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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편측 소수 잔존치에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와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의 수복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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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in the partially edentulous maxilla with a few unilateral 
remaining teeth and implant overdenture in the mandible: 
A case report

Successful cases of the 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and implant 
overdentures are reported in which a few implants are additionally placed to se-
cure the maintenance, support, and stability of the denture when there are a few 
residual teeth. When the lateral force applied to the tooth abutment and implant 
surveyed crown is minimized, the horizontal and rotational movement of the 
denture is significantly reduced which is an effective method that can improve 
the address in patients who complain of reduced retention and stability of their 
dentures. In this case, a small number of implants were placed to fabricate an 
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with implant surveyed crown in the 
maxilla and implant overdenture with Locator® attachment in the mandible to 
improve the retention, stability, and support of the dentures. The patient was 
satisfied with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 aspects after the final dentures were 
delivered. (J Korean Acad Prosthodont 2021;59: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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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분 또는 완전 무치악 수복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국소의치, 총의치 또는 임플란트 지
지-고정성 보철물 치료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임플란트 지지-고정성 보철 수복은 환자 
입장에서 사용이 편하고 안정적인 수직고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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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골흡수로 인한 지지조직의 감소, 임플란트 실패의 기왕
력이 있거나 보철완성까지의 긴 소요시간과 비용에 부담이 있
는 환자에서는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1 이렇게 임플란트 
고정성 수복이 어려운 환자에서 가철성 국소의치 또는 총의치
는 구강위생 관리가 용이하고 비침습적이면서 경제적이기 때
문에 치료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2 하지만 후방연장 국소
의치에서 의치상에 작용하는 교합력은 의치상을 조직방향으
로 침하시키고 의치의 회전은 지대치와 연조직에 회전력을 발
생시키며 무치악부 지지 부족, 의치의 낮은 안정성은 잔존지
대치에 응력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후가 불확실하
다.3 하악 총의치는 의치의 지지면적이 상악에 비해 좁고 혀 
운동에 의한 의치 안정성이 떨어지며 특히 심한 골흡수시 의
치의 적절한 유지와 안정을 얻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4 이러
한 후방연장 국소의치 또는 총의치에서 의치의 불량한 안정, 
유지에 의한 통증 및 불편감은 치조골 흡수가 진행될수록 더
욱 악화된다. 따라서 최근 소수의 임플란트 식립을 통한 임플
란트 융합 국소의치(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IARPD)와 임플란트 유지 피개의치(implant-re-
tained overdenture)는 추가적인 골흡수를 방지하고 의치
의 유지와 안정을 증가시키는 보철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IARPD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의치 하방에 임
플란트가 존재하고 의치가 부착장치를 통해 연결되는 ‘의치하
방 연결술식’과 임플란트 지지 상부 보철물을 서베이드 금관
의 형태로 제작 후 통상적인 국소의치를 제작하는 ‘서베이드
금관 활용술식’이 있다.5 Kihara 등6은 in vitro 실험에서 전
통적인 국소의치가 임플란트-지지 국소의치와 비교하여 수직
적 변위와 굽힘력을 더 많이 발생시키다고 하였다. Ohkubo 
등7은 in vitro 실험에서 전통적인 국소의치보다 임플란트-지
지 국소의치에서 연조직 하방에 압력이 덜 가해지며 의치의 
변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하악의 임플란트 피개
의치는 1987년 Van Steenberghe 등8에 의해 하악 무치악에 
2개 임플란트만을 식립된 이후 많은 임상 연구에서 높은 임플
란트 성공률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2002년 발표
된 McGill consensus에 따르면 하악 무치악 환자에서 총의
치보다는 2개 임플란트 피개의치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져야 
한다.9 

본 증례는 심한 치조골 흡수를 동반한 상악의 편측 소수 잔
존치, 하악의 무치악 환자에서 상악의 임플란트 서베이드 금
관과 하악의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통해 의치의 역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의치의 지지, 유지, 안정을 얻었다. 상악의 서베이드
금관 활용술식은 보험 임플란트 적용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환
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상
악의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와 하악의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수복하여 기능적이면서도 심미적인 임상 결과를 얻었기에 보
고하고자 한다. 

