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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양측의 하악 대구치를 모두 상실한 후 전방부에 남겨진 자연

치만을 이용하여 가철성 국소의치로 수복한 환자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지대치의 치주질환 및 이차우식 등이 발생하

고 전방부의 소수 잔존치가 완전 상실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
다.1,2 이와 같이 완전무치악 상태가 된 환자의 구강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악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 치료 방법이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전악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은 고비용과 긴 치료 
기간이 소요되며 외과적 수술 시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진단

을 통해 전방부에 소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적합하다고 판
단되면, solitary 혹은 bar 형태의 attachment를 이용한 임플란트 
피개의치 또는 서베이드 금관 형태의 임플란트 지지 상부보철

물을 지대치로 이용하는 가철성 국소의치를 계획할 수 있다.3 이 
중 전방부의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을 지대치로 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IARPD) 치료는 전악 고정성 보철물 치료에 비하여 외
과적 시술에 대한 환자의 부담감이 적고 장기간 가철성 보철물 
사용 후 완전무치악 상태가 된 환자들에서 새로 제작한 가철성 
보철물에 적응하기 쉽다.2,4 그리고 임플란트 피개의치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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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s (IARPDs) treatment is being performed in a fully edentulous patient using implant surveyed prosthesis as an abutment. 
Implant-supported prosthesis as an abutment of IARPDs is classified into screw-retained and cement-retained type according to the retention type, and each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EZ crown system (Samwon DMP, Yangsan, Korea) has a cylinder combined with abutment, and the nickel-titanium spring in this cylinder provides a 
constant force on the zirconia ball to obtain retention in EZ crown system. In this patient, the natural abutment teeth of the mandibular overdenture was hopeless. We planned 
implant 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using anterior implant surveyed prosthesis considering functional and esthetical rehabilitation, cost and patient’s needs. When fab-
ricating IARPDs using implant as abutment, we could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implant-supported prosthesis retention type and made the desig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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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attachment의 마모에 따른 교체, 의치의 제거 시 야기되는 
불편감 등이 없으며5,6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지대치

로 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 치료는 임상적으로 긍정적인 결
과가 보고되어 왔다.2-4,7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에서 지대치로 사용되는 임플란트 상
부 보철물은 유지 형태에 따라 크게 나사 유지형과 시멘트 유지

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장, 단점이 존재한다. 나사 유지

형은 retrievability라는 큰 장점을 가지나, 나사 구멍(screw hole)
으로 인하여 교합 접촉점 부여 및 레스트 시트의 형성에 제한점

이 있다. 시멘트 유지형은 이러한 나사 구멍(screw hole)이 외부

에 형성되지 않으나 최종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상부보철물의 
제거가 어려워 잉여시멘트가 잔존할 가능성이 크고 임플란트 주
위염에 대한 처치와 상부 보철 구조물 등의 수리가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유
지력이 적어 탈락 위험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8,9

최근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유지 형태의 임플

란트 보철 시스템인 EZ crown system (Samwon DMP, Yangsan, 
Korea)이 소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지르코니아 볼과 니켈-티타

늄 스프링으로 구성된 조립형 cylinder와 유지구가 형성되어 있
으며 나사 일체형인 abutment로 구성되어 있다 (Fig. 1).10 식립된 
fixture에 나사 일체형 abutment를 체결한 뒤 토크를 준다. 이후 
abutment 상방에 ready-made cylinder를 장착하여, 상부보철물

은 이 cylinder에 합착하는 방식이다. 이 유지 방식은 abutment의 
유지구에 cylinder 내부의 지르코니아 볼이 위치한 후, 형상기억

합금의 니켈-티타늄 스프링이 지르코니아 볼에 지속적이고 일정

한 힘을 제공하여, 전통적인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나사와 시멘트에 의존하지 않고 유지력을 얻을 수 있
으므로 자유 착탈 시스템으로 불려진다.11 유지 나사가 존재하지 
않아 나사 풀림 및 나사 파절과 같은 기계적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지 나사 구멍(hole)을 형성하지 않을 수 있어 심미적이

고 교합점 부여에도 유리하다. 또한 착탈이 자유로워 구외에서 
잉여 접착제의 제거가 가능하므로 임플란트 주위염과 같은 생물

학적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추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큰 장점을 갖는다.
그 동안 EZ crown system을 이용한 단일 임플란트 보철 수복 

또는 브릿지 고정성 보철물이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임상

적 증례가 보고 되었으나 의치치료에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

다.11,12 본 증례에서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전방부에 소수의 임플

란트를 식립하고 EZ crown system의 자유착탈 가능 임플란트 
지대주를 이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IARPD)의 치료를 통
해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

하고자 한다.

