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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분 혹은 완전 무치악 환자의 수복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물은 예지성 있는 치료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 고정성 임플란
트 보철물은 치아 삭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가철성 국소의치
에 비해 높은 저작력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가 치아를 모두 가
지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1 하지만 임플란트의 장
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이상적인 위치와 각도의 임플란트 식립
이 동반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잔존 골의 양과 질 혹은 해
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Panorama 
radiograph 등의 방사선 사진은 환자의 자세와 악골의 만곡에 의
한 왜곡이 존재할 수 있고, 3차원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악
골의 폭경이나 신경과 같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평가가 불가
능하다.2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one beam computerized 

tomography (CBCT)가 소개되었고, 임플란트 진단 소프트웨어
와의 접목으로 보다 정교한 임플란트 수술 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computer-aided design /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D/CAM)의 발전을 통하여 계획했던 
위치에 보다 근접하게 임플란트의 식립이 가능한 surgical guide
의 제작이 가능함으로써 guided surgery가 시도되고 있다.3,4

Guided surgery는 미래의 보철물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가
상 계획 소프트웨어를 통해 stereolithographic template를 제작
하는 기술을 통해 술자가 계획한 최종 보철물에 적합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보다 재현성 있는 치료 계
획 설정이 가능하고, 하치조신경, 상악동 등의 해부학적 구조의 
손상을 감소시키므로 안정적인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할 수 있
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 전에 임시 보철물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
고 필요 시 임플란트 식립 후 즉시 하중을 쉽게 가할 수 있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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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5

본 증례에서는 상,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surgical 
stent를 이용하여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로 수복하였으며, 만족
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치과 보철과에 59세의 남자 환자가 전악 
보철 수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상하 완전 무치악 상태로 3개
월 전 상, 하악의 잔존치아를 심한 치주염을 이유로 전악 발치하
였으며, 특별한 pre-medical history는 존재하지 않았다. 임상 및 
방사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와 상의 후 임플란트를 이용
한 고정성 보철물 제작을 계획하였다 (Fig. 1).
수술 전 임시의치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복제하여 방사선적 진
단을 위한 stent로 활용하였다. Radiographic stent 착용 후 촬영
한 CBCT와 진단모형을 스캔한 자료를 중첩하여 임플란트 식
립을 계획하였다. 임플란트 진단 소프트웨어 (In2 guide on de-
mand 3D software, Cybermed, Seoul, Korea)를 이용하였으며 
치료 계획에 따라 surgical guide 및 provisional restoration을 제
작하였다 (Fig. 2).
국소마취 하 surgical guide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
하였다. Surgical guide를 상악, 하악 각각 3개의 fixation pin으
로 고정하였으며, 상악에는 #14, #15, #16, #21, #23, #24, #26의 
위치에 총 7개, 하악에는 #33, #34, #36, #43, #44, #46의 위치에 

총 6개의 Neo CMI implant (NeoBiotech, Seoul, Korea) 를 식립
하였다. 단, drilling 후 surgical stent는 구강 내에서 제거 하였으
며, 이후 flap을 거상하여 최종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하였다 (Fig. 
3). 임플란트 식립 2일 후 낮은 초기 고정력을 보인 #21i, #23i, 
#43i를 제외한 임플란트에 기성 abutment 체결 후 미리 제작해 
놓은 PMMA provisional prosthesis을 relining 후 장착하여 즉시
하중을 가하였다 (Fig. 4). 
수술 후 임시 보철물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및 평가하였으며 
임플란트 식립 2개월 후 #21i, #23i 이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
차 수술 1개월 후 primary impression 채득하여 individual tray 
제작 시행하였으며, polyvinylsiloxane 인상재 (Aquasil XLV, 
Dentsply Sirona, York, PA, USA)와 Pick-up impression coping 
을 사용해 보철물 제작을 위한 정밀인상채득을 시행하였다. 자
가중합 레진과 파라핀 왁스를 이용해 교합제를 제작한 뒤 교합
평면과 수직고경을 결정하였다. 악간관계 채득 및 안궁이전 시행
하여 교합기에 마운팅하였다. 교합기에 마운팅 된 주모형상에서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구강내 장착하였다 (Fig. 5). 
장착 3개월 후 provisional prosthesis를 scanning 하여 custom 
abutment와 최종 보철물을 CAD/CAM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보철물을 구내 시적하여 악간관계와 심미를 재평가하였
으며, 완성된 보철물을 구강 내에 장착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 치
료 시행하였다. 관찰기간 동안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 이
상소견 발견되지 않았으며, 환자는 향상된 저작 능력과 심미적
인 안모에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Fig. 6, Fig. 7).

