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8 pISSN 0301-2875, eISSN 2005-3789 

서론

엇갈린 교합이란 상, 하악에 잔존 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두감합위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며 상, 하악의 결손 상태에 따
라 전후, 좌우, 복합 엇갈린 교합으로 분류된다.1 엇갈린 교합을 
지닌 환자가 의치를 사용할 경우 잔존 치아가 반대 악궁의 무치

악 치조제와 대합하기 때문에 저작 시 치근막과 점막의 변위량

에 차이가 생겨 의치의 상호회전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의치의 
유지와 안정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교합이 나타날 수 있다. 구치

부 치아에 생리적 자극이 가해지지 않아 잔존 치아가 정출되어 
수직적 공간이 부족하고 교합평면이 심하게 틀어질 가능성도 존
재한다. 또한 환자가 잔존 치아끼리 교합하지 않고 습관성 하악

위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수직고경과 중심위 설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방연장 국소의치에서는 기능시 점막이 의치의 
지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점선을 회전축으로 하는 수직적인 회
전운동이 일어난다.2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레스트나 cap 
레스트를 통해 강한 지지력을 얻도록 국소의치를 설계하거나, 
잔존 치아와 의치가 따로 기능하지 않도록 교합평면이 일체화된 
피개의치나 이중관 의치를 대안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개의치나 
이중관 의치의 경우 심미성과 견고한 지지 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제작법, 과도한 치아삭제 등의 단점이 있다.3,4

현재는 치과용 임플란트와 골이식술의 발달로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지지를 증가시키고 수직고경과 교합

https://doi.org/10.4047/jkap.2018.56.4.338CASE REPORT

엇갈린 교합 환자에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한 수복증례 

정병석 � 전영찬 � 정창모 � 윤미정 � 이소현 � 허중보*

부산대학교 치과보철학교실

Full mouth rehabilitation of the patient with crossed occlusion using implant fixed prosthesis: 

A case report 

Byung-Suk Jung, Young-Chan Jeon, Chang-Mo Jeong, Mi-Jung Yun, So-Hyoun Lee, Jung-Bo Huh*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Republic of Korea

Crossed occlusion can be treated either by overdenture and telescopic denture or by placing an implant at the edentulous area to reestablish the support on the occlusion. If 
alveolar bony support is sufficient and an the environment where an implant is inserted is favorable to restoring the masticatory and aesthetic function of a patient, the 
implant-supported fixed prosthesis can provide more definitive occlusal support and more aid for other oral functions. In this case report, a patient with a severe residual alve-
olar bone resorption following the extraction of teeth and who had a crossed occlusion was treated with sinus bone graft and alveolar bone augmentation in order to place the 
implants at prosthetically position. The definitive restoration was made to reflect the patient’s occlusal and aesthetic function using the CAD/CAM double scanning method. 
Finally, the treatment had the masticatory and aesthetic function adequately restored, which is reported here. (J Korean Acad Prosthodont 2018;56:338-46)

Keywords: Crossed occlusion; Implant-supported fixed prosthesis; Alveolar bone augmentation; Double scanning technique 

*Corresponding Author: Jung-Bo Huh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20 Geumo-ro, Mulgem-eup, Yangsan 50612, Republic of Korea
+82 (0)55 360 5146: e-mail, neoplasia96@hanmail.net 
Article history: Received July 3, 2018 / Last Revision August 14, 2018 / Accepted Augus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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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보철학회지  56권 4호, 2018년 10월  339

정병석�전영찬�정창모�윤미정�이소현�허중보 엇갈린 교합 환자에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한 수복증례

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엇갈린 교합에서 임플란트 치료는 크게 
가철성 보철수복과 고정성 보철수복으로 나눌 수 있다. 환자의 
잔존 치아조제의 양, 연조직 상태, 악간관계, 기왕력을 포함한 전
신상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환자 개개인에 맞게 치료계획

