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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erformed Steri-oss implant on the lower free end saddle area in a 45-year old woman 

and in a 78-year old man by using two stage operation.

Implant fixture installation, the prosthetic design and fabrication, and the details after prosthesis 

placement were discussed.

Especially, the masticatory function and efficiency, the gingival health, the comfort and satisfaction 

of the patient, and the peri-implant bone state were analyzed subjectively and objectively.

Since these cases were presumedly still remaining in the remodelling phase as well as the inadequa

teness of the period for a good evaluation, no significant observations were mad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fixed prosthesis using Steri-oss implant was more effectively restored than the removable 

prosthesis in the lower unilateral free-end saddle area, and in this case the adjacent natural teeth 

were not needed to reduce.

2. The length of the threaded abutment could be needed to adjust considering the relation to 

the opposing teeth.

3. In case of the restored prosthesis using the threaded abutment, its occlusal force was almost 

similar to that of the opposite natural teeth.

4. In case of the restored prosthesis using the PME abutment, the good results were obtained 

functionally and esthetically.

I ■ 서 론 # " 올라가서，Maggiolo(1809) 가 최 초 골 조 직내에 이물
질의 삽입을 시도한 이래8\ 현대 치과 임프란트학의 

치과 임쓰란트의 역사흐 고대 이집트시대로 거슬러 아버지라 일컫는 Formiggini가 tantalum으로 twisted



sprial (1947) 을 개발하였으며 l0Berman (1952) 등은 
치아의 이식 및 재식술에 대해 연구하였고8) 1952년 
Dr. BrSnemark가 titanium재료를 이용한 생체 실 
험에서 “ 골유착 (osseointegration) ” 개념을 발견한 
이래 여러 다른 임프란트 시스템들이 앞을 다투어 

개발되었으며u) 최근에는 보철 수복과 관련된 치과 
임프란트에 관한 많은 연구 보고와 임상적 인 사용9’14- 

245이 증가되고 있는데 1970년대 후반까지는 골막하 
임프란트와 섬유 유착성 골내 임프란트가 주로 사 
용되어 왔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장기간의 실험 및 
임상자료등을 통하여 골유착성 이론에 근거를 둔 
치근형 임프란트가 소개11•1S’18'22)되었고 그 효율성이 

인정됨에 따라 최근 변형 설계된 치근형 임프란트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11세  

Linkow(l970)31) 및 Weiss(1986) 4:!)는 임프란트면 
을 따라 섬유성 capsule이나 섬유조직의 계면을 가져 
자연 치열에서의 치주 인대와 완충 역활을 하는 
“ 섬유유착성 (fibrointegration)” 에 대해 언급하였으 
나 이러한 섬유 유착성 결합조직은 정상 치주 인대 
처 럼 기능할 수 없으며 여기에 힘이 작용하면 fibrous 

encapsulation의 증대，염증 반응, 점차적인 골흡수 
로 임프란트의 실패가 초래된다고 Branemark등이 
주장하였다폐. 치과 임프란트는 주위 생체조직과 친 
화성이 좋아야 되며 계속되는 교합압을 생리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고르게 분산되도록 역학적인 
측면에서 설계되어야 한다9 Albrektsson(1983) 16)은 
성공적인 골유착을 이루는데는 다음과 같은 중요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첫째는 재료의 
특성으로，Brfnemark fixture의 경우에서는 순수한 
titanium으로 되어있어 이러한 titanium fixture는 
골과 접촉시 glycoprotein층과 100A두께의 석회화층 
(calcified layer) 에 의해 둘러 싸이게 된다. 둘째는 
fixture설계로， fixture에 thread가 있는 경우 th- 

read는 골내에서 골에 fixture가 결합할 수 있는 면 
적을 더욱 크게하므로 임프란트의 초기 고정에 중 

요한 역 할을 하게 된다. 만약 골과 fixture thread|N 

많은 공간이 존재시 골유착 대신 섬유 조 직 와 .^^이  
발생하게 되어서 임프란트의 실패를 초래하게'기된다. 

셋째는 bone drilling 과정중의 과열을 방지하는 것

으로，골은 43°C가 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vitality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 
째는 골내에 위치한 fixture상에 교합력이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으로, 상악에서는 6개 
월，하악에서는 3~4개월정도 위치시키는것 등이다.