Fig. 1. Preoperative view (A) upper, (B) lower intraoral photo, (C) panoram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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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brication of surgical stent. (A) Treatment planning of upper jaw, (B) Upper surgical stent, (C) Treatment planning of lower jaw, (D) Lower surgical 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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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plant placement. (A) Sitting of upper stent, (B) Upper jaw after initial drilling, (C) Upper jaw after surgery, (D) Sitting of lower stent, (E) Lower jaw 
after initial drilling, (F) Lower jaw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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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livery of provisional restoration. (A) Connection of ready-made abutment on upper jaw, (B) Upper jaw occlusal view after delivery of provisional res-
toration, (C) Panoramic view, (D) Connection of ready-made abutment on lower jaw, (E) Lower jaw occlusal view after delivery of provisional restoration, (F) 
Follow up check after 2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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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brication of second provisional prosthesis. (A) Master cast of upper jaw, (B) Master cast of lower jaw, (C) Jaw relation, (D) Face-bow trasfer, (E) De-
sign of prosthesis, (F) Provisional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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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Guided surgery는 지지되는 조직에 따라 tooth, bone, mucosa 
supported guides로 분류될 수 있다.6 본 증례는 완전 무치악 환
자에서의 임플란트 수술로 mucosa supported guide를 제작하여 
임플란트 식립수술을 진행하였다. Mucosa supported guide를 
이용한 flapless surgery는 수술 후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hemor-
rhage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7 tooth supported guide에 

비해 정확도가 부족하며, 임플란트 식립 위치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6 또한 bony interference에 의한 surgical guide의 불완
전한 seating이 발생할 수 있다.8 따라서 본 증례에서 drilling 후 
flap을 거상하여 임플란트의 최종 식립 위치를 확인하였다. 

Di Giacomo 등9은 deviation이 발생하는 이유로 guide tube
의 micromotion, guide drill 보다 0.2 mm 더 넓은 guide tube
의 직경, 낮은 해상도의 CBCT, surgical guide의 misplacement, 
osteotomy 후 freehand placement 등을 제시하였다. Schneider 
등10은 systematic review를 통한 meta 분석 연구를 조사한 결과 
수술전 계획단계에서 software 상의 임플란트와 실제 식립된 임
플란트 간의 평균 1.07 mm의 entry point deviation, 1.32 mm의 
apex deviation, 0.43 mm height deviation, 5.26°의 angular de-
viation을 보고하였다. 한편 surgical guide의 오차로 인한 해부
학적 구조의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2 mm의 safety zone
이 제시되었다.11 

Raico Gallardo 등6은 supported tissue 간 오차를 측정하였으
며 그 결과 tooth supported guide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
고 mucosa supported guide, bone supported guide 순서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Bone supported guides는 많은 flap elevation
이 요구되므로 reflected tissue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증례에서는 선택되지 않았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3개의 
fixation pin을 사용해 stent를 고정한 mucosa supported guide를 
선택하였다. 본 증례에서 임플란트 식립시의 오차는 미리 제작
된 provisional prosthesis가 문제 없이 장착될 정도로 적은 수준
의 차이를 보였다. 이 보철물은 정밀인상채득 후 새롭게 제작된 

