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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치과보철물의 제거원인 및 지대치

재사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목원균․김희중․정재헌․오상호

이 연구의 목적은 고정성 보철물의 제거와 지대치의 생존율을 위한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총 192개의 고정

성 보철물이 조선대 치과병원에서 제거되었고 308개의 지대치가 조사되었다. 제거의 가장 빈번한 이유는 치주

문제였고(30.7%), 그 다음이 우식(29.7%), 그리고 치근단 문제(18.8%) 였다. 금속도재관에서 치주 문제는 가장 빈번

한 제거의 원인이었다. 완전주조관에서는 우식이 제거의 가장 흔한 이유였다. 치근단과 치주의 문제는 각각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사람들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308개의 지대치 중 생활치와 실활치는 각각 135(43.8%)와

173(56.2%) 이었다. 135개의 생활치 중에서 39(28.9%)개가 발거되었고, 173개의 실활치 중에서 85(49.1%)개가 발

거되었다. 고정성 보철물의 제거와 지대치의 발거를 위한 각각의 위험 요소는 최종 보철물과 지대치의 예상과

진단을 위해 더 명확히 평가되어야만 한다.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지 2008:24(1):1-17)

서 론

치아의 상실은 저작력의 상실과 동시에 전치

부에 심각한 심미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치과보

철 영역에서 고정성 보철물에 의한 치료는 인공

물의 제작 및 장착에 의해 단순히 치질 및 치열

의 상실을 보상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서는 안

되고, 치질 및 치열의 결손으로 인하여 저하되어

있는 구강건강의 향상을 도모하여 전신의

Quality of life(QOL)의 향상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1) 1907년 치과 임상에 주조법이 도

입된 이래 약 100년 동안 치과보철물 제작법 등

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재는 CAD/CAM법이

개발되어 금속뿐만 아니라 도재블록을 절삭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도 임상에 응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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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과 보철수복에 관한 치료계획은 과학적 근

거 보다는 주로 치과의사의 경험적 근거에 많이

의존해 왔고, 따라서 보철수복에 관한 치료법도

술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러

나 지금도 치과 보철수복의 실패는 임상에서 매

우 흔하게 볼 수 있으며,
2)
그 실패 원인 또한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3,4)
최근 몇 년간 고정성

보철물의 실패 원인이나 기능기간 등에 관한 여

러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단일크라운(Single

Cr.), 크라운브릿지(Cr. & Br.) 및 연장브릿지

(Cantilever Br.) 등의 실패 원인에 관해 몇몇 논문

들이 보고되었지만,
5-8)
대부분의 논문은 보철물

의 기능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하였다.
9-13)
보

철물의 기능기간 및 실패원인에 관한 논문으로

는 약 30년 전, Schwartz 등
5)
에 의해 보고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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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들은 고정성 보철

물을 장착한 406명의 환자에서 기능기간과 제거

원인을 조사한 결과, 모든 보철물의 평균 기능기

간은 10.3년 이었고, 2차 우식이 치과보철물 실

패의 가장 원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Schwartz

등5)에 의한 이런 결과들은 보철물의 실패 위험

및 예후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은 임상가들

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철물에 사용

되는 재료나 보철물의 디자인 등이 과거와는 많

이 변해 있어 과거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에는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한편, 보철물의 기능기간이나 실패 원인을 분

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철물 제거 후, 지대치

로 사용되었던 치아의 생존여부 즉, 발거 여부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보철물의 제거 후, 지

대치로 사용된 치아를 발거하게 되는 경우라면,

여러 논문에서 보고하였던 “보철물의 기능기간”

이라는 의미는 퇴색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

런 논문에서 말하는 “보철물의 기능기간”이란 지

대치를 발거하지 않고 그 지대치를 이용하여 다

시 새로운 보철물을 제작 및 장착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대치가

발거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보철물의 “기능기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하기 어렵게 될 것이

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제거해야

만 하는 보철물에 있어 제거 원인 및 보철물 제

거 후의 지대치의 발거 여부를 명확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치과 보철물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철물

의 제거 후, 지대치로 사용되었던 치아의 발거여

부에 관한 보고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보철

과에서 제거된 보철물의 제거 원인을 분석하고,

지대치로 사용되었던 치아의 향 후 생존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2005년 5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에서 제거된 개인의원, 대학병

원 및 무면허업자 등으로부터 제작된 보철물 제

거 원인을 보철물의 디자인, 재료, 부위,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제거원인으로는 서로

간의 비교를 위해 Schawrtz 등
5)

, 그리고 Walton

등6)에 의해 보고된 내용과 유사하게 하였다. 만

일 제거 원인이 하나 이상인 경우, 가장 치명적

인 것을 제거 원인으로 기록하였고, 외상에 의한

경우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보철물의 디

자인은 단일크라운, 연결크라운(Splinted Cr.), 크

라운브릿지 및 연장브릿지로 나누었고, 재료는

귀금속(Precious), 비귀금속(Non-precious), 금속도

재관(Metal-ceramic)으로 나누었다. 부위는 전치,

구치, 상악 그리고 하악으로 나누어 평가하였고

전치와 구치에 걸쳐 제작된 경우는, 부위에 따른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령별로는 40세 미