Adell(1981)12)， Ericsson (1986)2S), Albrektsson 

(1988) 20)및 van Steenberghe(1988) 40)는 임상적 연 
구에서 전악 수복치료를 위해 osseointegrated fix- 

ture가 지대치로써 성공적으로 사용되어질수 있으며 
지지조직은 장기간 안정하고 건강한 임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골유착성 임프란트 시스템의 

형태로는 나사 형태로 되어있는 screw 형태，속이 
비어 내면에도 골 성장을 유도하는 hollow basket 

형태，고온에서 표면을 titanium plasma로 분사한 
TPS형태나 hydroxyapatite plasma로 분사한 형태등 
이 있으며 임프란트 시술후 약 3~6개월동안 구강 
점막하에 식 립 보존하였다가 임프란트와 악골사이의 

계면대에서 완전히 골유착이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상부 구조물 제작을 위해 점막을 천공하고 지대치를 
연결하는 two stage system 즉 BrSnemark, IMZ, 

Steri-oss, Core-vent, Integral, Osseodent등) 이 있고 
이를 submergible type 이라고도 한다. 또한 한번의 
수술로 지대치 연결까지 완성하는 one stage system 

즉 ITI, Single crystal sapphire, TPS screw sys- 

tem등이 있다. 위에 언급된 각각의 시스템들은 나 
름대로의 장,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 술자의 기호에 
따라 Af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가철성 국소의치를 싫어하는 하악 편측 
유리단을 가진 환자에서 Branemark implant sys- 

tem과 같은 골유착 이론에 기초한 Steri-oss implant 

system을 이용하여 하악 편즉 유리단을 가철성 국 
소의치가 아닌 고정성 보철물로 회복해준 임상증례 
들에 관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 I . Steri-Oss System4’5’6’7’27'37)

1. 특징
1) 임프란트 삽입부의 치조골에 외상을 적게 주기



위해 저속 high torque 핸드피스로 titanium nitride로 
피개되고 내부에서 관주(irrigation) 가 가능한 기구를 

사용한다.

2) 골과 즉시 고정을 이루게하고 치유 기간중 식 
립된 임프란트가 부하를 받지 않도록 유지하는 두 
단계 임프란트로 설계되어 있다.

3) hydroxyapatite를 적용해서 더 큰 계면 강도와 
기계적 고정의 장점을 부여한 Hydroxyapatite가 도 

포된 screw implant다.

4) 골양이 부적절한 치조골에 임프란트 장착을 
용이하게 해줄수 있는 hydroxyapatite가 도포된 cyli- 

ndrical implant다.

5)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모양과 크기가 있다.

2. 종류
1) mini-series 임프란트( 직경:3 .8mm, 길이:8，10, 

12,14,16mm)

2) 2000(표준) 시리즈 임프란트( 직경:3 .5，4mm, 

길이:12，'16，20mm)

3) 원주형 시리즈 임프란트(직경:3 .25，3.8mm, 

길이:8,10,12,14,16mm)

4) Hex lock 나선형 임프란트(직경:4. lmm, 길이: 

8’ 10’ 12,14,16mm)

5) Hex lock 원주형 임프란트(직경:4 .1mm，길이: 

8,10,12,14,16mm)

3. 외과적 과정

1) surgical stent ： 임프란트의 위치와 각도 설정에 
도움을 주고 가장 적절한 보철수복후의 결과를 얻 
는데 필요하다.

2) 절개 : 하악 전방부에서 시술시에는 이공(men

tal formen) 과 기존 하치조 신경 (inferior alveolar 

nerve) 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이공 전방 
5mm에 신경이 노출될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날카로운 치조정은 평탄하게 해서 임프란트,직경보다 

최소 2mm가 넓어야 한다.

3) 천공술식 : 내부에서 관주가 되는 구에 치조 
골소편이 박히지 않도록，In-and-Out 동작으로 pilot

drill, guide drill, depth drill, counterbore와 threa

ded former를 사용하게 되는데 2~3초간 drill하고 
drill을 완전히 골에서 제거해 골소편을 깨끗이 세 
척한후 천공을 계속한다. drill이 막힌 경우에는 22 

게이지 needle로 제거한다. drilling속도는 drill과 
counterbore는 300rpm 또는 1200rpm으로 하고 골에 
thread를 형성할때는 50rpm 이하로 한다.

4 . Screw series 표준형 임프란트 삼입 술식
1) 1단계 • Pilot drill(직경 2mm)

- 방사선으로 원하는 깊이와 방향을 측정해 drill에 

표시된 부위까지 삽입한다. 두개 이상시 평행 
측정핀을 놓고 계속한다(Fig. 1).

