retention from implants, is attracting increasing interest. This case report presents a successful treatment 
on a partially edentulous patient with a severely canted occlusal plane resulted from a long-term use of posterior extended RPD.  
The full mouth was rehabilitated through a fixed prosthesis on maxilla and IARPD with zirconia occlusal surface on mandible, which 
allowed to achieve an esthetic occlusal plane with long-term stability and, ultimately, functionally satisfying outcome. (J Dent 
Rehabil Appl Sci 2016;32(3):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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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보고
 
환자는 66세 여성으로 잔존 지대치의 통증 및 오래된 

의치의 불편감을 주소로 본과에 내원하셨으며, 약 20년 
전에 제작한 상, 하악 Kennedy class I 국소의치를 사용

하고 있었다. 초진 시 구내 사진 및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교합평면의 기울어짐(canting)으로 전치부의 비
심미성과 장기간 후방연장 국소의치의 사용으로 인한 무
치악부 치조제의 흡수가 관찰되며, 의치상의 침하 및 인
공치의 마모에 의한 #26, 44, 45 대합치의 정출이 일어나 
교합평면의 부조화를 보였다(Fig. 1, 2).

진단 과정에서 관찰된 내용을 근거로 기울어진 교합

평면의 개선을 동반한 기능성과 심미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악 수복하기로 결정하였다. 환자는 심미성을 위한 전
치부 치아의 고정성 수복을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기능

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치료를 원하였다. 따라서 상악은 

#11, 12, 14, 21, 22, 24 자연치아와 #15, 16, 17, 25, 27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 수복을, 상대적으로 무
치악 범위가 넓은 하악은 #33, 44, 45 자연치를 이용하

여 전방부 고정성 보철 제작 후, 치조골 흡수량이 큰 후
방 무치악 부위에 #37, 47 임플란트 식립하여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로 수복하기로 하였다. 하악 임플란트 보

Fig. 1. Pre-treatment panoramic radiograph.

Full mouth rehabilitation utilizing 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with a canted occlusal plane: a case report

Fig. 2. Intra-oral status in the initial examination.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at 
maximum inter-cuspal position,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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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소의치의 유지장치는 Locator® 부착장치(Zest An-
chors Inc. Escondido, USA)로 선택하였다.

교합면간 거리, 전정 간 거리, 안모 계측, 심미, 발음 등
을 참고하여 수직고경 평가 후 기존의 수직고경을 유지

하기로 하였다. 이상적인 교합평면을 가지도록 전악 납
형 형성 시행하였고, 측방 운동 시 교합력 분산을 위해 좌
우 모두 견치부터 소구치까지 군기능 교합을 부여하였다

(Fig. 3). 이후 1차 임시보철물을 제작하여, 환자에게 장
착하였다. 

스텐트를 이용하여 컴퓨터 단층 사진을 촬영한 후, 부
족한 치조골 폭을 가지는 상악 우측 구치부에 치조골 증
대술(ridge augmentation)을 계획하였다(Fig. 4A). 하악

의 경우 양측 제2대구치 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식립하여 
후방 연장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의 구치부 지지를 담
당하도록 하였고, 치조골 폭이 부족한 하악 우측 구치부

는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치조제 분할술(ridge split-

ting)을 계획하였다(Fig. 4B, 4C).
상악 우측 구치부의 치조골 증대술 시행하였고, 12개

월 후 컴퓨터 단층 사진을 촬영하여 안정적으로 골형성

됨을 확인하였다(Fig. 5A). 치조골의 높이를 얻기 위해 
osteotome을 이용한 치조정 접근법으로 점막거상술(si-
nus lifting)시행과 동시에 #15, 16, 17 임플란트를 식립

하였고, #25, 27 위치에도 동시에 임플란트(#15: 4.0 × 
10 mm, #16, 17: 4.5 × 10 mm, #25: 3.6 × 10 mm, #27: 
5.0 × 10 mm (Superline, Dentium, Seoul, Korea))를 식
립하였다.  상악 우측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3개월 후 이
차 수술을 통하여 치유지대주를 연결하고 낮은 협측 전
정의 높이와 좁은 부착치은의 폭을 회복하기 위해 치근

변위판막술과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하악의 우
측 구치부에 치조제 분할술을 시행하고, #37, 47 부위에 
임플란트(#37: 4.0 × 10 mm, #47: 4.0 × 12 mm (Super-
line, Dentium))를 식립하였다(Fig. 5B).

