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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후방 연장 무치악부를 수복하는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전
통적인 치료의 선택으로는 가철성 국소의치와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이 있다. 가철성 국소의치의 경우 수술이 필요 없고 비용

이 고정성 보철물에 비해 저렴하며 구강위생관리 측면에서 장점

을 가지고 있으나, 안정이 부족하고 clasp이 심미적이지 않으며 
ridge가 흡수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의 
경우 수직고경이 안정적이며 사용이 편한 반면, 무치악 부위가 

넓을 경우 광범위한 수술, 고비용, 긴 치료기간 등의 단점이 있
다.1 최근 환자의 전신 건강과 요구, 치료 비용, 잔존 치조골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른 치료 대안으로, 두 가지 치료가 합쳐진 임플

란트 융합 국소의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2 특히 보험 임플란트

가 확대됨에 따라, 어태치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소수의 임플란

트 고정성 보철물을 국소의치 지대치로 이용하는 방법이 시도되

고 있다.3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의 장점은 골 결손부가 큰 경우나 생
역학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전통적인 가철성 국소의치보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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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options for posterior edentulous treatment include removable partial dentures and implant fixed prostheses. Recently, the concept of implant 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in which two treatments are fused, has been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systemic health and patient’s needs, costs, residual alveolar bone status and so on. 
Implant 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has th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retention and stability of the denture and improving its esthetics in cases of large bone defects 
or biomechanical disadvantage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strategically place the implants in a site where the alveolar bone is relatively sufficient, thereby overcome the 
limit of the conventional removable partial denture design as well as reducing the burden on a wide range of implant surgery. Cost reduction is also expected. In this case, the 
patient was treated by placing the implant in both premolar sites of the mandible and fabricating the distal extension removable partial denture with the implant fixed prosthe-
sis as an abutment. After delivering the definitive prosthesis, the patient showed satisfaction with the masticatory function and esthetics. and has been regularly followed-up 
for more than one year. The following 20-months follow-up case report describes the design of an implant-assisted-removable partial denture (IARPD) in which two cement-
retained implant crowns used to provide support and stability. (J Korean Acad Prosthodont 2018;56:323-9)

Keywords: 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Surveyed crown; Abutment

*Corresponding Author: Jung-Bo Huh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20, Geumo-ro, Mulgeum-eup, Yangsan 50612, Republic of Korea
+82 (0)55 360 5146: e-mail, neoplasia96@hanmail.net
Article history: Received June 12, 2018 / Last Revision August 8, 2018 / Accepted August 
23, 2018

2018 The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

cc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grant of clinical research funding of the Dental Hospita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2017.



324 대한치과보철학회지  56권 4호, 2018년 10월 

노경우�전영찬�정창모�윤미정�이소현�허중보 단일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을 이용한 하악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 20 개월 경과 관찰 증례 보고

력과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심미적이다. 또한 치조골 양
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위에 전략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전
통적인 국소의치 디자인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 다수의 임플

란트 식립을 통한 고정성 보철물보다 환자의 수술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의 임상 적용 방식은 임플란트를 의

치 하방에 두며 부착장치를 통해 이를 활용하는 ‘의치하방 연결 
술식’과 임플란트 지지 상부 보철물을 서베이드 크라운의 형태

로 만든 후 이를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활용하고, 그 위에 통상적

인 국소의치를 제작하는 ‘서베이드 크라운 활용 술식’의 두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의치하방 연결 술
식’의 경우는 문헌 보고가 다양해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
다.4 그러나 ‘서베이드 크라운 활용 술식’에 대한 문헌은 증례보

고들이 대부분이며, 임상연구 결과는 많지 않아 앞으로 좀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5,6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국소의치 지대

치로 이용할 경우, 가능하면 식립된 임플란트를 연결 고정하고, 
대합치의 상태와 교합평면의 평탄도를 고려하여 예후가 보장된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8 국소의치 설계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에 의지하는 증례의 경우에

는 장기적 기능력으로 인해 금속 구조물의 피로 파절이 일어날 
수 있어 충분한 레스트 시트의 깊이와 레스트의 두께를 설계하

는 것이 중요하다.3 
본 증례의 환자는 광범위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원치 않

았고, 무엇보다 의치를 제거한 상태에서도 심미적이기를 원
하였다. 그래서 식립 가능한 치조골을 가진 소구치 부위에 단
일 임플란트를 식립해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여 의치를 제거

한 상태에서도 심미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디자인하

였다. 최종 보철물 장착 후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 1년 이상 예

후를 관찰 중이다. 하악 후방연장 무치악자에서 단일 임플란

트를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이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통해 증진된 지지와 안정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상, 하악 가철성 국소의치를 사용해온 68세 여환으로, 1년전 
하악 RPD 지대치 파절과 아래틀니의 불편함을 주소로 내원하였

다. 개인 치과의원에서 2년전 상하악 국소의치를 제작했었고, 전
신 병력은 고혈압, 당뇨로 약물 복용중이었다. 