증례

본 환자는 78세 여환으로 상악 의치가 자주 탈락하고 하악 
의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주소로 본과에 내원하였다. 특별
한 의과적 전신병력은 없었으며 턱관절 장애 및 비기능적 악
습관은 없었다. 8년 전에 본원에서 상악은 금속도재관으로 수
복된 #14 단일 크라운과 24, 25의 2본 연결고정한 크라운을 
이용한 가철성 국소의치를, 하악은 금속도재관으로 수복된 
#32, 41, 42의 4본 브릿지를 이용한 가철성 국소의치를 제작
하였고 #14, 32, 41, 42 지대치가 파절되면서 경제적 부담으
로 기존 의치를 수정하여 사용 중인 상태였다. 

진단을 위해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및 임상검사를 시행하였
다 (Fig. 1, Fig. 2). #24, 25에 동요도 및 타진반응은 없었으
나 치경부에 우식이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중등도에서 심한 
치조골 흡수 양상과 상악 우측 제 1 소구치, 하악 양측 측절치
에 잔존치근이 관찰되었다. 치주적으로 이환된 잔존치근을 발
거하고 상악은 우식에 이환된 #24, 25의 금속도재관 재수복
과 함께 잔존 지대치의 장기적인 예후를 위해 역학적으로 유
리한 대칭적인 위치에 서베이드 금관을 설계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를 계획하였다. 하악은 기존 의치를 통해 12 mm 이
하의 불충분한 악간거리를 고려하여 임플란트 측방력을 최소
화하기 위해 로케이터(Locator; Zest Anchors, Escondido, 
CA, USA)를 이용한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계획하였다.

이상적인 임플란트 식립을 위하여 상악과 하악의 기존 의치
를 복제하여 수술용 스텐트를 제작하였으며 컴퓨터 단층 사
진을 촬영한 후 수술 스텐트로 전환하여 상악은 편측 잔존치
인 #24, 25와 대칭적인 #14i, 15i 부위에, 하악은 후방 무치
악부의 기능운동을 허용할 수 있는 #33i, 43i 부위에 임플란
트 식립을 진행하였다 (Fig. 3). 임플란트 식립은 본원 구강외
과에서 시행하였으며 #14i, 15i, 33i, 43i (USⅡ SA 4.0 × 10 
mm; Osstem Inc., Seoul, Korea)를 식립하였다. 임플란
트 식립 부위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치유를 도모하기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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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raoral photographs before 
treatment. (A) Upper view, (B) Right view, 
(C) Frontal view, (D) Left view, (E) Lower 
view.

A

CB D

E

Fig. 2. Panoramic radiograph before treatment.

Fig. 3. The duplicated dentures for radiographic stents. (A) 
Maxillary radiographic stent, (B) Mandibular radiographic 
stent.

A B 존 의치의 내면을 완압 후 연성 이장재를 도포하였다. 약 3개
월 뒤 2차 수술 시행하여 #14i, 33i에 직경 5.0 mm, 치은 높
이 3.0 mm와 #15, 43i에 직경 5.0 mm, 치은 높이 4.0 mm
의 치유 지대주를 연결 후 본과로 재의뢰되었다 (Fig. 4).

임플란트 2차 수술 이후 최종 보철 과정을 진행하였다. 상악
을 예비인상을 채득하여 진단모형을 제작하고 맞춤 개인 트레
이(Eazipan LC; Vericom Corp., Chuncheon, Korea)를 
제작하였다. 금속도재관을 위해 지대치 형성된 #24, 25와 함
께 #14i, 15i 임플란트를 pick-up 인상으로 최종 인상채득하

Fig. 4. Panoramic radiograph after implant installation.