Han AR, Kwon TM, Kim KA, Seo JM

Fig. 3. Diagnostic wax-up model. (A) Lateral movement- right side: group function, (B) Maxillary occlusal view, 
(C) Lateral movement- left side: canine guidance, (D) Right lateral view, (E) Frontal view, (F) Left lateral view, (G)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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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uted tomography (CT) images of #15, 16, 17 and 47 before guided bone regeneration. (A) Width of alveolar 
bone insufficient for #15, 16 and 17 implantation before ridge augmentation. (B) Width of alveolar bone insufficient for 
#47 implantation before ridge splitting.

A

B

Fig. 5. Panoramic X-ray finding and CT images after surgery. (A) Computed tomography (CT) images after ridge 
augmentation on #15, 16 and 17 area. (B) Panoramic X-ray view after implantation on #15, 16, 17, 25, 27, 37 and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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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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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플란트를 포함한 인상을 채득하여 제작한 주모

형을 교합기에 부착하였다. 진단 납형 형성을 반영하여 
최종보철물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임시보철물을 제작하

여 구강내 장착하였다(Fig. 6). 

환자는 2개월 간 2차 임시보철물 사용 후 심미적, 기능

적으로 매우 만족해하여, 최종보철물을 제작하기로 하
였다. 임플란트 지대주는 CAD/CAM 시스템을 이용한 
맞춤형 티타늄 지대주(Myplant, Raphabio Co., Seoul, 
Korea)로 제작하였고, 최종 전악 납형 형성 시행 후 맞
춤형 지대주를 연결한 최종 모형과 납형 형성 모형을 
double scanning (Identica, Medit, Seoul, Korea) 하였다. 
구치부는 단일 지르코니아(Prettau, Zirkozahn, South 
Tyrol-Gais, Italy)로, 상, 하악 6 전치는 지르코니아 코어

(Prettau) 제작 후 상부 도재(IPS e.max Ceram,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를 축성하여 최종보철

물을 제작하였다. 맞춤형 지대주를 구강 내에 체결하고, 
최종 고정성 보철물을 합착하였다(Fig. 7).

Fig. 6.  Frontal view of 2st provisional restoration.

Fig. 7. Definitive fixed prosthesis was delivered.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at 
maximum inter-cuspal position,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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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의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 제작을 위하여 #37, 
47 부위 임플란트에 Locator® abutment 체결 후 비가역

성 친수성 인상재로 예비인상 채득하였다. 개인트레이를 
제작하여 변연 형성 후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Aqua-
sil ultra LV, Dentsply Caulk, Milford, USA)를 이용하여 
최종 인상채득 하였다. 이후 통법 대로 국소의치를 제작

하여 구강 내에 장착하고, 교합조정을 통해 전방 운동 시 
구치부 이개와 측방운동 시 좌우측 군기능 교합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8).

최종 의치 장착 2주 후 Locator® 부착장치를 직접법으

로 부착하고, 하악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를 pick up 인
상 채득하였다. 이후 기존의 인공치 교합면을 삭제한 후 
(기능 교두: 2 mm, 비기능 교두: 1.5 mm, 치경부에서 변
연 두께: 1 mm) double scanning법으로 제작한 지르코니

아 교합면으로 교체하였다(Fig. 9, 10). 환자에게 구강위

생 및 의치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정기적으로 내원

하여 임상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고찰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에서 식립된 임플란트에 대한 
여러 후향적 연구들에서 생존율은 95 - 100%로 높게 나
타나며,7-10 비록 많은 증례에서 장기간에 걸쳐 검증되었

다고 할 수 없으나 후방 무치악 부위에서 소수의 임플란

트만으로도 충분히 의치를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Keltjens 등은 가능한 임플란트가 후방에 위치하는 것

이 최대의 의치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하악의 후방 
연장 무치악에서 6 - 8 mm 길이와 최소 2.5 mm 이상의 
임플란트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 한편 
Verri 등1과 Cunha 등11은 유한요소분석 실험에서 가능

한 길이가 길고, 직경이 큰 임플란트의 식립을 추천하였

다. 또한 식립 위치에 대하여 Cunha 등11은 제1대구치 위
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의치의 변위량이 가장 작
고, 제2소구치 부위에 식립했을 때 지대치의 스트레스 분

Full mouth rehabilitation utilizing 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with a canted occlusal plane: a case report

Fig. 8. IARPD was delivered.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at maximum inter-cuspal 
position,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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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ost-treatment panoramic radiograph. 