을 세워야 한다.5 소수의 임플란트를 전략적 위치에 식립하여 국
소의치로 수복하는 경우, 의치의 회전에 인한 움직임을 줄이고, 
연조직에 대한 압박과 의치상 하방의 골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
다.6 또한, 골흡수가 심한 상황에서도 의치상을 통한 심미적인 회
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철성 보철 수복의 경우, 의치에 대한 거
부감이 크다면 사용이 힘들 수 있다. 반면 잔존 치아조골의 양이 
양호하고 광범위한 수술을 견딜 만한 전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

면 기능적, 심미적으로 우수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고정

성 보철물로 수복이 가능하다. 골과 연조직의 소실이 전반적으

로 일어난 경우,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가철

성 보철물에 비해 교합이 안정되고 저작효율이 증가하고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다.7 

본 증례보고의 환자는 예후가 불량한 치아와 임플란트를 발
거한 후 상악좌측과 하악우측 구치부에 잔존 치아와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이 남아 있는 좌우 엇갈린 교합이 되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치조골 흡수가 심하게 진행된 부위에 최종보철물

을 고려하여 상악동 골이식술 및 치조골 증대술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지르코니아 단일구조

(monolithic) 전부 도재관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하였다. 그 결과 
기능과 심미적으로 좋은 임상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본 증례의 환자는 60세 남자 환자로 ‘이가 불편해서 음식을 씹
기가 힘들다’는 주소로 본과에 내원하였다. 2009년에 개인 치과

의원에서 상악좌측구치부, 하악 우측, 좌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를 식립한 치과병력이 있었으며, 특이한 전신병력과 투약중인 약
물, 턱관절과 기타 저작근 장애는 없었다. 

임상 및 방사선 검사 상 #13=22=23는 금속 도재 금가공의치

(metal ceramic gold bridge)로 수복된 상태였고, #13에는 2차우식

으로 인해 잔존 치아근과 내흡수 소견 보였으며, #22,23은 치근

단 병소가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보철물이 2도 이상의 동요도를 
보였다. #43=33은 금속 도재 금가공의치로 수복되었으며, #33 
치근단 부위까지 골흡수가 일어났고 #43은 하악 우측 구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출된 상태였다. 또한 #25i,27i,34i,35i,36i,37i
에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심한 골흡수 소견을 보였으며, 
#34i,35i,36i,37i임플란트 보철물이 1도 동요도를 보였다 (Fig. 
1). 모형 분석결과 순측 전정 최저점으로부터 전치 절단연까지 거
리는 상악 20 mm, 18 mm로 한국 성인 유치악자 평균 상악 20.8 
mm, 하악 17.3 mm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상하악 순측 전정

간의 거리는 34 mm로 평균계측치인 35 mm와 유사했으며, 수직

피개량은 4 mm, 수평피개량은 5 mm였다.8 
따라서 예후 불량한 #13,22,23,33,34i,35i,36i,37i를 발거하

기로 계획하고 잔존 치아와 임플란트는 치주치료를 시행하였

다 (Fig. 2). 발거 후 알지네이트(Tokuso A-1, Tokuyama, Tokyo, 
Japan)로 예비인상을 채득하여 연구모형을 제작하였다. 모형

의 해부학적 지표를 참고하여 기록상과 교합제를 제작하였고 
camper’s line과 좌우 동공간선을 참고하여 구강 내에서 교합평

면을 확인하였다. 양손 조작법(bimanual manipulation)을 이용

하여 중심위로 악간관계를 채득하고 안궁 이전 시행하여 연구모

형을 교합기(Hanau modular articulator, Whip Mix, Louisville, 
KY, USA) 에 장착하였다. 안정위 시 악간공극 평가와 Willis법 
McGee법을 기준으로 한 안모평가를 시행하였고, 순측전정구간 
치조제 관계를 발치전 모형과 비교하여 수직고경을 분석한 결

Fig. 1. Panoramic view at first visit.

Fig. 2. After extractions in maxilla and mandible.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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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직고경의 상실을 보이지 않아 현재의 수직고경을 유지하기
로 하였다. 진단모형상에서 진단납형을 시행하였고 임시의치를 
제작하였다 (Fig. 3). 임시의치의 교합은 좌우 엇갈린 교합양상
을 보이므로 양측성균형교합을 부여하였다. 수직고경을 설정한 
후 안모 및 기능 평가 실시하였다. 또한 진단납형을 복제하여 제
작한 진단용 가이드를 이용해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 제작 시 
환자의 안모를 평가하였다. 연조직의 지지가 부족하였으나 환자
의 가철성 의치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에 상하악에 임플란트를 식
립하여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계획하였다.

