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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융합 가철성 국소의치 수복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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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using digital 
guide surgery in partially edentulous mandible: A case 
report

Fixed implant prostheses 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are common treatment 
for partially dentulous patients. Recently, an 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IARPD) has been introduced and is widely used. In the case of remov-
able partial dentures using implant attachment and surveyed fixed prostheses, 
the consideration about parallelism of insertion path between implants and sur-
veyed fixed prostheses is an important factor for success of IARPDs. In this case, 
she complained of discomfort while using the mandibular removable partial 
denture. Thus, an IARPD using implant surveyed fixed prostheses was fabricated. 
Thereafter, more implants were placed by a digital guide surgery to have the same 
insertion path as the existing surveyed fixed prostheses. Locator attachments 
were installed to the left and right premolar implants, and the left molar was able 
to obtain support of the removable partial denture with healing abutment. The 
clinical results were satisfactory on the aspect of aesthetic and masticatory func-
tion. (J Korean Acad Prosthodont 2021;59: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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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다수 치아가 상실된 부분 무치악 환자의 치료에는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한 
방법 또는 가철성 국소의치를 이용한 전통적인 방법이 이용되었다.1 최근 들어 이러한 
방법들과 함께 임플란트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 또한 많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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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2-4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는 임플란트 지지 상부 
보철물을 지대치로 활용하여 통상적인 국소의치를 제작하는 
서베이드 금관 활용 술식과 임플란트를 의치 하방에 두고 부
착 장치를 활용하는 의치 하방 연결 술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는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한 방법 또한 이용되고 있다.5 
이 중, 의치 하방 연결 술식은 solitary 또는 bar type의 부착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solitary 부착 장치는 제작 과정이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bar type에 비해 작은 악간 공간이 필
요하며, 기술적 민감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지와 안정이 부족하고, 유지, 관리를 위해 잦은 내원이 요구
되는 단점이 있다.6-9

Solitary 부착 장치 중,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Locator    
(Locator attachments, Zest Anchors LLC, Escondido, 
CA, USA)는 낮은 고경으로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측방력이 
적으며, Chikunov 등10에 따르면, locator는 0.2 mm의 수
직적 탄성과 축을 중심으로 한 8° 범위의 운동을 허용하여 임
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에 사용하기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유지력이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및 각도에 영향
을 받으므로 locator를 사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의 좋
은 예후를 위해서는 국소의치의 삽입로와 평행하도록 이상
적인 위치와 각도로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야 한다.11,12 최근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CBCT)와 Com-
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D-CAM)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술용 
가이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와 각도로 보다 정확하게 임

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의 수술방법보다 성공적인 식립이 용이하
다.13,14

본 증례의 환자는 하악에서 다수 치아를 상실한 부분 무치
악 환자로 초기에 하악 전치부에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식의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제작
하였으나,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과 locator 등을 
함께 이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로 치료 계획을 변경하
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과 
locator의 삽입로를 일치시키고자, CBCT와 CAD-CAM 기
술을 이용하여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
고,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기능과 
심미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본 증례의 환자는 67세 여성으로,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과 잔존 치아의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
물을 이용한 형태의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본원에서 제
작 및 유지관리를 진행하던 중, 하악 가철성 국소의치의 통증 
및 불편감을 주소로 본과에 내원하였다. 전신 병력 상 고혈압
으로 인해 약물 복용 중이었다. 임상 및 방사선 검사상 #33,43 
치아의 경우, 중등도의 동요도와 치주염으로 인해 가철성 국
소의치의 지대치로 이용하기에는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Fig. 1).

Fig. 1. Intraoral photographs befor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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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상악에 사용 중인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에 대한 
기능적, 심미적인 만족감이 높아 하악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치료를 원하였다. 따라서 가철성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사용하
기에는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판단한 #33,43 치아의 경우에
는 금합금 코핑을 제작하여 국소의치 하방에서 제한적인 지지 
역할을 가지도록 하고, 하악 전치부와 구치부의 무치악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전치부에는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고, 양측 구치부에는 locator를 이용한 임플
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제작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
다. 그러나 환자가 다수의 임플란트 식립에 부담을 느껴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환자와 상의한 후, 하악 전치부에 임
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
한 뒤,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
획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알지네이트(Aroma Fine Plus, GC,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예비 인상을 채득하고, 진단 모형을 제작하고, 하악 전
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방사선학적 평가를 시행하고자 
방사선 가이드를 제작하고 CBCT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이
를 참고하여 #32,42 위치에 임플란트(#32i: 4.0 × 10 mm, 
Inno SLA, Cowellmedi, Busan, Korea, #42i: 4.0 × 10 
mm, Kisplant, Kuwotech, Kwangju, Korea)를 식립하였

다. 치유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가철성 국소의치를 수정하여 
임시의치로 사용하였다.