2) 2단계 • Guide drill(직경 3.5mm)

- 1단계에서 준비 된 2mm 직 경 구멍 에 guide drill을 
넣고 참조선까지 삽입한다(Filg.2).

3) 3단계 ： Depth drill

-  guide drill에 의해 형성된 구멍에 depth drill을 
넣고 임프란트의 직경(3.5mm직경은 침 지，3.8 

mm직경은 백색，4mm직경은 청색)에 해당하는 
색으로 표시된 drill로 원하는 깊이의 참조선까지 
천공한다. 이때 3 .8mm직경의 depth drill(녹색) 

은 미니 스크류 임프란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Fig. 3).

4) 4단계 : Counterbore

-  임프란트의 neck부가 안착될 골제거를 위해 이 
drill을 사용한다. 임프란트와 치조정이 일치될수 
있도록 counterbore flute의 top edge까지 천공 
한다 (Fig. 4).

5) 5단계 : Threaded Former

-  최대 50rpm으로 이 기구의 끝을 삽입하고 원하는 
깊이의 참조선까지 삽입한다. 삽입할 것을 제거 
할때에는 역회전 mode를 눌러 빠져나오게 한다. 

이때 핸드피나 대신 손으로 ratchet assembly를 
threaded former에 부착해 thread를 형 성 할 수도 
있다. 상악에서는 thread형성을 해서는 안된다. 

멸균수나 식염수로 잔존 조직이나 이물을 제거 
한다 (Fig. 5).



6) 6단계 : 임프란트의 장착 
一 멸귤된 package에서 임프란트 fixture및 이것과 

연결된 plastic carrier를 꺼내 손으로 plastic car- 

rier를 잡고 임프란트를 형성된 구멍내로 삽입한 
다. 그후 plastic carrier로 원하는 깊이까지 임 
프란트가 삽입할 수 없으면 hand wrench나 rat- 

chet assembly와 함께 삽입 렌치 (insertion wre- 

nch) 를 사용한다(Fig. 6).

7) 7단계 : Healing Collar

~ plastic carrier상부에 들어 있는 healing collar를 
forcep으로 잡아 꺼내 임프란트 fixture내의 th- 

readed hole내에 눌러준다 이때 감염 방지를 위해 
healing collar를 삽입하기 전에 임프란트내부와 
healing collar사이에 항생제를 도포할 수 있다 
(Fig. 7).

8) 2단계 : 봉합

Fig. 5 Fig. 6 Fig. 7.



Fig. 8 • Fig. 9 Fig. 10 Fig. 11 Fig. 12

5. 보철물 제작을 위한 abutm ent의 종류

1) PME abutment(Fig. 8)

2) Coronal screw (Fig. 9)

3) Overdenture attachment(Fig. 10)

4) Telescoping abutment (Fig. 11)

5) Fixed abutment (Fig. 12)

본 임상증례들에서는 이들 abutment중 fixed abut

ment^- PME abutment를 이용하였으므로 이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  Fixed abutment
전악 bridge에서부터 단일치아 수복에 이르기까지 

통상적 금관가공의치 술식이 요구되는 부위에 시용 
된다.

이 abutment는 변형을 시킬수 있는데，carborun

dum disc를 사용해서 교합 간격을 위해 필요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carbide bur로 형태를 
수정 할 수 있다. angled abutment에서 만곡된 부분이 
조직위에 있을 때는 적절한 변연부를 위해 조절하게 

된다.

*  Fixed abutment의 종류

① threaded abutment

② cementing abutment(straigh, 15, 20)

③ castable abutment

④ angled screw-in abutment(ASI) (15, 25)등이

있다.

① threaded abutment는 fixture내부의 thread와 
밀접하게 적합되도록 장착하여야 한다。

② cementing abutment는 abutment를 접 착人1 굿1 기 
전에 임프란트 내면을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다. com

posite cement을 사용해야 하며 한번에 2개이상을 
접착시키면 안된다. 임상 채득전 10분동안 cement이 
경화되도록 놔두어야 한다.