만,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어 평가하였

다. 또한 제거 당시,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의 근

관치료 상태 여부를 파악하였고, 향후 지대치의

발거 여부를 기록하여 지대치의 생존율도 함께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크라운이나 크

라운브릿지 등에 관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는 모두 하나의 제거물로 간주하였고, 그 제거물

의 지대치로 사용되었던 치아를 모두 하나의

unit으로 간주하였다. 보철물 제거 후, 한 unit에

포함되어 있는 지대치 중, 하나라도 발치된 치아

가 있으면 생존율 평가 시 non-survival unit으로

간주하였다.

총 135명(남성:49명, 여성:86명)의 환자(평균연

령:56.6세, 연령범위:12~81세)로부터 192개의 보

철물이 제거 되었다. 보철물의 디자인에 따라서

는 단일크라운이 88개, 연결크라운이 26개, 크라

운브릿지가 62개, 연장브릿지가 16개였다. 크라

운브릿지 중에서는 유지장치(Retainer)가 142개

즉, 지대치가 142개였고, 가공치(Pontic)은 97개

였다. 연장브릿지 중에서는 유지장치가 39개, 가

공치가 29개였다. 재료별로는 귀금속이 84개, 비

귀금속이 42개, 금속도재관이 64개, 전부도재관

이 2개였다. 위치별로는 상악이 107개, 하악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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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치부가 41개, 구치부가 123개, 전치와 구치

에 걸쳐서 제작되었던 경우는 28개였다. 연령별

로는 40세 미만이 22명, 40대가 23명, 50대가 46

명, 60대 이상이 44명이었다. 각각의 빈도에 관

한 통계처리는 SPSS 12.0(SPSS Inc., Chcago,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 제거원인인 치

주질환, 2차 우식 및 치근단 질환에 대해서만 카

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 과

1. 치과보철물의 제거 원인

Table 1은 보철물 제거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

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것은 치주질환(30.7%)이

었고 그 다음에 2차 우식(29.7%), 치근단 질환

(18.8%), 불완전 변연(7.3%), 유지력 상실(4.2%),

심미적 문제(3.1%), 도재파절(2.6%), 치아파절

(2.6%) 등 이었다. 이런 제거의 이유들을 치주질

환, 2차 우식, 치근단 질환을 포함하는 구강질환

에 의한 것과 도재파절 등 나머지 기계적인 문제

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보면, 본 결과에서는 구

강질환에 의한 것이 79.2%였고, 기계적인 문제에

Reasons NO.(%)

Periodontal disease/mobility

Caries

Periapical involvement

Defective margins

Loss of retention

Impaired esthetics

Porcelain failure

Fractured tooth

Fractured connector

Worn through occlusal

59(30.7)

57(29.7)

36(18.8)

14( 7.3)

8( 4.2)

6( 3.1)

5( 2.6)

5 (2.6)

1 (0.5)

1 (0.5)

Total 192(100)

Table 1. Causes of removal by frequency

의한 것은 20.8%였다.(Table 2)

보철물의 디자인에 따른 제거 원인은 Table 3

에 나타나 있다. 단일크라운의 경우, 2차 우식에

의한 제거빈도가 가장 높았고(29.5%), 그 다음으

로 치근단 질환(26.1%), 치주질환(23.9%) 등이 뒤

를 따랐다. 연결크라운의 경우에는 2차 우식과

치주질환에 의한 제거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

고(30.8%), 그 다음으로 치근단 질환(15.4%), 불

완전 변연(7.7%)의 순이었다. 또한 크라운브릿지

의 경우, 치주질환(35.5%), 2차 우식(29%), 치근

단 질환(12.9%)의 순이었고, 연장브릿지의 경우

에는 치주질환(56.3%), 2차 우식(25.0%)의 순이

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철물의 디자인

에 따른 제거원인의 빈도에 통계적 유의차는 없

었다. 보철물의 재료에 따라서는(Table 4) 통계적

유의차를 보였는데, 귀금속의 경우에 2차 우식

(34.5%), 치주질환(27.4%), 치근단 질환(20.2%)의

순이었고, 비귀금속의 경우는 2차 우식(45.2%),

치주질환(26.2%), 금속도재의 경우는 치주질환

Reasons %

Oral disease

Periodontal disease/mobility

Caries

Periapical involvement

30.7

29.7

18.8

Tatal 79.2

Mechanical problems

Defective margins

Loss of retention

Impaired esthetics

Porcelain failure

Fractured tooth

Fractured connector

Worn through occlusal

7.3

4.2

3.1

2.6

2.6

0.5

0.5

Total 20.8

Table 2. Oral disease versus mechanical

problems: Causes of removal by

frequency



목원균․김희중․정재헌․오상호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지 24권 1호, 20084