산에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Kim 
등12은 제1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임
플란트에 심한 응력이 집중되고 후방 무치악 부위에도 
응력이 많이 작용하므로 임플란트 식립 위치는 제2대구

치 부위 혹은 그 후방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본 증례에

서는 제한된 치조골 폭과 길이 내에서 가능한 큰 임플란

트를 선택하였고, 임플란트 후방 무치악 부위의 응력과 

단일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능

한 무치악부의 후방에 식립하고자 하였다.   
한편 Wismeijer 등13은 양측성 후방연장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치유 지대주를 이용하여 지지만을 
부여한 경우와, 부착장치를 연결하여 지지와 유지를 부
여한 경우 중 후자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고 보
고하였다. Pellizzer 등14도 유한 요소 분석을 통해 임플란

트 보조 국소의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retention system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지지만을 부여

한 경우 보다 부착장치를 사용한 경우가 의치상 하방의 
응력 분산에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증례에

서는 resilient 부착장치인 Locator® 부착장치를 선택하여 
임플란트에 부착하여 부가적인 유지를 부여하였다. 이는 
작은 악간 거리에도 사용 가능하고, 수직적인 탄성이 있
어 응력 완화 효과를 지니며 임플란트 식립 각도를 보완 
및 유지력의 크기 조절도 가능하여 임플란트 보조 국소

의치의 유지장치로 적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5 
본 증례에서 하악의 양측 제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를 식립하여 치아-조직 지지의 후방 연장 국소의치를 치
아-임플란트 지지로 변환하고, Locator® 부착장치를 이

Fig. 9. Replacement from resin occlusal plane with zirconia occlusal plane replacement of occlusal plane from resin 
to zirconia. (A) Pick-up impression of IARPD with artificial resin teeth using irreversible hydrocolloid materials, (B) 
Preparation of the artificial resin teeth and fabrication of zirconia occlusal plane using/through double scanning 
method, (C) Final denture after cementation of zirconia occlusal prosthesis on the occlusal surface.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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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추가적인 유지를 부여한 후 환자는 기존에 사용

했던 하악의 후방 연장 국소의치에 비해 새로운 의치의 
유지 및 안정, 저작 등에 매우 만족해하였다. 상악의 지르

코니아 교합면과 대합되는 하악 의치의 인공치의 마모에 
의한 대합치의 추가적 정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치의 
교합면을 지르코니아로 교체하였다. Ghazal 등15은 레진 
인공치와 세라믹 인공치의 two-body wear 실험 결과, 교
합과 수직고경을 유지하고 마모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대합치가 자연치이거나 세라믹 교합면을 갖는 경우 
세라믹 인공치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다.

이후 주기적인 임상 및 방사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

며, 추후 장기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잔존치조제의 
흡수에 따른 의치상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의치상의 이장(relining)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증례는 기울어진 교합평면을 가진 하악의 양측성 
후방 연장 국소의치 환자에서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교합

평면을 가지는 고정성 및 가철성 보철물을 이용하여 전
악 수복하였다. 의치상의 침하를 막기 위해 후방 구치부

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의치를 지지하도록 하고 인공치

의 마모를 막기 위해 의치의 교합면을 지르코니아로 교
체함으로써 대합치의 정출을 방지하고 바로 잡은 교합평

면이 장기간 유지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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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교합평면을 갖는 환자에서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를 이용한 전악 수복 증례

한아름1, 권태민1, 김경아2, 서재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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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를 보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후방 연장 국소의치에 부가적으로 유지와 지지를 얻는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

(implant-assisted RPD, IARP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증례는 장기간 후방연장 국소의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심하게 기울어진 교합평면을 가진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상악의 고정성 보철 수복과 하악의 지르코니아 교합면을 가지

는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를 이용하여 심미적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합평면을 가지도록 전악 수복하였으며, 기능

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6;32(3):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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