③ castable abutment는 transfer pin을 임프란트 
fixture내면에 삽입하고 인상채득후 임프란트 ana

log 에 결합시킨후 모형재를 주입해 경석고 모형을 
만든다. castable abutment를 임프란트 analog에 삽 
입하고 경부를 구부려 적절한 각도를 부여한다0 필 

요에 따라 길이를 조절하고 undercut를 블럭아우트 
하고 보철물의 변연부를 설정한다. 귀금속이나 준 
귀금속합금으로 주조하며 비귀금속 합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cement유지를 위해 shaft부위를 거칠게 

놔두어야 한다. 주조된 abutment를 임프란트 fix

ture 에 접착시킨후 최종 인상을 채득한다.

④ ASI(angled screw-in) abutment는 angled 

abutment wrench를 이용하여 abutment base를 임 
프란트내부로 조여넣는다。 hex sh通위로 abut

ment 를 맞춘다. 지대치는 정확한 배열을 갖기 위해 
30까지 회전시킬수 있다. 지대치를 제거해 disc로 
길이를 조정한다. abutment의 두 부분을 깨끗이 건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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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base의 shaft에 c6ment을 도포하고 지대치를 

shaft상에 위치시킨다. resin composite cement만을 

사용하고 굳을때까지 방치한다, 그후 과잉의 ce

ment 을 제거한다. cement 이 완전 경화된후 hex 

shaft의 끝을 잘라내 조절한다. abutment의 형태와 

변연을 조절한다.
*  PME abu tm ent(Precision margin esthetics 

abutm ent)

이 지대치는 고정성 및 가철성 보철물에 최대한의 

융통성과 심미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전악 수복물, screw에 의해 유지를 얻는 고정성 보 

철물 그리고 overdenture유지를 위 한 주조합금 bar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다。

*  PME 지대치의 guidelines
① 이 지대치는 임프란트간에 40°까지 잘못배열 

되어 있어도 적용될 수 있다.

② 제 2 차수술시 임 프란트 노출시술후 또는 hea

ling abutment주위의 조직이 치유된 罕에 이 지대 

치를 장착할 수 있다.
③ 치 주용 probe로 조직 의 두께를 측정 해서 필요한 

지대치의 길이를 결정한다.
④ 다음과 같이 수복물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길 

이의 지대치를 선택한다.
• 전악수복 및 overdenture bar:지대치의 최 

상방끝이 조직보다 약간 상방에서 끝나야 

한다.
• 고정성 보철물:심미성을 위해서는 지대치의 

최상방끝이 조직보다 약 0.5mm하방에 위 

치되도록 한다. (수복물의 금속 성분을 가 

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직의 두께가 2.5 

mm정도가 되어야 한다). 심미성과 무관할 

때는 위생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약간 조 

직보다 상방에서 지대치의 최상방이 끝나도 

록 한다.
⑤ 지대치를 장착하기전에는 모든 조직과 골편을 

임프란트 표면에서 제거하고 임프란트의 내부도,씻 

어내고 건조시킨다. 쇼

*  PME 지대치의 인상과 전이(transfer) '술식

① plastic healling cap을 지 대 치 에 서 제 거 하고 각

지대치가 꽉 쪼여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friction drive wrench를 이용하여 인상용핀 

(impression pin)을 가볍게 제위치에 조여준다。

③ vinyl-polysiloxane이나 polyether인상재로 인 

상을 채득한다。

④ 인상용핀을 지대치에서 제거하고 그 자리에 

plastic healing cap을 끼워준다.
⑤ 인상용핀에 PME 지대치 analog를 끼워 넣어 

인상체내에 집어넣는다.
⑥ 인상체를 boxing해서 수축이 최소인 경석고를 

주입해 모형을 제작한다。

⑦ 모형의 인상용핀사이 사이를 wax로 블럭아우 

트해준후 자가중합 아크릴릭 레진으로 개인용 인상 

tray를 제작한다.
⑧ tray윗부분을 잘라 wax cap을 만들어 주고 16 

mm coping screw을 위한 간격을 부여하기 위해 각 

인상용핀 stone replica위의 wax를 뚫어 구멍을 낸다。

⑨ 환자구강내의 지대치에서 plastic healing cap을 

제거하고 16mm coping screw를 사용해서 인상용 co- 
ping을 지대치에 연결하여서 tray를 맞주어 보고 인 

상을 채득한다.
제작된 주모형에 bridge coping을 적절한 길이의 

coping screw로 PME 지대치 analog에 부착한다. 
bridge coping의 길이를 조절하여 적절한 교합간 거 

리를 부여한다.
bridge 구조물을 bridge coping에 납형성하여서 

보철물을 제작한다.