Reasons
Prosthetic design

x2
test P

Single Cr. Splinted Cr. Cr. & Br. Cantilever

Periodontal disease/mobility*

Caries*

Periapical involvement
*

Defective margins

Loss of retention

Impaired esthetics

Porcelain failure

Fractured tooth

Fractured connector

Worn through occlusal

21 (23.9)

26 (29.5)

23 (26.1)

7 (8.0)

5 (5.7)

5 (5.7)

1 (1.1)

8 (30.8)

8 (30.8)

4 (15.4)

2 ( 7.7)

1 ( 3.8)

1 ( 3.8)

1 ( 3.8)

1 ( 3.8)

22 (35.5)

18 (29.0)

8 (12.9)

5 (8.1)

1 (1.6)

1 (1.6)

3 (3.2)

2 (3.2)

1 (1.6)

1 (1.6)

9 (56.3)

4 (25.0)

1 ( 6.3)

1 ( 6.3)

1 (6.3)

0.133

Total 88(100) 26(100) 62(100) 16(100)

* Object of statistical analysis Unit No.(%)

Table 3. Causes of removal by prosthetic design

Reasons
Material

x2
test P

Precious metal Non-precious metal Ceramo-metal

Periodontal disease/mobility*

Caries*

Periapical involvement
*

Defective margins

Loss of retention

Impaired esthetics

Porcelain failure

Fractured tooth

Fractured connector

Worn through occlusal

23 (27.4)

29 (34.5)

17 (20.2)

7 ( 8.3)

4 (4.8)

3 ( 3.6)

1 ( 1.2)

11 (26.2)

19 (45.2)

2 ( 4.8)

6 (14.3)

2 ( 4.8)

2 ( 4.8)

26 (40.6)

11 (17.2)

14 (21.9)

1 ( 1.6)

2 ( 3.1)

4 ( 6.3)

3 ( 4.7)

2 ( 3.1)

1 ( 1.6)

0.005

Total 84(100) 42(100) 64(100)

* Object of statistical analysis Unit No.(%)

Table 4. Causes of removal by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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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치근단 질환(21.9%), 2차 우식(17.2%) 등

의 순이었다. Table 5는 부위에 따른 제거원인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지만, 전치

부에서는 치주 질환(31.7%)과 치근단 질환

(29.3%)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구치부에서는 2차

우식(35.8%)과 치주질환(26.8%)의 빈도가 높았

다. 상악에서는 치주질환(31.8%), 2차 우식

(27.1%), 치근단 질환(21.5%)의 순이었고, 하악에

서는 2차 우식(32.9%), 치주질환(29.4%), 치근단

질환(15.3%)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으며, 30대까지는 치근단 질환

(38.5%)이 가장 많았고, 2차 우식(26.9%) 및 치주

질환(11.5%)이 뒤를 이었다. 40대에도 치근단 질

환(37.9%)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차 우식

(20.7%) 및 치주질환(13.8%)이 뒤를 이었다. 50대

에는 치주질환(45.2%)에 의한 것이 급격하게 증

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2차 우식(25.8%)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2차 우

식(36%)과 치주질환(32%)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

Reasons
Area

x2
test P

Anterior Posterior Maxilla Mandible

Periodontal disease/mobility*

Caries
*

Periapical involvement*

Defective margins

Loss of retention

Impaired esthetics

Porcelain failure

Fractured tooth

Fractured connector

Worn through occlusal

13 (31.7)

7 (17.1)

12 (29.3)

2 ( 4.9)

5 (12.2)

1 (2.4)

1 (2.4)

33 (26.8)

44 (35.8)

19 (15.4)

13 (10.6)

6 ( 4.9)

1 ( 0.8)

3 ( 2.4)

3 ( 2.4)

1 ( 0.8)

34 (31.8)

29 (27.1)

23 (21.5)

6 ( 5.6)

3 ( 2.8)

6 ( 5.6)

3 ( 2.8)

2 ( 1.9)

1 (0.9)

25 (29.4)

28 (32.9)

13 (15.3)

8 (9.4)

5 (5.9)

2 (2.4)

3 (3.5)

1 (1.2)

0.187

Total 41(100) 123(100) 107(100) 85(100)

(Prostheses extended from anterior to posterior were excluded) Unit No.(%)

* Object of statistical analysis

Table 5. Causes of removal by area

났다.(Table 6)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 있어서는

치주질환(33.3%)에 의한 제거가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2차 우식(28%)이 많았으며, 여성에 있어

서는 2차 우식(30.8%) 그리고 치주질환(29.1%)의

순이었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Table 7)

2. 지대치 unit의 생존율

Table 8은 보철물 제거 후, 한 unit에 포함되어

있는 지대치 중, 향 후 하나라도 발거된 치아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지대치 unit의 생존율

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철물 제거 후 환자가 내

원하지 않았거나 혹은 제거 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unknown으로 표시하였다. 보철