Fig. 6. Delivery of final prosthesis. (A) Upper jaw occlusal view after abutment connection, (B) Frontal view after connection of abutment, (C) Lower jaw occlu-
sal view after abutment connection, (D) Upper jaw occlusal view after delivery of final prosthesis, (E) Frontal view after delivery of final prosthesis, (F) Lower 
jaw occlusal view after delivery of final pros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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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alysis of smil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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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al prosthesis가 장착되기 전까지 문제 없이 사용되었다. 
Guided surgery가 가지는 complication은 크게 surgical com-

plication과 prosthetic complication으로 분류 할 수 있다.9 Sur-
gical complication에는 surgical guide의 파절, drilling 시의 과
도한 열 발생, 구치부 식립시 limited interocclusal distance로 인
한 기구도달의 문제점 등이 존재한다.8,10-12 특히 surgical guide 
장착 후 drilling을 시행할 경우 metal sleeve에 의한 irrigation의 
방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원활한 기구 조작
을 위해 술 전 개구량의 평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Prosthetic 
complication에는 prosthesis misfit, 과도한 occlusal adjustment, 
incomplete seating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9,10

본 증례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2일 후 미리 제작된 provisional 
prosthesis를 연결하여 immediate loading을 시행하였다. 이전
의 immediate loading process는 기존에 사용하던 의치를 수정
하여 임플란트에 연결하거나 식립된 임플란트에 전통적인 인
상 과정을 통하여 provisional prosthesis를 제작하였다.1 그러
나 chair time이 증가하고 환자의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제
작 과정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존재하였다.4 본 증례에서 수술 
전 CAD/CAM으로 제작된 provisional restoration은 수립된 수
술 계획에 따라 제작되어 쉽게 식립된 임플란트에 장착할 수 있
었으며 chair time을 줄여 환자와 술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
다. Immediate loading의 고려사항으로는 적절한 임플란트의 수
와 위치, 감소된 occlusal table, rigid splinting, 주기적인 occlu-
sion check 등이 제시되며, 그 중 안정적인 초기고정이 매우 중요
한 요소로 여겨진다.13 따라서 본 증례에서 낮은 insertion torque 
value가 관찰된 #21i, #23i, #43i 임플란트를 제외하였으며, 1 
Unit으로 제작된 provisional prosthesis로 rigid splinting을 시행
하고 주기적인 내원을 통해 교합조정을 시행하였다. Immediate 
loading을 시행함으로써 저작기능을 회복함과 함께 심미적인 안
모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환자가 치아 상실 전의 모습을 되
찾을 수 있었다.
본 증례에서는 provisional prosthesis의 형태를 스캐닝하여 지
대주와 중첩시키는 double scann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모델스캐너를 이용하여 임시 보철물을 스
캔하였으며, 최종보철물의 디자인 후 사용되었던 임시 보철물 이
미지 파일과 중첩하여 제작함으로써, 임시 보철물의 조절사항을 
최종보철물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3개월 간 사용하였던 임시 보
철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기에 환자는 보다 쉽게 최종 보
철물에 적응할 수 있었으며, 최종 보철물 장착 후의 환자의 안모
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증례는 전악 무치악 환자에게 surgical guide를 이용하여 적
합한 수술 전 보철계획과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으며 imme-
diate loading을 통해 환자의 기능을 즉시 개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만족할만한 심미적, 기능적인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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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Implant-Guided Surgery를 이용한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의 전악 수복 증례

김성모1 � 박진홍2 � 류재준1 � 신상완2 � 이정열2*

1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치과 보철과, 2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임상치의학 연구소

Cone beam computerized tomography (CBCT)의 발전은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3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Surgical guide는 CBCT와 
CAD/CAM, 임플란트 진단 소프트웨어의 접목을 통해 미래의 보철물을 계획하고 적합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한다. Guided surgery
를 통해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침범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보다 재현성 있는 치료계획의 설정이 가능하다. 본 증례는 전악 무치악 환자에
게 surgical guide를 이용하여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증례로 수술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임시 보철물을 미리 제작함으로써 보다 쉽게 
immediate loading을 시행할 수 있었다. 환자는 개선된 안모와 저작기능에 만족하였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18;56:126-33)

주요단어: Surgical stent; Guided surgery; 즉시하중;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 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D/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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