초진 시, 하악 전치 치관 파절 및 가철성 국소의치의 유지관리 
부족으로 양측 구치부 심한 골흡수가 관찰되었다 (Fig. 1, Fig. 
2). 파절된 하악 전치는 ferrule이 확보되는 충분한 치질 양으로 
재보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악은 가철성 국소의치 
장착 중으로 자연치 지대치는 건전하였다. 예전에 제작한 상악 
가철성 국소의치와 좌측 구치부 서베이드 브릿지는 교합평면의 
처짐이 관찰되었지만, 환자분은 비용상의 문제와 더 이상의 치료

를 원치 않아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셨다. 

Fig. 1. Initial panoramic radiograph.

Fig. 2. Initial intraoral photographs. (A) Right view, (B) Frontal view, (C) Left view, (D) Occlusal view (Maxilla), (E) Occlusal view (Mandible).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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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최소한의 수술과 의치를 제거한 상태에서도 심미적이

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치료계획 시, 하악 5전

치 지르코니아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고, 치질량이 부족한 하
악 좌측견치 잔존 치근 발치 부위와 하악 양측 제1소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생역학적으로 유리한 국소의치 디자인을 
하고자 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전까지 이전에 사용하던 하악 전
치부 보철물을 기준으로 임시 보철물 제작하고, 사용하던 의치

를 수리하여 임시의치로 사용하였다. 하악 좌측 견치, 하악 양측 
제1소구치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컴퓨터 단층 사진을 촬
영하여 골질 및 골량 평가한 결과, 견치 부위는 심한 치조골 부족

으로 식립이 어려웠다.하악 양측 제1소구치 위치에 합성골(Bio-
Oss, Geistlisch Pharmaceutical, Wolhusen, Switzerland) 이식 
후 임플란트(Osstem US II SA Ø4.0 × 10 mm, Osstem Implant, 
Seoul, Korea)를 식립하였다 (Fig. 3). #43 잔존 치근은 상아질과 
적은 탄성계수 차이를 보이며, 유사한 압축강도, 굴곡강도를 가
지는 Pekkton post-core (Pekkton, Cendres Métaux, Biel, Swit-
zerland)를 제작하여 근관내에서 양호한 응력분산을 통해 치근 
파절의 가능성이 낮추려 하였다. 레진 시멘트(G-CEM LinkAce, 
GC America, Alsip, IL, USA)를 이용해 Pekkton post-core를 접
착하였다 (Fig. 4). 그리고 하악 5전치 임시 보철물과 그에 맞게 
새로 제작한 임시 국소의치 장착하였다 (Fig. 5). 골 유착이 일어

나는 기간 동안 임시 보철물을 이용해 조직의 치유를 돕고 환자

의 저작, 발음, 심미 기능을 평가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6개월 후 최종 보철과정을 진행하였다. 안정된 

교합 및 수직고경을 확인한 후 fixture level에서 개인트레이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최종 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였다 
(Fig. 6A, B). 교합제를 이용해 악간관계를 채득하여 반조절성 
교합기(Hanau Modular Articulator, Whip Mix, Louisville, KY, 
USA)에 마운팅하였다. 모형을 scan하고 CAD 소프트웨어(Exo-
cad DentalCAD 2.2, Exocad, Darmstadt, Germany)의 가상 교합

기상에서 치아를 배열하고 밀링 머신(Trione Z, Dio, Busan, Ko-

Fig. 3. Panoramic radiograph after implant surgery.

Fig. 4. Pekkton post-core on #43.