증례

본 증례의 79세 여자 환자는 아래 틀니 안에 보철물 한 것이 탈
락되었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치과적 병력으로 7여년 전 상악 
국소의치, 5여년 전 하악의 magnet retained overdenture를 제작

하여 사용해 왔으며, 특이할 만한 전신 병력은 없었다. 구내 검사 
및 방사선학적 평가 결과 하악 좌측 견치의 magnetic attachment
의 탈락, 하악 좌측 제1소구치와 우측 측절치의 치주인대강 확
대, 하악 우측 견치의 치근단병변 관찰되었으며, 양측 후방 무치

악 부위의 골흡수가 관찰되었다 (Fig. 2).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이외의 광범위한 수술은 원하지 않았

다. 기존 하악 피개의치가 relining 및 여러 차례 수리 등을 거친 
상태였으며, 이전에 장기간 가철성 국소의치를 사용한 병력이 있
어 가철성 보철물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환자와 상의 하에 하
악의 예후가 불량한 잔존치를 발거하고 하악 좌,우측 견치 및 제
1소구치, 하악 좌,우측 제2소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후 can-
tilever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우선적으로 계획하였다. 임플

란트 식립을 위한 컴퓨터 단층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분석 결과

에 따라 하악 우측 제2소구치 부위의 식립을 배제하였고, 하악 
좌,우측 견치 및 제1소구치의 발거 후 임플란트 즉시 식립 계획

하였다. 수술용 스탠트 제작을 위하여 기존의 사용중인 피개의

치를 복제하였다.
하악 양측 견치 부위에는 Osstem TSIII 4 × 10 mm (Osstem 

Fig. 1. Schematic Design of EZ crown system (Samwon DMP, Yangsan, Korea). (A) Abutment connected to implant fixture, (B) Cylinder connected to abut-
ment, (C) Cylinder inner structure, (D) All components of EZ crown system connecte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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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 Co., Seoul, Korea), 하악 좌측 제1, 2소구치 및 하악 우
측 제1소구치 부위에는 Osstem TSIII 4 × 8.5 mm (Osstem Im-
plant Co., Seoul, Korea)를 식립하였다 (Fig. 3, Fig. 4). 식립 시 
임플란트 초기 안정성 양호하였으며, 대합치 및 교합력 등을 고
려하여 조기 부하 위한 cross-arch splinted 임시 보철물을 제작

하기로 하였다. 수술 당일 EZ crown system (Samwon DMP, 
Yangsan, Korea)의 abutment와 cylinder를 장착하였다. #44i의 
cylinder를 임시 보철물의 삽입로에 맞게 수정한 후 임시 보철물 
제작 위한 인상 및 악간관계를 채득하였다. 식립 이주일 뒤 CAD/
CAM으로 제작한 cantilever type의 고정성 임시 보철물을 장착

하였고 양측 구치부의 교합점을 균등하게 부여하였다 (Fig. 5). 
임시 보철물 사용 중 환자는 이전에 사용하던 가철성 보철물

과 유사한 형태를 원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하악 
전방부는 EZ crown system (Samwon DMP, Yangsan, Korea)을 
이용한 임플란트 상부보철물을 제작하고, 후방 무치악부위는 

Kennedy Class I의 보험 국소의치로 수복하고자 치료 계획을 수
정하였다. 