https://doi.org/10.4047/jkap.2021.5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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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Fig. 5A, B). 인상용 코핑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식립 각
도와 국소의치의 삽입철거로가 최대한 평행하도록 #14i, 15i
의 임플란트 맞춤형 지대주 및 2본 금속도재관과 #24, 25의 2
본 금속도재관이 제작되었으며 레진강화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RelyXTM luting2 cement; 3M Espe, St. Paul, MN, 
USA)를 이용하여 최종 합착되었다 (Fig. 5C). 상악, 하악 예비
인상을 채득하여 개인트레이(Quicky; Nissin Dental Prod-
ucts Inc., Kyoto, Japan)를 제작하였다. 상악과 하악의 변
연형성(Compounds; Kerr Dental, Orange, CA, USA) 후 
하악에는 #33i, 43i에 인상용 코핑을 연결하고 상악과 하악을 
Polysulfide (Permlastic®; Kerr manufacturing Co., Ro-
mulus, MI, USA)로 최종인상을 채득하고 Type Ⅴ 초경석고
(Suprastone; Kerr Dental, Orange, CA, USA)를 이용하
여 주모형을 제작하였다 (Fig. 6). 상악에 서베잉을 시행하여 
#14i, 24에 근심 교합면 레스트, 근심 유도면, 기능운동을 허
용하는 조합형 클라스프와 #15i, 25에 근심 교합면 레스트, 원
심 유도면, 협측 전정이 낮은 구치부에서 기능운동을 허용할 
수 있는 Akers 클라스프를 디자인하였다. 상악 국소의치의 주

연결장치는 임플란트의 과도한 부하를 방지하고 저작력의 분
산을 위해 구개판으로 설계하였고 Akers 클라스프는 의치의 
유지보다는 안정을 제공하도록 클라스프의 모든 부위가 서베
잉라인 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의치를 찰탁 시에 지대치에 유
해한 측방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하악은 추후 Locator 
연결을 고려한 금속 프레임과 교합제를 평균적인 규격으로 제
작하였다. Willis법, 순측전정으로부터 상하악 전치 절단연까
지의 거리, 안정위 공극, 안모, 발음 등을 기준으로 수직고경을 
설정하고 교합관계를 채득한 뒤 교합인기재(Regisil Rigid; 
Dentsply Caulk, Milford, DE, USA)를 이용해 bite 채득
하였다. 안궁이전하여 상악 모형을 교합기(Hanau Modular 
Articulator; Whip Mix Corp., Louisville, KY, USA)에 부
착한 후 마운팅 하였다. 상악 국소의치보다 기능적으로 열악
한 하악 총의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측성 균형교합으로 
인공치아를 배열하여 편심위 운동시 양측성 균형교합과 전방
위에서 전치부와 구치부에 동시접촉을 부여한 후 구강 내에서 
납의치를 시적하였다 (Fig. 7). 이후 통법대로 납의치 매몰 후 
기공실 재부착을 거쳐 지대치와 임플란트에 균일한 교합이 가

Fig. 5. (A) Definitive impression on maxilla, (B) Master cast fabrication, (C) Surveyed crown setting.

A B C

Fig. 6. Border molding and definitive impression. (A) Maxilla, (B) Mandibl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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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도록 하였으며 상악과 하악의 최종의치를 제작하였다. 완
성된 의치를 구강내에 장착하고 변연의 길이와 조직 적합성을 
검사한 후 중심위 기록 채득하여 진료실 재부착 시행하여 최
종적으로 교합조정을 완료하였다 (Fig. 8). 의치 장착 후 24시
간 후에 재내원하여 조절을 시행하였으며 2주간 경과기간을 
거쳐 의치의 적합상태를 확인 후 의치 내면에 어태치먼트를 
위한 공간 및 vent hole을 형성한 후 구강 내에서 직접법으로 
패턴레진(Pattern Resin; GC corp., Tokyo, Japan)을 이용
하여 Locator® attachment 를 의치 내면의 metal housing 
및 기공용 processing patrix와 연결하였다. 의치 사용 및 관
리 방법에 대해 교육한 후, 일주일간 의치를 사용하고 내원하
도록 하여 환자가 Locator attachment가 부착된 의치에 적
응하는지 확인하였다. 내원시 1.5 lb인 blue male part로 교
체하였으며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의 주기적인 재내원을 
통해 구강위생, 교합, 의치 점검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Fig. 
9). 환자는 의치의 기능과 심미성 모두에서 만족하였으며 정기 
점검 시에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다. 