물의 지대치로 사용되었던 192개의 unit 중, 지대

치를 발거하지 않고 다시 재사용한 unit은 82개

로 42.7%를 차지하였고, 발거된 지대치가 있는

unit은 86개로 44.8%에 이르렀다. 보철물의 디자

인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는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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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Age

x2 test P
~39 40~49 50~59 60~

Periodontal disease/mobility*

Caries*

Periapical involvement
*

Defective margins

Loss of retention

Impaired esthetics

Porcelain failure

Fractured tooth

Fractured connector

Worn through occlusal

3 (11.5)

7 (26.9)

10 (38.5)

2 ( 7.7)

2 ( 2.7)

1 ( 3.8)

1 ( 3.8)

4 (13.8)

6 (20.7)

11 (37.9)

2 ( 6.9)

2 ( 6.9)

1 ( 3.4)

2 ( 6.9)

1 ( 3.4)

28 (45.2)

16 (25.8)

5 ( 8.1)

5 ( 8.1)

3 ( 4.8)

2 ( 3.2)

1 ( 1.6)

1 ( 1.6)

1 ( 1.6)

24 (32.0)

27 (36.0)

11 (14.7)

5 ( 6.7)

3 ( 4.0)

1 ( 1.3)

1 ( 1.3)

3 ( 4.0)

0.000

Total 26(100) 29(100) 62(100) 75(100)

* Object of statistical analysis Unit No.(%)

Table 6. Causes of removal by age

Reasons
Sex

x2
test P

Male Female

Periodontal disease/mobility
*

Caries*

Periapical involvement*

Defective margins

Loss of retention

Impaired esthetics

Porcelain failure

Fractured tooth

Fractured connector

Worn through occlusal

25 (33.3)

21 (28.0)

15 (20.0)

1 ( 1.3)

4 ( 5.3)

4 ( 5.3)

2 ( 2.7)

3 (4.0)

34 (29.1)

36 (30.8)

21 (17.9)

13 (11.1)

4 ( 3.4)

2 ( 1.7)

3 ( 2.6)

2 ( 1.7)

1 ( 0.9)

1 ( 0.9)

0.812

Total 75(100) 117(100)

* Object of statistical analysis Unit No.(%)

Table 7. Causes of removal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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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크라운의 경우 지대치 unit의 생존율은 58% 였

으나 연결크라운, 크라운브릿지 및 연장브릿지

에서는 각각 38.5%, 30.6%, 12.5%로, 연장브릿지

의 지대치로 사용된 unit에서는 절반 이상의 unit

에서 치아의 발거가 있었다.(Table 9) 재료별로는

Abutment teeth No.(%)

Survival unit

Non-survival unit

Unknown

82 (42.7)

86 (44.8)

24 (12.5)

Total 192 (100)

Table 8. Number of units according to survival

of the abutment teeth

Abutment teeth
Prosthetic design

x2
test P

Single Cr. Soplinted Cr. Cr. & Br. Cantilever

Survival unit
*

Non-survival unit*

Unknown

51 (58.0)

31 (35.2)

6 ( 6.8)

10 (38.5)

15 (57.7)

1 ( 3.8)

19 (30.6)

31 (50.0)

12 (19.4)

2 (12.5)

9 (56.3)

5 (31.3)

0.004

Total 88 (100) 26 (100) 62 (100) 16 (100)

* Object of statistical analysis Unit No.(%)

Table 9. Number of survival units by prosthetic design

Abutment teeth
Material

x2
test P

Precious metal Non-precious metal Ceramo-metal

Survival unit
*

Non-survival unit
*

Unknown

36 (42.9)

36 (42.9)

12 (14.3)

19 (45.2)

18 (42.9)

5 (11.9)

25 (39.1)

32 (50.0)

7 (10.9)

0.715

Total 84 (100) 42 (100) 64 (100)

* Object of statistical analysis Unit No.(%)

Table 10. Number of survival units by material

귀금속 보철물을 장착했던 지대치 unit의 생존율

은 42.9%, 비귀금속을 장착했던 경우는 45.2% 였

으나 금속도재관을 장착했던 경우는 39.1%로 나

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Table 10) 부

위별로는 전치부에서의 지대치 unit의 생존율은

53.7%, 구치부에서는 42.3%, 상악에서는 42.1%

하악에서는 43.5%로 서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

이지 않았지만,(Table 11) 연령별로는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40세 미만에서는 지대치 unit의

생존율이 73.1%에 이르렀으나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각각 58.6%, 37.1%, 30.7%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대치 unit의 발거비율이 증가하

였다.(Table 12)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서는 지대

치 unit의 생존율이 38.7%였고, 여성에서는 45.3%

로 통계적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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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tment teeth
Area

x2 test P
Anterior Posterior Maxilla Mandible

Survival unit
*

Non-survival unit
*

Unknown

22 (53.7)

19 (46.3)

52 (42.3)

55 (44.7)

16 (13.0)

45 (42.1)

49 (45.8)

13 (12.1)

37 (43.5)

37 (43.5)

11 (12.9)

0.935

Total 41 (100) 123 (100) 62 (100) 85 (100)

(Prostheses extended from anterior to posterior were excluded) Unit No.(%)