6개월 간의 치유 기간을 거친 뒤, 개인트레이를 제작하고 실
리콘 인상재(Imprint II, 3M ESPE, St. Paul, MN, USA)를 
이용하여 고정체 수준에서의 pick up 인상을 채득하여 주 모
형을 제작하였다. 교합제를 제작하여 악간 관계를 채득하고, 
상, 하악 모형을 반 조절성 교합기(Hanau Modular Articu-
lator, Whip Mix, Louisville, KY, USA)에 위치시켰다.

이후 상, 하악 교합관계를 고려하여 최종 보철물을 디자인 
한 뒤,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유도면과 설측면 
레스트를 부여한 형태의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
정성 보철물을 제작하여 레진 시멘트(G-cem Linkace, G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구강 내에 합착하였다. #33,43 치
아의 외형 수정을 진행한 뒤 실리콘 인상재를 이용하여 인상 
채득 후, 금합금 코핑을 제작하여 구강 내에 레진 시멘트를 이
용하여 합착하였다 (Fig. 2, Fig. 3).

이후 개인트레이로 최종 인상을 채득하여 최종 모형 및 금
속 구조물을 제작하고, 악간 관계를 채득하여 반 조절성 교합
기에 최종 모형을 위치시키고, 인공치아를 배열한 납형 의치
를 제작하였다. 구강 내에 시적하여 교합 관계 및 심미성 평가
를 시행하고, 최종 의치를 제작하여 구강 내에 장착한 후, 교

Fig. 3. Panoramic radiograph after implant 
surveyed prostheses and #33,43 gold coping 
placement.

Fig. 2. Intraoral photographs after implant 
surveyed prostheses and #33,43 gold coping 
placement. (A) Frontal view, (B) Occlusal view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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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조정을 시행하였다 (Fig. 4). 환자에게 잔존 자연 치아와 임
플란트 지대주를 포함한 구강 위생 및 의치 관리에 대한 교육
을 시행하였다.

정기적인 재내원을 통한 유지관리 중, 환자가 하악 전치부 
클라스프 노출에 대한 심미적인 불만족과 좌측 구치부 통증에 
대한 개선을 원하였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 하에, 처음 치료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하고 locator와 
치유 지대주를 이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임플란트를 추가로 식립할 때, 부착 장치가 기존의 임
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과 평행한 삽입로를 가지도록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CBCT와 CAD-CAM 시스템을 활용
한 디지털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예비 인상을 채득하여 제작한, 방사선 가이드를 이용하여 
CBCT 촬영을 시행하여 하악 좌, 우측 무치악부의 방사선학
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CBCT 데이터와 진단 모형을 참고하
여 수술용 가이드의 디자인 시, 기존의 고정성 보철물의 삽입
로와의 평행성을 고려하여 진단 모형상에 형성된 유도면의 방
향에 맞춰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방향을 설정하고, 디지털 
가이드(Dio-navi, Dio implant, Busan, Korea)를 제작하였
다. #34,36,44,45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결정하고 수술을 진
행하였다. 수술 과정 중, #45 위치의 임플란트는 골질이 좋지 
않아 초기 고정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최종적으
로 #34,36,44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34i,44i: 4.5 × 10 mm, 
#36i: 5.0 × 8.5 mm, UFII, Dio implant, Busan, Korea)을 

진행하였다. #34i,44i에는 locator를 부착하도록 계획하고, 이
를 통해 하악 가철성 국소의치의 유지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
으로 생각되어 #36i 에는 치유 지대주를 이용하여 국소의치에 
부가적인 지지만을 얻도록 설계하였다 (Fig. 5, Fig. 6).