Misch7가 제안한 임플란트 최적의 위치와 치조제 흡수가 심한 
상악골의 조건을 참고하여 상악 7개(#17,16,14,13,11,23), 하악에 
5개(#42,33,34,36,37)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하고 방사선
스텐트(radiographic stent)를 이용하여 Cone beam computed to-
mography (CBCT) 촬영을 시행하였다. 촬영 결과 #25,27 식립체 
주변에 국소적인 골소실 소견 보였고, 상악 전방에서 우측 후방, 
하악 전방에서 좌측 후방까지 수평적, 수직적 골결손을 보여 보철
적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이에 부족한 치조골을 보강하여 기능, 심미적으로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상악 우측 후방부에는 상악동 
골이식술, 상악 전방부와 하악 전방부에는 수평 치조골증대술, 
하악 좌측 후방부에는 수직 치조골 증대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
였고 #25,27 식립체 부위는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

발거 시행 5개월 후 본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우측 상악 구치
부에 상악동 골이식술, 상악 전방부, 하악 전방부, 하악 좌측 구
치부에 치조골 증대술을 시행하였다. 상악동 골이식은 이종골 
골이식체(Bio-Oss, Geistilich AG, Wolhusenm, Switzerland)을 
이용하였다. 치조골 증대술은 하악 우측 우각부에서 block bone
을 채취하여 상악 전방부와 하악 전방부에는 협측에서, 하악 좌
측 구치부에는 치조정에서 screw로 고정하고 남은 자가골을 이
종골(Bio-Oss, Geistilich AG, Wolhusenm, Switzerland)과 1:1로 
혼합하여 적용한 후 흡수성 콜라겐 차폐막(OssGuide, Bioland, 
Cheongju, Korea)을 덮고 연조직 봉합을 실시하였다.
골이식 이후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임시의치에 점막조정제

(Coe-Comfort, Coe Laboratories, Chicago, IL, USA)로 골이식 
부위와 조직접촉부위를 재이장하였으며, 내원 시마다 수평, 수
직 악간관계 및 교합상태를 확인하였다. 5개월 후 파노라마 및 
CBCT 촬영을 통해 보철계획하였던 위치에 골의 형성을 확인
하였다 (Fig. 4). 방사선스텐트를 외과용스텐트(surgical stent)
로 전환하고, 이를 참고하여 상악 7개((#17,16,15,14,12,11,23), 
하악에 5개(#42,33,34,36,37)의 외부 연결형 임플란트(Sola S 
tapered S&E, Shinhung, Seoul, Korea)를 식립하였다. 원래 계
획과 달리 #13site에 임플란트 초기 고정실패로 인하여 대신 
#15,12 site에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Fig. 5). 
식립 6개월째 2차수술을 진행하였고 임상 및 방사선사진상으

Fig. 3. Diagnostic wax-up model.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A B C

Fig. 5. Panoramic view was taken after implant placement in maxilla and 
mandible.

Fig. 4. Post-operative view at bone graft area. (A) Maxillary right area, (B) 
Maxillary anterior area, (C) Mandibular anterior area, (D) Mandibular left area.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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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공적인 골유착을 보였다 (Fig. 6). 하지만 #25,27 임플란트

에 염증 및 농양소견을 보여 #27임플란트를 제거하고 #25임플

란트는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 2차 수술후 골유착기간동안 치
유 지대주에 위해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임시의치상에서 치유 
지대주 부위의 아크릴릭 레진을 제거한 후 Soft liner (Sofreliner 
Tough, Tokuyam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재이장한 후 조정

하였다.
상, 하악 알지네이트 인상 채득하여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였

다. 교합평면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출된 #43을 지대치

삭제를 시행하고 pick-up 인상용 코핑(Fixture Pick-up Impres-
sion Coping, Osstem implant, Busan, Korea)을 이용하여 Poly-
siloxane 인상재(Imprint II, 3M, St. Paul, MN, USA)로 fixture 
level로 1차 인상채득하였다. 이후 패턴 레진(Pattern resin LS, 
GC America Inc., Alsip, IL, USA)을 이용하여 pick-up 인상