* Object of statistical analysis

Table 11. Number of survival units by area

Abutment teeth
Age

x2 test P
~39 40~49 50~59 60~

Survival unit
*

Non-survival unit*

Unknown

19 (73.1)

4 (15.4)

3 (11.5)

17 (58.6)

10 (34.5)

2 ( 6.9)

23 (37.1)

32 (51.6)

7 (11.3)

23 (30.7)

40 (53.3)

12 (16.0)

0.001

Total 26(100) 29(100) 62(100) 75(100)

* Object of statistical analysis Unit No.(%)

Table 12. Number of survival units by age

Reasons
Sex

x2
test P

Male Female

Survival unit
*

Non-survival unit
*

Unknown

29 (38.7)

35 (46.7)

11 (14.7)

53 (45.3)

51 (43.6)

13 (11.1)

0.477

Total 75(100) 117(100)

* Object of statistical analysis Unit No.(%)

Table 13. Number of survival unit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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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대치의 근관치료 여부 및 생존율

총 192개의 제거된 보철물의 실제 지대치 수

는 308개로 이 중, 보철물 제거 후 발거된 지대치

는 124개로 40.3%를 차지하였고, 발거되지 않은

지대치는 123개(39.9%)였다.(Table 14) 또한 생활

치인 것이 135개로 43.8%였고, 실활치(근관치료

된 치아)인 것은 173개로 56.2%였다. 135개의 생

활치 지대치 중, 향 후 발거 된 치아는 39개

(28.9%)였고, 발거되지 않은 것은 61개(45.2%)였

다. 173개의 실활치 중에서는, 85개(49.1%)가 향

후 발거되었고, 62개(35.8%)가 발거되지 않았다.

지대치가 생활치일수록 발거율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5)

Abutment teeth No.(%)

Non-extracted

Extracted

Unknown

123 (39.9)

124 (40.3)

61 (19.8)

Total 308 (100)

Table 14. Fate of abutments after removal of

prostheses

Endodontic state No.(%)
Condition

Total x2 test P
Extracted Non-extracted Unknown

Vital*

Non-vital*

135 (43.8)

173 (56.3)

39 (28.9)

85 (49.1)

61 (45.2)

62 (35.8)

35 (25.9)

26 (15.0)

135 (100)

173 (100)

0.004

Total 308 (100)

* Object of statistical analysis Unit No.(%)

Table 15. Endodontic state of abutments before removal of prostheses and condition of abutments

after removal of prostheses

총괄 및 고안

1. 보철물의 제거원인

악구강계는 인간에 있어 음식 섭취의 초기단

계의 기능을 하고 있다. 보철치료에 따른 치아나

치열에 대한 형태회복의 처치가 치근막, 저작근

또는 악관절로부터 입력되는 감각정보를 되살려

그 결과로써 저작근으로 출력된다. 또한 기능운

동 시에 있어 교합의 역학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에도 연결되어 악구강계의 다른 구성요소의

형태와 기능의 유지를 꾀하게 된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크라운브릿지의 예후에 관한

연구로는, 실패한 크라운브릿지에 의해 그 기능

기간을 조사한 몇 개의 연구가 있으나,5-7) 같은

종류의 보철물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기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실패의 판정기준이 다

르기 때문이다. Schwartz 등
5)
은 실패의 기준을

수리 또는 재제작이 필요한 크라운브릿지로 하

여, 브릿지의 어느 한쪽의 보철물이 탈락 등에

의해 실패로 판정된 경우, 다른 쪽의 보철장치도

실패로 계산하였다. Walton 등
6)
도 Schwartz 등

5)

의 실패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지만,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실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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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
7)
는 수리 또는 제거가 필요한 브릿지를 실

패로 판정하고 있다. 이처럼 실패의 판정기준이

아주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실패여부의 판단

이 판정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결과에 크게 영

향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철물의 실패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어떠한 이유로든 제거하기로 결정이 된

보철물의 제거원인을 우선 조사하였다. 2005년 5

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보

철과에서 보철물을 제거하기로 한 환자를 무작

위로 선정, 제거된 보철물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

과, 보철물 제거의 가장 큰 원인은 치주질환에

의한 것이었고, 그 다음이 2차 우식, 치근단 질환

의 순이었다. 이전의 여러 논문들은 2차 우식
2,3,11,14-16), 치근단 질환17) 또는 유지력 상실18) 등을

보철물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문들은 주로 보철물의 기능기간

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패로 판정된 보철물의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의 직접적인 제거 원

인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만일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고 수리 및 수복

이 가능한 경우는 실패원인의 빈도를 증가시키

지만 본 연구에서의 보철물 제거 원인에는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크라운브릿지의 합병

증에 관한 논문들을 비교하는 경우, 논문에 기재

된 합병증의 빈도가 보철물의 제거나 지대치 상

실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가 가능한

것까지 포함한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주질환이 가장 높

은 빈도(30.7%)를 보였지만, 2차우식(29.7%)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른 논문들
3,14,15,19,21)에 비해 치주질환의 빈도가 높은 것은

주기적인 follow up을 통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곤란 등의 실질적인 불