약 2개월 간의 치유 기간을 거친 뒤, 개인 트레이를 제작
하고 실리콘 인상재(Imprint II, 3M ESPE, St. Paul, MN, 
USA)를 이용하여 고정체 수준에서 pick-up 인상 채득을 시
행하였다. 이때, #36i의 경우, 치유 지대주를 돔 형태로 삭제
하여 국소의치의 지지 역할만을 가지도록 외형을 수정한 뒤, 
구강 내에 장착하여 인상 채득을 시행하였다. 이후, 최종 모형 
및 금속 구조물을 제작하고, 교합제를 이용하여 악간 관계를 
채득한 뒤 반 조절성 교합기(Hanau Modular Articulator, 
Whip Mix, Luisville, KY, USA)에 부착하였다 (Fig. 7). 이
후, 제작한 납형 의치를 구강 내에 시적하여 교합 관계 및 심
미성 평가를 시행하고, #34i,44i 위치에 locator를 부착한 최
종 의치를 제작하였다 (Fig. 8). 구강 내 최종 의치를 장착한 
후, 교합 조정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잔존 자연 치아와 임플란
트 부착 장치 등을 포함한 구강 위생 및 의치 관리에 대한 교
육을 시행하였다 (Fig. 9).

환자는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하였으며, 의치 장착 후 3
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정기적인 재내원을 통해 구강 
위생 관리 정도, 의치의 유지력, 교합 상태의 변화 유무 및 잔
존 치아와 임플란트에 대한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를 지속
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Fig. 10).

A B C

D E
Fig. 4. Intraoral photographs after definitive 
prosthesis delivery. (A) Left view, (B) Frontal 
view, (C) Right view, (D) Occlusal view 
(Maxilla), (E) Occlusal view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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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Fabrication of master cast, (B) Fabrication of recording base and wax rim, (C) Intraoral photograph of bite registration.

A B C

Fig. 6. Panoramic radiograph 
after implant surgery.

Fig. 5. (A, B) Design of surgical 
stent for implant surgery, (C, D) 
Adaptation of surgical stent.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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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abrication of definitive prosthesis.

Fig. 9. Intraoral photographs after definitive prosthesis delivery. (A) Left view, (B) Frontal view, (C) Right view, (D) Occlusal view 
(Maxilla), (E) Occlusal view (Mandible), (F) Denture inner surface (Locator attachment blue nylon application).

A B C

D E F

Fig. 10. Radiographs of 6 months after definitive 
prosthesis delivery. (A) Panoramic radiograph, (B) 
Mandible anterior implant standard radiograph, (C) 
Mandible right implant standard radiograph, (D) 
Mandible left implant standard radiograph.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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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피개의치의 
한 형태로 최근 높은 임플란트 성공률을 보인다.4 또한 임플란
트 융합 국소의치는 기존의 가철성 국소의치에 비해 기능적, 
심미적 이유로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이며, 특히 전치부에서 
클라스프의 생략을 통한 심미성 개선을 얻을 수 있다.2,3,15 또
한 Pellecchia 등도 이러한 방식의 치료를 통해 전통적인 후
방 연장 국소의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작 기능과 효율이 향
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16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과 locator 등을 함께 이용
하는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로 치료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
해 가철성 국소의치에 부가적인 유지 및 지지를 얻을 수 있었
고, 또한 하악 전치부의 클라스프를 생략한 형태로 제작이 가
능하여 하악 전치부 클라스프의 노출에 의한 심미적 불만족이
라는 환자의 주소를 개선해 줄 수 있었다.