III. 증례보고

1. 하악 좌측 편측 유리단 구치부 회복의 치험

례

1) 초진시 환자 상태

본 증례의 환자는 1991년 3월 27에 내원한 45세의 

여자환자로서 상악은 모두 자연치가 남아 있었으며 

하악은 좌측 제 1, 2소구치 및 제 1, 2, 3대구치의 

소실로 가철성 국소의치를 장착해 왔으나 심미적인 

문제와 의치 장착시 불편감을 느껴서 가철성 국소의 

치를 잘 사용하지 못해왔으며 심한 과개 교합을 가



지고 있었다. •

점막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나 부착 치은의 

양이 거의 없었으며, 악골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Fig. 13, 14). 골조직의 상태는 panoramic view와 

intraoral standard view로 관찰했고 건강 상태는 
문진 및 blood test, urinalysis, chest P-A로 조사하 

였다.

술전 panoramic radiograph에서는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와 임프란트를 식립하려는 하악골에 
있어서 하악관과 이공의 위치 및 상태, 하악골의 
높이，골소주 양상, 피질골의 두께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5).

2) 임프란트 식립 제 1단계 (First stage surgery) 

임프란트의 식립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였 
다. 첫째로 제 1단계(임프란트 fixture 삽입)에서는 
국소마취 하에 서 잔존 치조제의 순측상의 점 막을 통해

수평 절개를 하여 full thickness flap을 만들어 설 
측으로 젖혀 임프란트를 식림할 부위를 만들어 주 

었다. 이때 임프란트의 위치는 미리 진단 모형상에서 
제작한 직경이 5 .6mm인 ball을 이용한 surgical 

stent로 환자에게 정착시킨早 촬영된 panoramic 

view에서 설정하여 결정한 위치이며 임프란트의 방 
향은 상악 치조제 및 대합되는 상악 치아들의 배열 
위치를 참고로 하여 진단용 납형을 미리 설정해주어 

되도록이면 임프란트 fixture가 보철물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하였다(Fif.16, 17).

형성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round bur를 이용해 
임프란트의 fixture를 매식할 부위의 치조골을 삭제 
하기 시작해서 직경 2mm의 pilot drill을 이용해 원 
하는 깊이인 8과 10mm까지 각각drill을 집어 넣었다. 

다음은 직경 3 .5mm의 guide drill를 pilot drill로 
형성한 구멍에 참조선까지 삽입한후 임프란트의 경 
부가 안착될 골제거를 위해 counterbore drill을 사 
용하였다. 이때 임프란트와 치조정이 일치될 수 있 
도록 counterbore flute의 top edge까지 천공하였다. 

그후 이 부위에는 drill의 속도를 50rpm정도로 하여서 
threaded former를 이용해 fixture와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thread를 형성하였다. 이 환자에서는 직경이 
3.8mm이며 길이는 10mm(2개) ，8mm(l개) 모두 
3개의 mini-series fixture를 사용하였는데 8mm fix- 

ture는 하악치조제 정상에 골양이 불충분하여서 정 
상보다 약간 설측으로 위치시켰다.

감염 방지를 위해 healing collar를 삽입하가 전에

Fig. 15 술전 환자의 panoramic view

Fig. 13，14 초진시 환자의 구강 상태



임프란트내부와 healing collar사이에 항생제(genta- 

cin) 를 도포하여주고 판막을 봉합하였으며 그리고 3 

일정도의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해 주었다. 시술후 
panoramic view를 통하여 식립된 임프란트의 위치를 
다사 한번 확인했다. 환자는 약간의 부종과 통증이 
있었호나 주기적인 점검기간 동안 점막도 건강하게 
회복되었으며 모든 증상도 사라졌다. 약 5개월후에 

구강내 점막상태를 확인하고 방사선 사진으로 식 림된 
fixture상태를 확인한 결과 양호하여서 제 2단계 abu- 

tment의 연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Fig. 18).

3) 임프란트 식립 제 2 단계(Second stage sur

gery)

제 2단계에서 abutment의 연결을 위해 임프란트 
fixture상방의 점막을 따라 절개 했다. 조직 punch fo- 

rcep을 이용한다면 굳이 점막을 전부 절개하지 않고 
fixture가 있는 곳의 조직만을 제껴서 시술을 할 수도 
있다. healing collar를 0.050"hex driver를 이용해 
서 제거하여 노출된 fixture head위를 조직 잔사가 
없도록 청결하게 한후 9mm threaded abutment를 
fixture에 연결하였다. fixture와 abutment를 연결시 
fixture내부의 thread와 밀접하게 접촉되도록 하여서 
방사선 사진상에서 접촉성 여부를 확인하였다(Fig. 