편이 나타났을 때 환자들이 내원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치주질환과 2차 우식은

세균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보철물 변연

부의 상태, contour, emergency profile 등의 술자

측의 기술이나 설계에 관한 것도 간접적으로 관

계하고 있다. 또한 치수의 실활이나 치근단 병소

도 그 직접적인 원인은 세균감염이지만, 대부분

의 경우, 감염된 상아질의 잔존이나 불완전한 근

관충전 등 술자 측의 요소도 적지 않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치근단 병소와 교합

접촉의 관련성에 관한 논문도 있어
22)
치아에 가

해지는 하중요소도 크라운브릿지의 합병증과 관

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

에서는 보철물 제거의 원인으로 치주질환, 2차

우식, 치근단 질환을 포함하는 구강질환에 의한

것(79.2%)이 도재파절 등 나머지 기계적인 문제

에 의한 것(20.8%)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실제로는 세균감염의 구강질환과 기술 및 설

계 그리고 하중 요소 등의 기계적 문제 등이 복

잡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보철 디자인에 따른 제거 원인

본 연구에서는 제거된 보철물의 디자인을 단

일크라운, 연결크라운, 크라운브릿지 및 연장브

릿지로 나누어 그에 따른 제거 원인을 평가하였

다. 단일크라운이나 연결크라운에서는 2차 우식

이 주원인으로 나타난 반면 크라운브릿지나 연

장브릿지에서는 치주질환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

다. 단일크라운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전의 논문

들에서도 2차 우식에 의한 것
23,24)
이 주원인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부 논

문에서는 보철물의 파절이나
8)
치아의 파절

25)
에

의한 것으로도 보고하였는데 이는, 금속도재관

에 의한 단일크라운이나 실활치에 수복된 크라

운 등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 진다. 한편 크라운

브릿지의 실패원인의 빈도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12,26-29) Palmqvist 등30)은 103

개의 크라운브릿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

주질환을 실패의 주원인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단일크라운에 없는 pontic 등에 의해 크라운브릿

지의 경우에서 치주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unit 수(지대치

수와 가공치 수의 합계)의 영향에 관해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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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unit 수의 증가에 따라 보철물의 실패

율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한 결과를

보고한 논문26,31)은 의외로 적다. 반면, 많은 논문

에서
10,24,32-34)

unit의 수는 보철물의 기능기간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크

라운브릿지의 예후는 unit 수 보다는 지대치의

수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
12,32)
도 있다. 이에 대해

서는 좀 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제거해야 할 연장브릿지의

절반 이상이 치주질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논문들에서는
35-41)

치주질환 때문에

연장브릿지가 제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

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논문들은 주기적인

recall check가 잘 이루어지는 제도적 환경 내에

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2) 보철 재료에 따른 제거 원인

사용재료에 따른 보철물의 제거원인에 관해

조사한 논문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Walton 등6)은 전부주조관

에서는 2차 우식 및 불완전 변연에 의한 실패가,

금속도재관에서는 도재의 파절이나 심미적인 문

제에 의한 실패가 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보철물 제거 원인으로 귀금속과 비귀금속

간의 특별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전부주

조관에서는 2차 우식이, 금속도재관에서 치주질

환으로 인해 제거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전부주조관이 대부분 구치부에 사용되

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치은연하의 변연부

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고, 정확한 인상채득이 어

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도재의 파

절은 경우에 따라 제거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하

기 때문에 Walton 등
6)
의 논문에서와 같이 실패율

은 높을 수 있지만 보철물 제거율과는 다소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PFM(Porcelain fused

to metal) 크라운과 PFG(Porcelain fused to gold)

크라운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PFG 크라운의 수

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전부도재관도

그 수가 적어 전부도재관은 재료에 따른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3) 보철부위에 따른 제거 원인

전치부에 비해 구치부에서 2차 우식에 관한

비율이 높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치아 삭제

및 인상채득에 있어 구치부에의 접근성이 떨어

지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악에서는 치주

질환이 하악에서는 2차 우식에 의한 것이 많았

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보철 부위에 따른 제

거원인을 조사한 논문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

고, 단 부위에 따른 실패 위험율에 관해서는 상

악에 비해 하악에서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22,30)
와

반대로 상악의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42)
상하악

간에 위험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12,24) 등이 있

어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전

치부와 구치부에 걸쳐 제작되었던 보철물은 부

위에 따른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

로, 부위에 따른 보철물 제거 원인에 관해서는

추후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제거 원인

40대 까지는 치근단 질환이 가장 빈도가 높았

으나 50대 이상에서는 치주질환에 의한 제거가

가장 많았고 2차 우식 및 치근단 질환의 순이었

다. 보철물 장착 후, 치근단 질환의 발생율은 장

착 후의 관찰기간이나 장착된 보철물이 단일크

라운인가 또는 크라운브릿지인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보철물 장착 후 20년 동안 모든 지대치의 2~7%

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43,44)