Fig. 5. Temporary denture and temporary bridge.
Fig. 6. Fabrication of #34,44 customized titanium abutment (A) Final impression, (B) Master 
cast, (C), (D) Fabrication of #34,44 custom abutment using CAD/CAM system, (E), (F) Custom 
abutment tr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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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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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을 이용하여 titanium customized abutment(Pre-milled bar, 
Dio, Busan, Korea)를 제작하였다 (Fig. 6C, D). 제작된 titanium 
customized abutment를 구강 내에 장착하여 위치의 정확성과 적
합도를 확인하였다 (Fig. 6E, F). Titanium customized abutment
를 구강내에 장착한 상태에서 최종인상을 채득하고 교합제를 이
용하여 악간관계를 기록하여 반조절성 교합기에 마운팅 한 이
후, CAD/CAM system을 이용하였다. Software상에서 하악 양
측 제1소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 및 6-unit 하
악 전치부 지르코니아 고정성 보철물 디자인 하였다 (Fig. 7). 환
자의 구강전정이 낮고,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에 작용하는 
tilting force를 감소시키기 위해 RPA system을 사용하였다. 하악 

양측성 후방연장 가철성 국소의치를 위한 최종 인상을 채득하여 
최종모형 및 framework 제작하였다. 수정모형(altered cast)을 제
작하기 위하여 자가중합 레진(Vertex Trayplast NF, Dentimex, 
Zeist, Netherlands)으로 framework에 트레이를 제작하였다. 임
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에 작용하는 tilting force를 줄이기 위해, 
변연 형성(Compounds, Kerr Dental, Orange, CA, USA)후 선택

적 가압 인상법을 이용해 이차 인상(Imprint II Garant regular, 
3M ESPE, St. Paul, MN, USA)을 채득하였다. 그리고 상악 den-
ture를 기준으로 제작한 교합제를 이용하여 악간관계를 채득하

였다 (Fig. 8). 인공치아 배열 후 납형 의치를 구강내에 시적하여 
배열을 확인하여 통법에 따른 하악 가철성 국소의치의 최종 의치

Fig. 7. Intraoral photographs after surveyed crown, bridge placement. (A) Right view, (B) Frontal view, (C) Left view, (D) Occlusal view (Maxilla), (E) Occlusal 
view (Mandible).

A B C

D E

Fig. 8. (A) Final impression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 (B) Metal framework and occlusal rim, (C) Functional impression, (D) Bit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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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작하여 장착하였다. 최종 의치는 측방운동시 의치의 안정 
및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에 작용하는 측방력을 감소 시키기 
위해 양측성 균형교합을 부여하였다 (Fig. 9). 의치 장착 24시간

후 내원하도록 하여 의치의 교합 및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특별한 불편감 없이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20개월째 주기적인 
검사중이고, 특별한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찰

Bae 등9의 2년 임상연구결과에 따르면 임플란트에 attachment
를 연결하여 의치하방에서 활용한 경우보다 서베이드 크라운을 
활용한 경우에 임플란트 변연골 흡수가 더 적었고, attachment를 
사용한 경우에 마모로 인한 유지력 감소와 유지관리 빈도가 잦
았지만, 서베이드 크라운을 사용했을 때는 유지력의 감소가 나
타나지 않아 유지관리가 더 용이한 것 나타났다. 

이러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의 일반적인 고려사항들이 있
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사항으로 첫 번째, 가능하면 잔존치아에 
대칭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 두 번째로 
치조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길이와 직경이 큰 임플

란트를 지대치에 근접시켜 식립해야 지대치의 응력 분산에 유리

하다.11 세번째는 측방력의 최소화, 교합에 대한 안정적인 저항 
및 나사 풀림의 최소화를 위해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은 두 개 이
상 연결 고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연결 고정하

지 않은 단일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을 이용한 하악 임플란

트 융합 국소의치를 제작하였다. Mendonça 등12에 따르면 연결 
고정된 임플란트보다 연결 고정하지 않은 임플란트에서 낮은 성
공률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임플란트 지대치를 

이용한 가철성 국소의치를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합되는 치열

이 가철성 국소의치였기 때문이다. 대합치의 종류에 따른 임플

란트 성공률에 있어 Becktor 등13은 대합치가 가철성 국소의치의 
경우에 전체 실패 중 가장 낮은 임플란트 실패율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Metal framework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첫째, 임플

란트는 치주인대에 의한 완충 작용이 없기 때문에 금속 프레임

의 피로 파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길이와 두께의 레스

트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로,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측방

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주연결장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3

본 증례에서 임플란트 융합 가철성 국소의치 수복 시 고려사

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임플란트 식립 후 임시 보
철물 단계에서 하악 전치부 잔존 치아를 보호하고 구치부 지지

를 확실히 하며 골 유착 동안 임플란트에 해로운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악 전치부 임시치아 제작