용 코핑을 fixture에 연결고정하고 2차 인상채득하였다. 임플

란트 주변의 연조직을 Polyvinylsiloxane (GI-MASK, Coltene/
Whaledent AG, Altstätten, Switzerland)으로 재현한 후 제 4형 
경석고(Snow rock, DK mungyo co., Gimhae, Korea)로 주모형

을 제작하였다 (Fig. 7). 주모형 제작 후 교합평면, 수직고경 및 
중심위의 채득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타이타늄 지대주

(temporary cylinder, Osstem implant, Busan, Korea)를 이용하

여 implant-supported record base를 제작하였다. 상악 중절치 절
단연이 smile lip line contour에 위치하도록 전방 기준을 삼고, 
잔존 임플란트 보철물을 후방 기준으로 삼아 교합평면을 결정하

였으며, 비익-이주선(ala-tragus line)과 좌우 동공간선을 참고하

여 확인하였다. 임시의치의 수직고경을 기준으로 수직고경을 정
한 후 적절한 안모가 되도록 교합제를 조정하였다. 중심위 관계

를 기록하고 안궁이전하여 반조절성 교합기에 마운팅하였다. 이
후 발치 전 치아 크기와 유사한 강화형 아크릴릭 인공치(Endura 
Anterior/Posterior, Shofu Inc., Kyoto, Japan)을 이용하여 진단

Fig. 6. Intraoral photographs show healing abutment connection on each implants at second surgery stage. (A) Upper occlusal view, (B) Lower occlusal view.

A B

Fig. 7. Master cast fabrication. (A) pick up impression coping are splinted by pattern resin on Maxilla, (B) pick up impression coping are splinted by pattern 
resin on Mandible, (C) pick up impression of maxillary implant, (D) pick up impression of mandibular implant, (E) working model of maxilla, (F) working of 
mandible.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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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의치를 제작하여 교합평면, 수직고경, 중심위 채득, 안모의 
심미성을 다시 확인하고 재마운팅하였다 (Fig. 8).

Computer aided design (CAD)상에서 진단용 납의치를 참고

하여 타이타늄 맞춤형 지대주 제작 및 임시치아를 제작하였다. 
맞춤형 지대주는 추후 안정적인 중첩과 잔여시멘트 제거의 용이

를 위해 설측과 구치부는 치은연상 변연으로 제작하였다. 임시

보철물은 전치부와 구치부로 나눠서 시멘트유지형으로 제작하

였으며, 전방 및 측방운동 시 군기능교합을 부여하였다 (Fig. 9). 
구강 내에서 약 2개월동안 장착하고 교합안정성, 수직고경, 구
강위생관리능력, 심미성, cheek biting을 평가한 결과 상악전치

부 길이가 길고 협측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상악전치부 
길이를 줄이고 전방유도를 얕게 형성하도록 임시보철물을 수정

하였다. 이후 2개월동안 추가적으로 임시치아를 사용하였고 재
평가한 결과 기능적, 심미적으로 양호하여 임시치아의 외형을 반
영하여 최종 보철물의 제작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임시보철물

을 장착한 상태의 수직고경을 기준으로 vinyl polysiloxane 교합

인기재(Futar D, Kettenbach, Eschenburg, Germany)로 최종악

간관계를 채득하였다. 마운팅 오차를 줄이기 위해 환자분의 동
의하에 맞춤형 지대주와 임시보철물을 철거하여, 주모형에 장착

한 후 마운팅을 실시하였다. 이후 장착한 모형과 보철물을 스캐

너(Trios-3, 3shape, Copenhagen, Denmark)로 스캔한 후 다시 
환자 구강내에 장착하였다. CAD프로그램(Exocad, Darmstadt, 
Germany)상에서 치은연상으로 제작된 맞춤형 지대주의 변연과 
자연치를 기준으로 중첩한 후 지르코니아 단일구조 완전도재관