이러한

발생율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빈도로 생각된다. 최근의 연구
45-48)
에 의하면, 치관부위쪽으로의 미세누출인

coronal leakage도 근관치료된 치아에 치근단 병

소가 생기는 원인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고, 또한

근관충전 후 가능한 빨리 보철물을 장착하는 것

이 치근의 세균감염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49) Iqbal 등22)은 치근단 병소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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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인으로 근관충전 상태와 변연부의 상태, 작

업측 활주운동과 전방활주 운동 시의 편심교합

접촉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반복적으로 보철물에 가해지는 교합접촉

이 세멘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지대치와 보철물

내면의 결합에 영향을 미쳐 보철물 변연에서 미

세누출이 발생, coronal leakage로 발전하여 치근

단 병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크라

운브릿지의 장착이 장기적으로 치주조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44,50-52)

결과를 정리하면 건강한 치주조직을 갖고 있는

지대치에 크라운브릿지를 장착한 경우, 장착 후

구강청결 등 유지 관리를 충실히 하면 지대치의

치주조직은 장기간에 걸쳐 안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cr.의 변연이 치은연상에 존재하면 치

주조직의 건강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치주조직에 불리한 overcontour 등을 갖는 불량한

보철물이 장착된 경우에는, 치주조직에 좋지 않

은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50대 이상의 환자

에서는 보철물 장착 후 구강청결 등의 위생관리

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에 있어 여성보다 치주

질환에 의한 보철물 제거 빈도가 높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헌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철물 실패에 있어 연령 및 성별에 관한 요소

는 논문
21,33)

간의 견해가 상반되어 있다. 따라서

연령 및 성별의 차이가 보철물 실패의 요소라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지대치 unit의 생존율

보철물의 지대치로 사용되었던 192개의 unit

중, 하나라도 발거된 지대치가 있는 unit은 86개

로 44.8%에 이르렀다. 즉, 보철물 제거 후 절반

가까이에서 지대치로 사용되었던 치아 중 하나

를 발거하였다. 단일크라운에 비해 크라운브릿

지 및 연장브릿지에서 지대치 unit의 생존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를 보면 크라

운브릿지 및 연장브릿지에서는 2차 우식보다 치

주질환에 의한 제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치주

질환이 지대치 상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철물의 재료에 대해서도, 금속

도재관에 있어 지대치 unit의 생존율이 39%에 불

과하였는데, 금속도재관의 제거 원인도 전부주

조관에 비해 치주질환에 의한 것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부위에 따라서는 전치와 구치

및 상악과 하악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연령 및 성별에 따라서도 치주질환에 의해

제거되는 경우가 많은 50대 이상 및 남성에서 생

존율이 낮게 나타났다.

3. 지대치의 근관치료 여부 및 생존율

한편, 본 연구에서 제거된 보철물의 실제의 지

대치 수는 308개였고, 그 중 40% 에 달하는 지대

치가 보철물 제거 후 발거되었는데, 발치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20%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며

실 지대치의 발치율은 50% 에 이를 것으로 생각

된다. 308개의 지대치 중, 생활치는 135개였고 근

관치료된 실활치는 173개였다. 지대치의 발거율

을 생활치와 실활치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생활

치 지대치의 발거율은 29% 에 불과한 반면, 실활

지 지대치는 49% 였다. 지대치가 생활치인 경우

와 실활치인 경우의 보철물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활치에서의 보철물 생존율이 유

의하게 낮게 나타났다.10,12,21,30,33) 지대치가 실활

치인 경우에 보철물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은

실활치의 치질강도가 생활치보다 약해, 치관이

나 치근의 파절이 일어나기 쉽고, 2차 우식이 발

생해도 통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식이 확대

되기 쉬운 것이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지대치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인해 실활치의 발거율이 높

은 것으로 생각된다.

4. 보철물 실패 및 제거의 위험요소

보철물 실패 및 제거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

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환자의 연령이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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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기간, 보철물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인자들이

논문에 따라 각각 달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쉽

지 않다. 많은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세균감염이

보철물 실패 및 제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

지만, 여기서 인용된 논문들의 대부분이 장기간

의 임상성적을 보고한 것으로 이러한 논문들에

있어서 크라운브릿지가 장착된 시기는 1960~

1980년대로 매우 오래된 상태이다. 그 후, 치과

임상의 테크닉 및 치과재료는 상당한 발전을 이

루었는데, 특히 최근 접착치의학의 발전으로 인

한 minimal intervention 의 도입이 보철물의 기능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매우 흥미로운 부

분이다. 이전의 연구들을 잘 살펴보면 관찰기간

이 짧은 연구에서는
8,26,28)

보철물의 탈락이나 파

절 등 기계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보철물 제거

의 주원인인 경향을 보인다. 실패한 보철물만을

대상으로 한 실패분석연구도 그 경향을 보여준

다.5,7,8,53) Libby 등3)은 합병증에 의해 보철물 제거

의 필요가 생길 때까지의 평균기간에 대해 2차

우식은 16년인 반면, 치아의 파절과 보철물의 파

절이 각각 5년 4.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고 보

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철물 장착 당시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제거된 보철물 기능기간