임시보철물 장착 4개월 후 최종보철물을 제작하기 전 상부 
cylinder를 교체하였다. 깊게 식립된 #43i의 임플란트 cylinder
의 margin이 치은 연하에 위치하여 gingivectomy 시행 후 적절

한 cuff를 가지는 cylinder로 교체하였다. 이후 치유 기간을 거쳐 
최종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최종인상 및 모형제작 시행하였다 
(Fig. 6).

임시보철물 장착 기간 동안 환자는 식사 시 저작근의 불편감

을 호소하였으며, 교합 수직 고경이 높은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

고 조정하였다. 이후 환자가 안정감을 느끼는 교합 수직 고경 상
태에서 최종 보철물 제작을 위한 악간 관계를 채득하였고 색조 
선택을 함께 시행하였다 (Fig. 7). CAD/CAM system 이용하여 
임플란트 서베이드 브릿지를 디자인 한 후 wax pattern 상에서 
다시 서베잉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지르코니아 임플

Fig. 2. Panoramic radiograph before treatment. Fig. 3. Panoramic radiograph after implantation.

A B C

Fig. 4. Intraoral photographs after implantation. (A) Right view, (B) Frontal view, (C) Left view, (D) Occlusal view (Maxilla), (E) Occlusal view (Mandible).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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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 Fabrication of provisional restoration. (A) Intraoral photographs after cap delivered (Occlusal view, Mandible), (B) Impression taking of mandible, (C) 
Registration of inter-occlusal relationship with leaf gauge, (D) Occlusal view of provisional restoration, (E) Frontal view of provisional restoration.

D E

Fig. 6. Fabrication of implant surveyed prosthesis. (A) Occlusal view of abutment before gingivectomy, (B) Occlusal view of abutment after gingivectomy, (C) 
Occlusal view of cap delivered, (D) Final impression taking for implant surveyed prosthesis.

A B C D

Fig. 7. Fabrication of implant surveyed prosthesis. (A) Facebow transfer, (B) Registration for inter-occlusal relationship with resin base and wax rim, (C) Shade 
taking.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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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트 서베이드 브릿지 제작하였다 (Fig. 8). 
완성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서베이드 보철물을 구강 내 시

적 및 교합 조정 과정을 거친 후 자가 접착 레진 시멘트(G-cem 
LinkAce, GC Corporation, Tokyo, Japan)으로 접착하였다. 또한 
상부보철물의 착탈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접착 후 구외에서 잉여 
접착제들을 다듬고 다시 구내에 재장착 하였다 (Fig. 9, Fig. 10).

이후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의 금속구조체 제작을 위한 최종

인상을 hydrophilic polyvinyl 실리콘 인상재(Imprint II Garant 
light & regular, 3M ESPE, St. Paul, MN, USA)로 채득하였다. 
주모형 제작 후 통법의 과정에 따라 금속구조체 제작 및 구강 내 
시적하였다 (Fig. 11). 양측 후방 무치악 부위의 기능인상 채득

을 위하여 자가중합 레진(Vertex Trayplast NF, Dentimex, Zeist, 

Fig. 8. Computer-aided design for zirconia implant surveyed prosthesis. (A) Frontal view, (B) Frontal view of implant surveyed prosthesis design, (C) Occlusal 
view of implant surveyed prosthesis design, (D) Occlusal view of implant surveyed prosthesis on working model.

A B C D

Fig. 9. Cementation process of implant surveyed prosthesis. (A) Occlusal view of cap attached, (B) Cementation (G-cem linkace), (C) Excess cement around 
cap, (D) Bottom surface of implant surveyed prosthesis after removing excess cement.

A B C D

A B C

Fig. 10. Intraoral photographs after implant surveyed prosthesis placement. (A) Right view, (B) Frontal view, (C) Left view, (D) Occlusal view (Maxilla), (E) 
Occlusal view (Mandible).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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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erlands)을 이용해 금속 구조체에 인상용 트레이를 제작하

였다. Tray type의 실리콘 인상재 Exahiflex, GC Corporation, 
Tokyo, Japan)을 이용하여 변연 형성 후 hydrophilic polyvinyl 
실리콘 인상재(Imprint II Garant regular, 3M ESPE, St. Paul, 
MN, USA)로 후방 무치악 부위의 기능인상을 채득하였다 (Fig. 
12A). 이후 제작된 수정모형상에서 교합제 및 기초상을 제작하

였고 이를 통해 구내에서 악간 관계 채득하였다 (Fig. 12B, 12C, 
12D). 채득된 악간관계를 이용하여 교합기에 모형을 부착하였

다. 이후 납형 의치를 제작하였고 구강 내 시적을 통해 배열 및 
교합관계 확인하였다. 통법에 따라 하악의 가철성국소의치를 제
작하였다 (Fig. 13).

