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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반적으로 단일 치아의 보철 제작을 위한 인상채득

은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한 인상채득으로서 이는 한 번
에 상하악의 관계와 지대치의 인상을 동시에 채득하는 
방법이다.1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하는 폐구인상법은 시
간이 절약되고 재료가 적게 들며 환자가 편하다는 장점

이 있다.2 한편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인상채득의 경우, 
단일치와 다수치의 구분 없이 주로 pick up 인상법 또는 
transfer 인상법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로 상하악을 따로 
개구인상채득 후 교합기에 부착하였다.3 동요도가 거의 
없는 임플란트의 특성상 임상, 기공 과정에서의 오차를 
수용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작업모형을 얻기 
위한 인상 과정은 중시된다.4,5 특히 pick up 인상법은 교
합면에 수직한 방향에서 transfer 인상법보다 좀더 정확

한 인상으로 평가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다.6 
그러나 개구인상법으로 전악 인상을 채득하여 교합기

에 부착한 모형의 경우 각 모형 내 임플란트 위치의 정확

성은 확보할 수 있더라도 교합기 부착 단계에서 기포 등 
하나의 오류가 전체 교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폐구인상법으로 인상채득 후 교합기에 부착

한 모형에 비해 큰 교합 오차가 발생한다.7 그러므로 악
간 공간이 충분하고 대합되는 치아가 충분하여 상하악

간 교합 수직고경이 유지되고 있는 단일 임플란트 인상

채득의 경우에는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한 폐구인상이 오
차 발생에 대해 유리할 수 있다.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한 
폐구인상채득 시에는 임플란트와 치아의 인상이 교합력 
하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동일한 교두 위치가 재
현될 수 있으므로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다. 
또한, 상하악 악간 위치 관계가 더 정확하며, 인상채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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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mouth impression technique by using bite tray is preferred for single tooth impression taking. However, for implant 
impression taking, open mouth impression technique by using single arch tray is generally used whether it is for single implant or 
multiple implant. Closed mouth impression technique by using bite tray can save time and materials. It also decreases the chance of 
error occurrence when a model is mounted on an articulator. In this case report, we tried to show a satisfying result of fabricating 
single implant fixed prosthodontics after bite tray impression taking by using two different copings for closed mouth impression. (J 
Dent Rehabil Appl Sci 2017;33(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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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최소화되는 유리한 점이 있다.8

폐구인상채득을 위해서는 인상 방법 상 transfer 인상

용 코핑 형태가 필요하다. 인상용 코핑은 표면, 길이 등 
디자인에 따라 인상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
크릴릭 레진 transfer cap이 있는 등 특별한 형태를 갖는 
인상용 코핑은 좀 더 정확한 인상을 얻는다고 보고되었

다.9 기존의 transfer 인상용 코핑은 코핑의 안정성을 얻기 
위해 길이가 인접치보다 길게 제작되어 대합치와의 공간

을 고려하지 않는 개구인상법을 전제로 제작되었다.
임플란트 치료가 일반화되었으나 정밀하면서 동시에 

간편한 인상채득 방법이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다. 본 증
례보고에서는 2 가지 종류의 폐구인상용 코핑을 이용해 
바이트 트레이로 인상채득 후 단일 임플란트 고정성 보
철물을 제작함에 있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보고하

고자 한다.

증례보고

증례 1

48세 남환으로 8년 전에 식립한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임플란트 고정체의 동요도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엑스

레이 촬영 결과 고정체의 파절이 관찰되어 발거하고 4개

월 뒤 폭 4.5 mm, 길이 10 mm의 임플란트 고정체(TSIII 
SA, Osstem, Seoul, Korea)를 one-step 방식으로 식립

하였다. 치유 기간 후 ISQ 75의 안정된 골융합을 확인하

여 보철 치료를 시작하였다. 체결된 치유 지대주를 기준

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임플란트 플랫폼에서 교합면까지 
거리가 바이트 인상용 코핑의 길이인 8 mm 보다 길며 식

립 방향이 인접치 치축과 비슷하여 바이트 인상용 코핑 
시스템(AD-I-ONE, ROADDENTAL, Incheon, Korea)
을 이용하여 바이트 트레이 인상채득을 하기로 하였다

(Fig. 1).
식립된 임플란트 고정체의 규격에 맞는 폭 4.5 mm, 

cuff  높이 4 mm의 코핑(AD abutment, ROADDEN-
TAL)을 선택 후 코핑의 상부에 폭 4.5 mm의 인상용 cap 
(AD impression cap, ROADDENTAL)을 체결하였다. 
코핑의 상부에 인상용 cap을 체결 시 하나의 둥근 nutch 
및 두 개의 일직선 nutch가 각각의 위치에 일치하도록 위
치시켰다. 인상용 cap이 결합된 코핑이 임플란트 고정체

에 연결될 때 임플란트 플랫폼 상부로 노출되는 길이는 
8 mm이므로 인상채득 시 8 m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