에 관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었지만, 대략의

문진결과 평균 10.4년 이었다. 이전의 연구에 의

하면
5-7)
크라운브릿지의 기능기간은 최단 2.6년

에서 최장 14.1년까지로 폭이 매우 넓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균 10년 이하의 기능기간을 나타내,

매우 짧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에서는 조사의 시점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기능하고 있는 보철물은 평가대상에서 빠

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보철물들은

실패로 판정된 보철물보다도 기능기간이 긴 것

도 많기 때문에 실제의 기능기간이 과소평가 되

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철물 제거 및 지

대치 상실의 원인은 많은 경우에 있어 생물학적,

역학적, 재료학적의 복합적인 요인이 서로 작용

하고 있기 때문에 보철물의 설계 및 장착에 있어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평가를 근

거로 적절한 설계 및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된 논문의 거의가 외

국의 논문으로, 국내에서는 기존 보철물에 관한

장기적인 임상성적을 조사한 구체적인 논문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01년 대한치과보철학회

에서 “보철물의 수명에 관한 보고서”54)를 발표하

였고, 2005년 신 등
55)
이 고정성 보철물의 기능기

간에 관해 보고하였으나, 그러한 보고서들은 종

적인 추적검사가 아니고 주로 환자의 진술에 의

존한 조사였다. 향 후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통

하여 보철물의 평가기준 및 예지성을 객관화 시

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2005년 5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에서 135명의 환자로부터 제거

된 192개의 보철물의 제거 원인, 지대치 unit의

발거율 및 지대치의 발거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철물 제거의 원인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것은 치주질환이었고 그 다음에 2차 우식, 치

근단 질환, 불완전 변연, 유지력 상실, 심미적

문제, 도재파절, 치아파절 등의 순이었다.

2. 단일크라운의 경우, 2차 우식에 의한 제거빈

도가 높았고, 연결크라운의 경우에는 2차 우

식 및 치주질환, 크라운브릿지와 연장브릿지

에서는 치주질환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p>0.05).

3. 귀금속과 비귀금속 간의 보철물 제거원인에

있어 특별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전

부주조관에서는 2차 우식에 의해, 금속도재관

에서는 치주질환으로 인해 제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p<0.05).

4. 전치부에서는 보철물 제거원인으로는 치주 질

환과 치근단 질환에 의한 것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구치부에서는 2차 우식의 빈도가

높았고, 상악에서는 치주질환이, 하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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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우식의 빈도가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차

는 없었다(p>0.05).

5. 보철물 제거원인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까지

는 치근단 질환이, 50대에는 치주질환이, 60

대 이상에서는 2차 우식과 치주질환이 비슷

한 비율로 나타났다(p<0.05).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p>0.05).

6. 192개의 unit 중, 지대치를 발거하지 않고 다시

재사용한 unit은 82개로 42.7%, 발거된 지대치

가 있는 unit은 86개로 44.8%였다.

7. 총 308개의 지대치 중, 보철물 제거 후 발거된

지대치는 124개로 40.3%를 차지하였고, 발거

되지 않은 지대치는 123개(39.9%)였다. 또한

지대치 중, 생활치인 것이 135개로 43.8%였

고, 실활치(근관치료 된 치아)인 것은 173개로

56.2%였다. 135개의 생활치 지대치 중, 향 후

발거 된 치아는 39개(28.9%)였고, 발거되지

않은 것은 61개(45.2%)였다. 173개의 실활치

중에서는, 85개(49.1%)가 향 후 발거되었고,

62개(35.8%)가 발거되지 않았다.

치과보철물의 제거 원인은 생물학적인 문제

및 역학적 문제의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런 원인 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치주질환 및

2차 우식 등의 생물학적 문제였다. 치주질환이나

우식은 세균감염이 원인으로, 구강위생을 철저

히 함과 동시에 보철물 제작에 있어서도 치태조

절이 용이한 형태로 보철물을 제작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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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auses for Removal of Fixed Prostheses and Fate of

Abutment

Won-Kyun Mok, Hee-Jung Kim, Chae-Heon Jeong, Sang-Ho Oh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report the reasons for removal of fixed prostheses and survival rate of abutment teeth.

A total 192 fixed prostheses removed at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and 308 abutment were investigated. The most

frequent reason of removal was periodontal problem(30.7%), followed by caries(29.7%), then periapical problem(18.8%) and

defective margins(14%). In metal ceramic crown, periodontal problem was the most frequent reason of removal. In complete

cast crown, caries was the most frequent reason of removal. Periapical and periodontal problem was the most frequent

reason people under forties and over fifties, respectively. Of the 308 abutment teeth, vital and non-vital teeth were

135(43.8%) and 173(56.2%), respectively. Of 135 vital abutment teeth, 39(28.9%) were extracted and of 173 non-vital

abutment teeth, 85(49.1%) were extracted. Each risk factor for removal of fixed prostheses and extraction of abutment

should be evaluated more clearly for prediction of prognosis of final prostheses and abutment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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