Fig. 14는 완성된 가철성 국소의치를 구내 장착한 모습이다. 
측방 운동 시 의치의 안정 및 임플란트 서베이드 보철물에 작용

하는 측방력 감소를 위하여 양측성 균형교합을 부여하였다. 상,

하악 모두 양측성 후방 연장 국소의치이지만, 치료 도중에 상악 
우측 제1소구치를 수직 파절로 발거하게 되면서 견치 유도를 부
여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양측성 균형교합을 부여하였다. 또한 
상,하악의 전치부로만 저작 시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저작 시 반드시 의치를 장착하며 전치부로 음식물을 절단 
및 저작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환자에게 교육하였고 국소의치 인
공치 부위와 전방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의 교합정도

가 유사하도록 교합접촉을 형성하였다. 의치 장착 24시간 후 내
원 검사 시 의치의 교합 및 적합성 검사 시행하였으며 이상소견

은 관찰되지 않았다. 치료 후 환자는 새로운 보철물에 대한 빠른 
적응을 보였고 만족도가 높았다. 이후 상악 보철물 재제작 시행

하였으며, 1년의 정기검진 시 하악 무치악 부위의 동통 호소하여 
교합 및 내면조정 시행하였다. 현재 주기적 내원을 통한 유지관

리 중에 있다.

A B C

Fig. 11. Fabrication of metal framework. (A) Final impression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 (B) Metal framework on working model, (C) Intraoral try-in of 
metal framework.

Fig. 12. (A) Functional impression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 (B) Altered cast fabrication, (C) Metal framework and occlusal rim, (D) Bite registration.

A B C D

A

Fig. 13. Definitive prosthesi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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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증례에서는 새로운 임플란트 상부보철물 유지 방식인 EZ 
Crown system의 전방부 임플란트 서베이드 보철물이 포함된 양
측성 후방 연장 형태의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의 제작을 통해 
편악 완전무치악 환자의 구강회복을 도모하였다. 임플란트의 식
립 시부터, 상부보철물과 국소의치의 설계 및 제작 시까지 지대

치로 사용될 임플란트 상부보철물에 위해한 힘을 가하지 않기 
위한 요소들이 고려되었으며, 정기적 검진 및 구강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지 관리 시 후방연장 국소의치의 relining의 
중요성에 관하여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이 환자의 치료 계획 시 전방부 임플란트 상부보철물의 cross-
arch splint하여 안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13 또한 양측성 
후방 연장 국소의치로 국소의치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유지장치

인 RPA를 선택하여 기능력이 의치에 가해질 때 임플란트에 측방

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14-16 그리고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에서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측방력에 저항할 수 있
도록 주연결장치는 충분한 강도를 지니도록 제작하였고 임플란

트는 치주인대에 의한 완충 작용이 없기 때문에 금속 프레임의 
피로 파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길이와 두께의 레스트

를 형성해주도록 하였다.17 
이 증례에서 사용한 EZ crown system은 유지를 위한 나사

가 존재하지 않으며, 나사를 위한 hole을 형성하지 않아도 되므

로 상부보철물의 제작 시, 충분한 길이와 두께를 가지는 레스트

를 위한 레스트시트를 형성하는데 큰 제한점이 없었다. 간혹 착
탈 시 술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적으로 prosthetic hole이 형성되

더라도 직경이 1.5 mm로 기존 나사유지형의 3 mm인 것에 비해 
그 크기가 작아 기능적, 심미적 제한점에서 비교적 벗어날 수 있
다. 이 증례에서 우리는 splint type으로 상부보철물을 제작하여 
hole을 형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임플란트 서베이드 보철물 상
에 35i, 44i의 명확한 occlusal rest를 형성하였고 간접 유지를 위
하여 #34i의 occlusal rest 및 #31i, 32i, 33i, 41i, 42i, 43i에 cingu-
lum rest를 형성하였다. 