Fig. 7. Wax denture. (A) Maxilla, (B) Mandible, (C) Intraoral view.

A B C

Fig. 8. Definitive denture. (A) Right view, (B) Frontal view, (C) Left view.

A B C

Fig. 9. Locator® attachment connected to mandibular dentur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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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전통적인 국소의치와 총의치에 융합된 소수의 임플란트의 
사용은 의치의 유지력과 안정성을 개선하고 환자의 적응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2008년 Chikunov 
등10은 O-ring & ball 형태를 이용해 의치의 유지를 증가시
키는 implant-retained partial overdenture (IRPOD)
를, 동년에 Ohkubo 등7은 locator 형태의 부착장치를 활
용해 의치의 유지와 지지를 개선시킨 implant-suppor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ISRPD)를 소개하였다. 이후 
Schneid와 Mattie11는 Implant-assisted RPD (IARPD)를 
소개하였으며, 이 용어가 임플란트를 활용한 술식 모두를 포
괄한 국소의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Vermeulen 등12은 전통적인 가철성 국소의치 연구에서 지
대치의 재치료를 실패로 간주하였을 경우, 국소의치의 생존율
은 5년과 10년이 지난 후 각각 40%와 20% 이상이라고 보고 
하였다. 전통적인 가철성 국소의치에서 기능시 잔존 치아를 
연결한 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의치의 회전은 무치악 부분이 
길수록 점막 지지 비중이 증가되어 지대치에 과도한 힘을 가
하게 되고 의치의 유지와 안정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적
인 임플란트 식립은 지대치의 장기적인 예후에 도움이 되고 
의치의 부가적인 유지와 안정을 얻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Bassetti 등13이 여러 문헌을 고찰한 바에 따르면 IARPD에서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91.7 - 100%로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성
공률 95 - 100%과 비슷하다. 강 등14의 연구에 따르면 IARPD
에서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93.1%로 나타났으며 임플란트 서
베이드 금관의 성공률은 95.1%를 보여 일반적인 국소의치보
다 훨씬 높은 성공률은 보여준다. 하지만 이 후향적 연구에서 
임플란트 보철물에 발생한 합병증으로 나타난 임시시멘트 적
찹시 보철물의 탈락, 나사 파절, 대합치의 파절, 나사풀림, 클
라스프 헐거워짐, 상부 도재 파절, 임플란트 주변 골 흡수, 임
플란트 동요, RPD 인공치 파절 등의 문제는 전치부, 연결되지 
않은 단일 보철물, 가공선 클라스프로 유지되는 보철물에서 
합병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측방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반대로 구치부, 연결고정이 된 보철물에서는 국소의치의 클라
스프가 헐거워지거나 주변골 흡수에 의한 임플란트 동요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분무치악 증례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surveyed crown 

및 국소의치 금속구조물의 설계에 관해서는 문헌상 명확하게 
알려진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임상의 증례보고 및 유한요
소 분석에 의해 평가한 보고들을 종합하면 전통적인 국소의
치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되 임플란트에 부여되는 역학적 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Zitzmann 등15은 추가적인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자연치아를 기준으로 최대한 넓은 네 
개의 꼭지점을 갖는 사다리꼴을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다.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나 임
플란트 피개의치 모두 전치부나 구치부, 또는 한쪽에 치우친 
좁은 사다리꼴 형태에서는 외팔보 효과(cantilever effect)가 
생겨 잔존치조제나 자연치에 유해한 힘이 가해질 수 있다. 임
플란트 서베이드 금관은 국소의치의 삽입로를 받아들일 수 있
는 설계로 제작한다. Chronopoulos 등16에 의하면 교합력
을 임플란트 수복물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레스트 등의 국소
의치 구성요소는 충분히 두껍게 설계되어야 한다. 치주인대에 
의해 교합력이 완충대는 자연치와 달리 임플란트 서베이드 금
관은 장기적인 기능력 하에서 금속구조물의 피로파절이 발생
할 수 있다. 임플란트 서베이드 금관의 지지 및 보상작용을 보
강하기 위해 구개측 또는 설측의 ledge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증례는 기능하 운동의 역학적 힘을 고려하여 상악의 잔존치
에 대칭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측방력을 감소시키
고 나사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플란트 서베이드 금관을 연
결하였다.17 맞춤형 지대주를 통해 연조직 봉쇄를 얻고 청소가 
용이한 크라운 형태를 완성하였다. 서베이드 금관의 유도면은 
구강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치경부 쪽으로 위치를 낮
게 형성하여 측방력을 감소시켰다.18 전통적인 국소의치 개념
에 의거하여 무치악부의 기능운동을 허용하기 위해 #14i, 24
에 원심협측 언더컷을 이용하는 가공선 클라스프와 #15i, 25
에 근심협측 언더컷을 이용하는 Akers clasp를 설계하였다. 
하지만 후방연장부위의 골흡수가 심하고 조직지지를 얻기 어
려운 경우에는 근심 지대치에 근심 교합면레스트를, 원심 지
대치에 원심 교합면레스트를 설계함으로써 최대한의 치아지
지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5은 근관치료를 완료
한 치아로 측방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심 교합면레스트와 가
공선 클라스프 설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
는다. 