시 최종과 동일하게 설측 레스트를 부여하여 임시 국소의치가 
그 위에 얹히도록 제작하였다. 그 결과 잔존 자연치가 수직적 지
지를 감당하면서 임플란트의 골유착 기간 동안 해로운 힘이 가
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최종 보철물 디자인시에도 양측 하
악 제1소구치 부위 단일 임플란트의 보호 및 확실한 가철성 국소

의치의 수직적 지지를 위해 #33 cantilever를 제외하고, 하악전치

부 지르코니아 고정성 보철물에 rest를 뚜렷하게 형성하였다. 그 
결과 하악전치부에서 수직적 지지를 골고루 담당하면서, 간접유

지장치를 통해 구강내에서 해로운 1종 지레의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번째로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시 고려사항이다. 골
흡수가 심한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식립 각도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 결과 스크류 홀의 위치가 레

Fig. 9. Intraoral photographs after definitive prosthesis delivery. (A) Right view, (B) Frontal view, (C) Left view, (D) Occlusal view (Maxilla), (E) Occlusal view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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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위치에 오는 등의 문제로 시멘트 유지형의 보철물을 제
작하게 된다. Kang 등14에 따르면 본 증례의 임플란트 지대치와 
같이 연결고정되지 않은 단일 보철물 등에서 접착시멘트 소실 등
의 합병증이 발생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철성 국소의치

의 착탈 방향과 다르게 customized abutment의 방향을 근원심

으로 일부러 기울여 지대치로 사용되는 임플란트 보철물의 탈락

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번째로 임플란트 융합 국
소의치에서 후방 무치악 부위로 전달되는 교합력은 선택적 가압 
인상을 통해 buccal shelf 부위로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본 증례

에서는 framework에 트레이를 제작하여 2차 인상을 채득해 수
정 모형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임플란트 및 잔존 지대치에 힘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였고 구치부 저작시 지대치로 사용된 단일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tilting force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Miyaura 등15에 따르면 국소의치의 케네디 분류에 따른 합병

증 발생 빈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합치열의 종류에 따
라 합병증의 발생 빈도 차이는 자연치열이 경우가 가철성 국소의

치, 총의치인 경우보다 더 많았다고 하였다. 본 증례와 같이 단일 
임플란트를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사용할 때는 대
합치가 총의치이거나 인상 및 교합으로 국소의치의 운동이 충분

히 차단되는 상황에서 시도할 것을 추천하고, 임플란트 및 잔존 
치아 주변의 염증관리와 기능 시 응력 분산을 위한 주기적인 교
합조정 및 임플란트 주변 골 흡수의 평가를 위한 방사선 사진 촬
영 등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단일 또는 두 개 이상의 임
플란트를 식립하여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이용한 대부분의 증례

에서 좋은 예후를 보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치료의 예
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좀 더 장기적인 임상 연
구가 필요하고, 원칙에 따라 각 구성 성분들의 적절한 디자인 설
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증례에서는 하악 전치부에 소수의 잔존치를 가지는 환자에

서 환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대칭적인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 후, 
상부 보철물을 지르코니아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제작해 양측 제
1소구치까지 가지는 가철성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활용하였다. 
관찰 기간동안 환자는 저작 기능 및 심미에 대해 만족도를 나타

내었고 증진된 지지와 안정을 얻을 수 있었고, 이 후 1년 이상 주
기적인 관찰을 통해 예후를 관찰 중이다. 하지만 우수한 장기적

인 예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구치부 교합 확인과 반
복적인 무치악부 의치상의 첨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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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무치악 부위를 수복하는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전통적인 치료방법으로는 가철성 국소의치와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이 있다. 최근, 환자의 전
신 건강과 심미적 요구사항, 치료 비용, 잔존 치조골 상태 등을 고려하여, 두가지 치료가 결합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implant assisted RPD)개념이 
이용되고 있다.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는 치조골 결손부가 큰 경우나, 생역학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전통적인 가철성 국소의치보다 유지력과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심미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치조골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위에 전략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전통적인 국소의치 디자인

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임플란트 식립을 통한 고정성 보철물에 비해 환자의 수술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하악 양측 소구치부에 단일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지대치로 하는 양측성 후방연장 국소의치

를 제작하여 치료를 진행하였다. 최종 보철물 장착 후 환자는 저작 기능 및 심미에 대해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후 1년 이상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 예
후를 관찰 중이다. 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가철성 국소의치 수복을 통해 증진된 지지와 안정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18;56: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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