나사 유지형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에서 임플란트가 보철적

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되지 않을 경우 screw hole의 위치가 
바람직하지 못하여 비심미적이고 제한된 교합접촉점이 부여될 
수 있다. 이 경우 시멘트 유지형이 선택되어 임시 접착을 하게 된
다면 후방 국소의치의 반복적인 착탈로 임플란트 상부보철물의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증례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

하고자 EZ crown system을 사용하여 cylinder와 상부 크라운을 
레진시멘트로 최종 접착하였고, 상부 보철물의 자유로운 착탈이 
가능하여 잉여 접착제의 제거를 쉽게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증례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안정성이 양호하

였으며, 대합치가 가철성 국소의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기능적, 심미적인 불편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cross-arch splint
한 고정성 임시 보철물을 이용한 조기 부하가 결정되었다. 이 
때 ready-made cylinder에 상부보철물을 제작하는 방식인 EZ 
crown system의 특성으로 인하여 passive fit을 얻을 수 있으며, 
치은 상방 변연을 가지는 임시보철물 제작이 가능하여 잔존 시
멘트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임플란트의 식립 후 즉시 혹
은 조기 부하 시에 보철적 고려사항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18,19

A B C

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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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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 crown system은 내부 conical connection에서만 사용 가
능하다는 점, 유지력 및 합병증에 대한 장기적인 임상연구가 부
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와 같이 임플

란트 서베이드 보철물을 이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로 치료

하고자 할 때 EZ crown system을 사용한다면 기존 임플란트 서
베이드 보철물 유지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어 의치의 설계 
및 기능적, 심미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본 증례에서는 전방부 잔존치아를 발거한 하악 완전무치악 환
자의 보철제작 방법으로 자유 착탈시스템의 전방부 임플란트 상
부보철물이 적용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선택하여 치료 과
정을 마친 후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특히, 이러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통한 구강 회복에 
있어 EZ crown system을 이용한 임플란트 서베이드 보철물을 
제작함으로써 전통적인 방식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으며 생역학적으로 유리한 국소의치 설계가 가능

하였다. 장기간의 follow-up 과정을 통해 새로운 유지 형태의 EZ 
crown system 임플란트 지대주를 이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

치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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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자유 착탈가능 임플란트 지대주를 

이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 수복증례 

오유경 � 정창모 � 윤미정 � 이소현 � 이현종 � 허중보*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완전무치악환자의 보철 치료를 위한 방법 중에서 임플란트 지지 상부보철물을 서베이드 금관의 형태로 제작하여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활용하는 임
플란트 융합 국소의치(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IARPD) 치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치료 방법에서 지대치로 사용되는 임
플란트 상부보철물은 유지 형태에 따라 전통적으로 나사 유지형과 시멘트 유지형으로 분류되며 각각 장, 단점이 존재한다. 시멘트 제거, 수리의 어
려움, 나사구멍(screw hole)으로 인한 비심미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새로운 유지 형태의 임플란트 보철 시스템인 EZ crown system (Samwon 
DMP, Yangsan, Korea)이 소개되었다. 이 시스템은 fixture에 체결되는 나사 일체형의 특수 abutment와 니켈-티타늄 스프링과 지르코니아 볼이 포함된 
cylinder 구조물을 microlocking 방식으로 연결하여 유지력을 얻는다. 이번 증례의 환자는 하악 피개의치의 지대치가 발거되어 새로운 의치를 제작하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 맞춤형의 진단 과정을 통해 전방부의 임플란트 서베이드 보철물을 이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계획하였다. 특
히, 전통적인 방식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EZ crown system을 적용한 임플란트 서베이드 보철물을 제작하여 기능적, 심미적

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20;58:58-66)

주요단어: EZ crown system; 임플란트 서베이드 보철물;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 Microlocking abu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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