의치하방에서 임플란트와 연결되는 임플란트 피개의치는 
서베이드 크라운 활용 술식에 비하면 문헌 보고가 다양하고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Chikunov 등10은 로케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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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이 낮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측방력을 적게 주고, 줄어든 
악간거리에서도 의치 치아를 배열하기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의치 내면의 processing patrix는 0.2 mm의 수직적 탄성
과 8°의 축 운동을 허용하고 탄성이 있어 의치의 추가적인 지
지, 유지 및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제조사에 따르면 standard 
male part는 20도 이하의 임플란트 장축간 각도 차이를 허용
하며 20도 이상의 각도 차이가 발생시에는 최대 40도까지 더 
넓은 범위에 사용 가능한 extended-range male part의 사
용이 권장된다.19 임플란트 장축간 각도가 이개시에는 의치의 
삽입로 설정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로케이터 부품의 급속한 마
모와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20 본 증례는 악간공간이 부족하
고 임플란트 장축의 각도 차이가 20도 이내였으며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로케이터 어태치먼트를 사용했다. 2주간 
어태치먼트의 연결 없이 의치를 사용하여 의치 적합도를 높인 
후 일주일간 가장 약한 기공용 processing patrix의 사용을 
시작으로 환자 본인의 의치 장착 및 철거에 대한 검증을 통해 
blue male part로 최종 연결하였다. 향후 의치 장착 후 치아
와 임플란트의 응력 분산을 위해 주기적인 교합조정 및 임플
란트 주변의 골 흡수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여 지속적
인 유지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증례에서는 상악의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와 하악 피개
의치를 통해 의치의 지지, 유지와 안정에 대한 환자의 주소를 
크게 개선하였다. 상악의 임플란트 서베이드 금관을 이용하기 
위해 임플란트의 측방력을 최소화하면서 국소의치의 금속 프
레임의 구성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설계를 디자인하였다. 
하악은 부족한 악간거리와 위생관리를 고려하여 Locator® 
attachment를 사용하였다. 경과관찰 기간 동안 의치의 불편
감 및 방사선상 임플란트 주변의 골흡수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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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편측 소수 잔존치에서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와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의 수복 증례
윤이나·김현아·박상원·박찬*·장우형*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보철학교실

소수의 잔존치가 존재하는 경우 소수의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식립하여 의치의 유지, 지
지, 안정을 확보하는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 및 피개의치의 성공적인 증례가 보고되고 있
다. 임플란트 융합 국소의치는 임플란트를 포함한 지대치에 가해지는 측방력을 최소화할 경
우 의치의 수평적, 회전적 움직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의치의 탈락 및 안정의 불편감을 호
소하는 환자에서 주소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증례
는 소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상악에 임플란트 지지 서베이드 금관을 제작하고 하악에 
Locator® attachment를 통해 의치의 유지, 안정, 지지를 개선하였다. 임상 관찰에서 환자
가 최종 의치 장착 후 기능적, 심미적 면에서 모두 만족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대한치과
보철학회지 2021;59: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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