(Prettau, Zirkonzahn, Bruneck, Italy)으로 최종보철물을 제작

하였다 (Fig. 10). 상악은 #17=15, #14=23으로, 하악은 #42=33, 
34=37으로 분획하여 나사-시멘트 유지형(SCRP: screw-cement 
retained prosthesis)로 제작하였으며, 이를 환자 구내에 시적하

였다 (Fig. 11). 
인접면 접촉, 변연부 적합 및 교합을 평가한 후 조정하고 레진

Fig. 8. (A) Upper implant supported record base, (B) Lower implant supported record base, (C) CR record was carried out with implant supported record base, (D) 
Diagnostic wax denture setting.

A B

C D

Fig. 9. Provisional restorations.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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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Rely X unicem, 3M, St. Paul, MN, USA)로 최종합착하

였다. 중심교합위시 균등한 접촉이 접촉이 되고 임플란트의 응
력분산을 고려하여 전방 및 측방운동시 군기능교합을 이루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진 내원 시 부족하였던 연조직 지지도 
회복하였으며. 환자의 측모 역시 개선되었다. 최종 보철물 장착 
후 6개월의 임상 관찰 동안 주기적인 정기검진을 통해, 구강위생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의 능력 또한 확인했으며, 병적 골 변
화나 보철물의 변화 같은 특이한 소견 관찰되지 않았고, 환자는 
기능과 심미에 만족하였다 (Fig. 12).

Fig. 10. (A) Double scanning technique, (B) Upper zirconia restorations, (C) Lower zirconia restorations.

A B C

Fig. 11. Definitive restorations.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A

B C D

E

Fig. 12. Post-treatment panoram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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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증레의 환자는 상악 우측, 상하악 전방부, 하악 좌측 구치

부의 상실로 인한 엇갈린 교합과 잔존 치아의 정출로 인한 교합

평면의 부조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좌우 엇갈린 교합에서 의
치는 잔존 치아를 근원심으로 연결하고 치열궁을 종단한 축을 
중심으로 상호회전한다. 또한 잔존 치아에 대합하는 치조제의 
흡수가 뚜렷하며, 무치악 치조제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
다. 특히, 좌우 엇갈린 교합은 세가지의 엇갈린 교합 중에서 상하

악간의 엇갈린 양상이 크고, 많은 점막지지가 요구되므로 치료

가 어렵다.3 따라서 환자의 구내 잔존 치아조골의 양, 전신상태,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결손부위에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고정성 보철물로 교합지

지를 회복해 주는 방법이 엇갈인 교합의 치료에 있어서 이상적이

라고 판단된다.9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계획하였다면, 진단 과정을 통

해 치아의 위치와 형태, 안면 지지, 심미적 요소 등을 평가한 후 
원하는 보철물을 지지하기 위한 식립 위치를 정하고 골의 질과 
양, 힘적 요소 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7 발치 후 시간이 경
과할수록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임플란트 
수복을 위해 충분한 치조골의 생성과 연조직 지지의 향상을 도
모하는 골증대술이 필요하다.10,11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골유도 
재생술의 높은 성공률이 보고 되었고,12,13 치조골 증대술 시행 후 
골에 식립한 임플란트의 생존률이 골증대술이 시행하지 않은 곳
에 식립한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유사하고,14 상악동 골이식술 후 
임플란트가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고 발표되었다.15,16 본 증례의 
환자는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 전반적인 골소실이 
심하였고 연조직 지지 결손 또한 보였으나 환자분이 강력하게 
고정성 보철 수복을 원하였기 때문에 잔존 치아조제에 상악동 
골이식술 및 치조제 증대술을 선행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수
복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수평, 수직적 악간관계를 채득하고, 교합평면설정, 악궁형태

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기록상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치유 지대주, gold cylinder, 인상용 코핑 등
이 이용되었다.17,18 본 증례에서는 temporary cylinder를 이용하

여 implant-supported record base를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안정

적인 상태에서 교합평면 및 수직고경, 중심위 채득을 실시할 수 
있었다. 또한 2차적으로 인공치 배열을 시행하여 고정성보철 제
작 전에 위의 항목을 재확인하고 연조직 지지, 심미성 등을 평가