다(Fig. 2). 인상용 cap이 결합된 코핑을 구강 내 임플란

Fig. 1. Measurements performed on radiograph. H is 
4 mm. Based on the radiographic view, D is supposed 
to be more than two times of H. H, height of healing 
abutment; D, distance from the fixture platform to the 
expected occlusa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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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Impression coping, (B) Impression cap, (C) Impression coping with impression cap. The total length above the 
fixture platform is 8 mm. a, round nutch; b, flat nu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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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고정체에 연결하고 Acu-Film 교합지를 이용하여 대
합치와 간섭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구치부용 바이트 트레

이(Dentian bite tray, Seilglobal, Busan, Korea)와 실리콘 
인상재(Aquasil Ultra Monophase and Aquasil Ultra LV, 
Dentsply DeTrey GmbH, Konstanz, Germany)를 이용

하여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임플란트를 위한 인상채득을 
하였다. 이후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인상용 코핑을 제거하

여 임프란트 유사체와 연결 후 인상체 내에 남아있는 인
상용 cap에 재위치 시켰다(Fig. 3).

Type IV 석고(SnowRock, DK Munkyo, Gimhae, Ko-
rea)를 100 g 당 물 20 mL의 혼수비로 진공 혼합하여 인
상체에 주입하고 초기 경화 후 대합치 부분에 Type III 
석고(SnowRock, DK Munkyo)를 부었다. 1시간 후 인상

체에서 모형을 제거하고 모형을 트리밍 후 단순 접번 교
합기에 교합기 장착하였다. 이상적인 emergence profile 
형성 및 최종 보철물의 균일한 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하였으며 상부에 나사 구멍을 형성

한 완전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보철물 장착 날, 구강 내에서 치유 지대주 제거 및 맞

춤 지대주 체결 후, 상부에 크라운을 시적하여 변연 적
합, 인접면 접촉 및 대합치와 교합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

하였다. 30 Ncm 토크로 나사를 조인 후 10분 뒤 다시 조
임 토크 부여10 후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레진 시멘트(Re-
lyX™ U200, 3M ESPE, Seefeld, Germany)로 접착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 시행하였다(Fig. 4).

증례 2

62세 여환으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치관이 우식으로 
상실되고 치근만 남아 이 치아를 발거 후 임플란트를 식
립하기 위해서 내원하였다.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치근을 
발거하고 3개월 뒤, 폭 4.5 mm, 길이 8.5 mm의 임플란

트 고정체(TSIII SA, Osstem)를 one-step 방식으로 식립

하였다. 4개월 뒤 악간 거리가 충분하고 임플란트 고정체

의 식립 방향이 인접치 치축과 비슷하여 증례 1과 기능이 
비슷한 또 다른 회사의 바이트 인상용 코핑 시스템(Bite 
Impression Coping, SHINHUNG, Seoul, Korea)을 이
용하여 바이트 트레이로 폐구인상채득 하였다.

Fig. 3. (A) Impression coping with cap is connected to the implant fixture. (B) Impression cap was removed from the 
mouth together with the set impression while impression coping was retained in the mouth. (C) Reposition the impres-
sion coping connected with the laboratory analog in the impression cap.

A B C

Fig. 4. Six months after definitive prosthesis delivery. (A) Occlusal view. (B) Lateral view.

A B

Implant impression using closed mouth impression technique: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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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길이 4 mm, 치은 높이 4 mm의 인상용 코핑

(Luna, Bite Impression Coping, SHINHUNG)을 선택 
후 전용 드라이버(Bite Impression Coping Driver, SHI-
NHUNG)로 임플란트 고정체에 체결하였다. 인상용 코
핑의 크기가 작고 잡을 수 있는 형태가 없으나 전용 드라

이버를 연결하였을 때 술자가 잡을 수 있는 길이와 형태

가 되어 고정체에 코핑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코핑의 위치 
고정에 유리하였다. 인상용 코핑과 대합치가 서로 간섭

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구치부용 바이트 트레이와 실리콘 
인상재를 이용하여 인상채득을 하였다(Fig. 5).

구강 내에서 인상용 코핑을 제거하여 임플란트 유사체

와 연결하였다. 인상체에 채득된 인상용 코핑 형상에서 
평행한 두 면에 맞추어 임플란트 유사체가 연결된 코핑

을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Fig. 6). 위치된 임플란트 유사

체 경부 주변으로 artificial gum 제작용 인상재를 주입한 
뒤 초경석고 주입 하고 반대편에 경석고 주입하여 바이트 
트레이에서 모형을 완성 후 교합기 장착하였다. 이상적인 
emergence profile 형성 및 최종 보철물의 균일한 두께를 
보장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 후 상부에 나사 
구멍을 형성한 금속 도재 보철물을 제작하였다(Fig. 7). 

Fig. 5. (A) Impression coping connected with bite impression coping driver. (B) Intraoral view of impression coping in 
place. (C) The patient is biting the bite tray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impression taking method.

A B C

Fig. 6. (A) Impression body was removed from the oral cavity while impression coping remained in the mouth. The 
shape of the coping in the impression shows parallel two faces (arrows) facing each other. (B) The impression copings 
removed from the mouth were repositioned on the impression after connecting with the laboratory analog.