본 증례에서 사용된 locator는 수직적인 탄성을 통해 응력
을 완화시켜주며, 수직 평면과 회전축에서의 움직임을 허용한
다. 또한 self-aligning을 통해 환자가 쉽고 정확하게 의치를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부착 장치와 마찬가지
로 반복적인 의치의 착탈과 기능 시의 하중에 의해 locator의 
마모가 발생하게 된다.17 마모에 의한 유지력의 상실과 나일론 
부품의 교체, 지대주 함요부의 치태 축적에 의해 의치의 완전
한 장착이 방해될 수 있으며, 지대주 나사의 풀림, 의치 재이
장의 필요성, 인공치 또는 의치의 파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8 이러한 문제는 국소의치의 삽입로와 locator의 삽입
로의 각도 차이가 클수록 쉽게 발생하게 된다.19 본 증례에서
는 이러한 locator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제작한 
하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의 삽입로와 
추가적으로 식립한 locator의 삽입로가 평행하도록 CBCT 데
이터와 진단 모형 분석을 통해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 후, 임플
란트 수술에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치과 영역에서는 CBCT의 활용과 함께 
CAD-CAM 기술 등, 디지털 치의학이 발전하면서, 임플란트
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디지털 수술용 가이드의 제작 등에 활
용되고 있다.20 최근 소프트웨어의 정확성 및 편의성 증가, 제
작 방식의 정밀도 증가를 통해 그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이
며, 이러한 방식은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려
와 최종 보철물의 위치와 형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큰 장

점이다.21 본 증례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임
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과 평행한 삽입로를 가지도록 
locator가 장착될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및 방향을 설정하고,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가이드를 이용하여 임플
란트를 식립하여 기존의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의 
삽입로와 평행한 locator의 삽입로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locator의 유지력 증진 및 마모 감소 등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증례는 심한 잔존 치조제의 흡수를 동반한 다수 치아가 
상실된 하악 부분 무치악부에서 하악 전치부에 임플란트 서베
이드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로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환자의 심미적, 기능적 개
선 요구로 양측 구치부에 추가적인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재
치료한 증례이다. 잔존 치조제의 심한 흡수로 인한 날카로운 
형태의 잔존 치조제는 저작시 통증을 유발하며, 이는 의치를 
제작한 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문제이다.22 본 증례의 환자 
또한 하악 좌측 무치악부의 잔존 치조제의 심한 흡수로 저작 
시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임플란트 식립 후, 치유 지대주
를 연결하여 의치의 지지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치료 완료 후, 7 개월 동안 경과 관찰을 시행하
였으며 환자는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하였다. 또한 동일한 
기간 동안 locator 나일론 부품의 교체는 시행하지 않았음에
도 양호한 유지력을 보였고, 치유 지대주의 풀림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잘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가철성 국소의치의 삽
입로와 부착 장치의 삽입로가 동일하도록 임플란트를 식립하
는 경우, 유지력의 증가 및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로 인
해 환자의 유지 관리 주기의 간격 또한 증가하여,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다수 치아 상실을 동반한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이용한 치료는 의치의 유지와 지지를 증가
시켜 환자에게 기능적, 심미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다
만 체계적인 진단 과정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 개수, 위치, 연
결 방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임플란트 서베
이드 고정성 보철물과 locator 및 치유 지대주를 이용하여 가
철성 국소의치에 부가적인 유지와 지지를 얻도록 설계하였다. 
합병증의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평행한 삽입로를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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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CBCT와 CAD-CAM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작한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만족
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 좋은 예후를 위해
서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한 임플란트와 의치의 
평가 및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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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융합 가철성 국소의치 수복 증례
김태훈·정창모·윤미정·이소현·이현종·허중보*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다수 치아가 상실된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 가철성 국소의치를 이용한 
치료와 더불어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보조적으로 이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 또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중 부착 장치와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을 함께 이용하는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의 경우, 부착 장치와 국소의치가 동일한 삽입로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증례의 환자는 하악 국소의치를 사용하던 중,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임플란트 서베이
드 고정성 보철물을 활용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제작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임플란트 
식립 시, 기존의 임플란트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의 삽입로와 동일한 식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이용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후, 좌, 우측 소구치부에는 로케이
터를 장착하고, 좌측 구치부에는 치유 지대주 상태로 국소의치의 지지를 부여하여 제작하였
다. 이를 통해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대한치과
보철학회지 2021;59:88-96)

주요단어
임플란트; 디지털 치의학; 가이드 수술;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 로케이터

교신저자 허중보
50612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055-360-5130
neoplasia96@hanmail.net

원고접수일  2020년 9월 1일 
원고최종수정일  2020년 10월 15일
원고채택일  2020년 10월 22일

 ©  2021 대한치과보철학회
 cc   이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4.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