할 수 있었다.
이 후 임시치아를 시멘트 유지형으로 제작하여 치아의 길이, 

형태, 교합, 전방유도면 등 전반적인 수정을 실시하고 환자의 적
응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double scanning하여 최종보철

물을 제작하였다.19,20 잔존 치아와 맞춤형지대주의 구치부와 설
측치은연상 변연을 기준으로 중첩을 하였다. 특히 전치부 지르

코니아 보철물 제작시 전치부 임시치아의 설면 전방유도면을 
최종보철물로 복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런 double 

scanning을 통한 수복은 Computer-aided design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D/CAM)기술이 적용가능한 지르코

니아 보철물을 제작하는 경우, 교차마운팅, 맞춤형 전방유도판

의 제작, putty index의 제작 등 복잡한 기공과정을 생략할 수 있
다. 또한, 환자의 심미적 요구와 술자가 설정한 교합양식을 반영

하기 용이하며,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보
철물을 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1 하지만 중첩 시 오차의 발
생, 추가적인 교합조정의 필요성, 전악 디지털 인상의 정확도 등
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Double scanning을 이용한 고정

성 보철물의 안정성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 3차원 가상교합기와 
전자 안궁이전 장치의 개발 및 연구 등이 필요하다.

최종보철물은 나사-시멘트 유지형으로 분획하여 제작하였다. 
는 임플란트 지대주와 상부 보철물을 최종 합착한 상태에서 탈
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잉여 시멘트 제거가 용이하며 지대주와 
상부 보철물간의 오차를 구강 밖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지대주

와 보철물간의 수동적인 적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2

지르코니아의 경우 강도와 파절저항성이 높아 임상적으로 기
계적 안정성이 우수한 재료로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에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백색의 불투명한 코어용 재료이기 
때문에 높은 심미성을 요구하는 증례에서는 지르코니아 코어에 
도재를 축성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증례에

서는 전치부와 구치부를 연속적으로 수복하였으며, 환자분의 미
소선이 높지 않고 환자분 스스로도 심미성보다는 기능에 더 중
점을 두었기에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 단일구조(monolithic) 지
르코니아 고정성 보철물로 제작하였다. 단일구조 지르코니아을 
이용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장기간의 
평가에 대한 보고가 부족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임상관찰이 필
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구강 위생관리와 정기적인 재내원 검사가 
필수적이다. 

결론

이 증례는 발치 후 심한 치조골 흡수를 보이는 좌우 엇갈린 교
합이 된 환자에서 상악동 골이식술 및 치조골 증대술을 실시하

여 보철적으로 이상적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임시보철

물로 환자의 고유의 기능 및 심미를 평가한 후 이를 반영하여 최
종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지지를 증가시키고 수직고

경과 교합을 안정화시켜 엇갈린 교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

며, 저작기능 및 심미성을 회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였

다. 엇갈린 교합환자에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한 수
복은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고 잔존 치아조제의 상태와 
고비용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지만 가철성 수복에 비해 교합이 안
정되고 저작효율이 증가하며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증가한

다는 점에서 우수한 치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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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엇갈린 교합 환자에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한 수복증례 

정병석 � 전영찬 � 정창모 � 윤미정 � 이소현 � 허중보*

부산대학교 치과보철학교실

엇갈린 교합 환자의 치료 방법은 피개의치, 이중관 의치를 사용하여 치료하거나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교합 지지를 회복해주는 방법이 
있다. 잔존 치조골의 양이 양호하고 심미적, 기능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경우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 수복을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교합 지지 
및 기능,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증례는 발치 후 심한 치조골 흡수가 동반되어 좌우 엇갈린 교합이 된 환자에서 상악동 골이식술 및 수직, 수평적 
치조골 증대술을 실시하였다. 이후, 보철적으로 이상적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임시 보철물로 환자의 고유의 기능 및 심미를 평가한 후 이를 반
영할 수 있는 double scanning technique을 사용하여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엇갈린 교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며, 저작 및 심미를 회
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18;56:338-46)

주요단어: 엇갈린 교합;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수복; 치조골 증대술; double scann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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