A B

Fig. 7. (A) Customized abutment on working cast. (B) Customized abutment and PFM crown. (C) Restoration on the   
definitive model.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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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ive months after definitive prosthesis delivery. (A) Occlusal view. (B) Lateral view.

A B

구강 내에서 치유 지대주 제거 및 맞춤형 지대주 체결 
후, 상부에 크라운을 시적하여 변연 적합, 인접면 접촉 및 
대합치와 교합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하였다. 30 Ncm 토
크로 나사를 조인 후 10분 뒤 다시 조임 토크 부여 후 금
속 도재관을 레진 시멘트(RelyX™ U200, 3M ESPE)로 
접착하고 정기 점검하였다(Fig. 8).

고찰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달리 동요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밀한 인상채득을 통해 임플란트 고정체와 상부 보철물 
간 수동적 적합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11 그동안 임플란

트 인상채득을 위해서는 중합 후 변형이 적은 실리콘 인
상재와 개인 트레이를 이용한 개구인상채득법을 시행하

였다.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개구인상채득법은 transfer 
인상법 및 pick up 인상법 두 가지로 구별되고 회사 별로 
약간의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편악 트레이를 이용하는 
점은 동일하였다.12

그러나 최근, 재료의 낭비, 부가적 환자의 내원 횟수, 
치료 기간,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기능과 목적을 가진 
제품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고 앞서 두 증례에 사용된 
AD-I-ONE과 바이트 인상 코핑의 경우, 바이트 트레이

를 이용한 폐구인상법을 통해 이를 도모하였다.13 폐구

인상채득은 한 번의 인상채득으로 대합치와 대합치와의 
관계를 같이 채득할 수 있어 따로 바이트 인기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다.14 그러므로 많은 정보

가 필요 없는 짧은 인상채득 범위에서는 바이트 트레이

를 이용한 폐구인상채득이 필요한 정보만 얻어내고 절차

를 줄일 수 있어 유리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transfer type 인상용 코핑과 최근 폐구인상채득

을 고려한 코핑은 인상체에서 코핑이 분리되었다가 재위

치 된다는 원리가 같다. 그러나 transfer type 인상용 코핑

의 경우, 개구인상법을 전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긴 형
태를 가짐으로써 접촉 면적을 넓혀 인상체 내로 고정되

도록 디자인된 반면 폐구인상채득용 코핑의 경우 좁은 
악간 공간에 적용 가능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

로 짧은 코핑을 인상체 내로 정확한 위치로 고정시키기 
위해 형태적 요소가 부여되었다. 

첫 번째 증례의 경우 인상체 내로 인상용 코핑을 재위

치 시키기 위한 인상용 cap이 따로 있어 인상체 내에 코핑

을 넣었을 때 단단히 잡아 주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만큼 
구강 내에서 요구 공간이 길어져 최소 8 mm의 공간이 있
는 증례가 아닌 경우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두 번째 증례

의 경우 인상용 코핑만 연결하면 되어 악간 공간이 더 짧
은 곳에서 사용 가능하였으나 인상체 내에 임플란트 유
사체를 연결한 코핑을 단지 4 mm 깊이의 중합된 실리콘 
인상재로 고정하므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였다. 그러나 
두 증례 모두 임상적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인상채득 과정에서 트레이 변형은 이후 인상체의 변형

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트 트레이 재료는 견고성

이 있어 채득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그러나 경화 후 단단해진 실
리콘 인상재가 트레이의 변형 후 반동을 막는 역할을 한
다.7 단일 임플란트를 인상채득한 본 증례에서는 플라스

틱 바이트 트레이를 사용하고 흐름성이 좋은 light body 
와 medium body 실리콘 인상재를 사용하였으나 임상적

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냈다. 
두 증례 모두 최후방 구치부가 있는 단일 치아를 인상

채득 하는 단순한 증례였다. 그러나 최후방 구치부를 포
함한 다수 치아의 인상채득을 하는 경우나 교합 형식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바이트 트레이

Implant impression using closed mouth impression technique: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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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임플란트 인상채득이 시도 가능하다고 생각

된다. 플라스틱 바이트 트레이가 아닌 금속 프레임을 가
진 바이트 트레이의 사용, light body 가 아닌 heavy body 
등의 경화 후 더 견고한 인상재의 사용 등으로 이와 같은 
폐구인상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바이트 인상 코핑 을 이용한 임플란트 단일 고정성 보
철물 인상채득에서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환자 내원 횟수 및 chair 
time 이 줄어들었으며 술자와 환자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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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치아의 인상채득을 위해서는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한 폐구인상법이 선호된다. 그러나 임플란트 인상채득을 위해서

는 단일치와 다수치 구분 없이 편악 트레이를 이용한 개구인상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하는 폐구

인상법은 시간이 절약되고 재료가 적게 들며, 모형의 교합기 부착 시 상하악 악간 위치 관계 오차 발생 확률이 적다. 본 
증례에서는 2 가지 종류의 폐구인상용 코핑을 이용해 바이트 트레이로 인상채득 후 단일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제
작함에 있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보고하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7;33(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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