19，20). 2주후 점막이 어느정도 회복된후 통법에 
따라 vinyl polysiloxane 인 상재로 인상을 채늑하고 
임시 치관보철물(provisional retoration) 을 제작해 
주었다(Fig. 21，22).

완전 조절성 교합기의 pantograph를 이용하기 위해 
환자에게서 face bow transfer를 시행하였다. 먼저 
clutch를 제작한후 pantograph 의 face bow를 환자 

에게 장착한후 전방운동과 좌. 우측의 측방운동을 
시켜서 환자의 과두 운동을 인기해 내었다. 인기해낸 
기록을 가지고 환자의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한후 
양측 과두간의 거리, immediate side shift, progres

sive side shift, 관절와의 superial wall과 real wall의 
각을 각각 조절하여 환자 구강내와 동일한 상태를 

만들었다(Fig. 23-26).

본 증례에서는 임프란트 전방의 자연치와는 연결 
하지 않고 threaded abutment에서 납형성 (wax-up) 

•을 해서 metal coping을 제작하였다. 환자에게 metal

Fig. 16. surgical stent를 구강내 위치시키고 촬영된 
panoramic view

Fig. 18 식립된 임프란트의 panoramic view

Fig. 17. 진단용 납형을 설정해준 진단 모헝



Fig. 22 임시치관 보철물의 구강내 장착Fig. 19. implant fixture와 threaded abutment가
연결된 구강내 상태

Fig. 20. implant fixture와 abutment의 접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내 방사선 사진

Fig. 23 환자에게 완전 조절성 교합기의 face bow 

transfer

Fig. 21 vinyl polysiloxane 인상재로 된 인상체 Fig. 24 완전 조절성 교합기에 모형을 부착한 상 

태



Fig. 25 pantograph에 의해서 인기된 악운동 양상 Fig. 27 metal coping0] 시적된 환자의 구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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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환자에게서 인기된 악운동 기록 chart

coping을 시적해본후 적절한 도재의 색을 선택한후 
통법대로 3unit도재소부전장금관을 제작하였다. 완 
성된 보철물은 2주정도의 임시 장착기간을 거쳐 zine 

phosphate cement을 이용하여 영구접착하였다(Fig. 

27-30).

4) 보철물 장착후 경과 
보철물 장착후 2번의 recall이 시행되었다. 환자는 

전혀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구강 위생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방사선 사진상 
에서도 fixture주위골 상태, 치은 염증 여부，각 연결 
구조의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보철물의 안정도등을 

검사시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환자는 임시 치관보철물을 장착후와 완성된 
보철물을 정착한후에 각각 T-Scan system을 ■하
여 반대측 자연치와의 교합력과 교합 접촉감을 비

Fig. 28 완성된 고정성 보철물의 panoramic view

교해보았는데 임시 치관 보철물을 장착시 교합력은 
61.440N이었고 반대측 자연치측은 58.290N으로 양 
측의 교합력이 비슷하였으며, 완성된 보철물을 장착 

후에는 86. 170N이었으며 반대측 자연치측은 94. 

900N으로 나타나서 보철물 장착후에도 반대측 자연 
치와 교합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합 접 
촉점들의 분포도 둘다 전 악궁에 걸쳐 균일하게 나 
타나서 중심교합시 양측이 균일하게 교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31-34)

2. 하악 우측 편측 유리단 구치부 회복의 치험 

례
1) 초진시 환자 상태 

본 증례의 환자는 1991년 5월 1이 레 내원한 78세의 
남자 환자로서 상악은 총의치이고 하악은 좌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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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임시 치관물 보철물 장착시 좌우측 교합접
촉점 및 교합력 양상

Fig. 29，30 환자의 구강내 영구 접착된 완성된 고정성 
보철물

Fig. 33 완성된 고정성 보철물의 좌우측 교합력 양 
상

Fig. 31 환자에게 T-scan system의 clutd)[를 장착한

모습 ■产

Fig. 34 완성된 고정성 보철물의 panoramic view



하여서 환자가 구강 위생을 더욱 더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부의 보철물은 serew에 의해 
고정하여서 composite resin을 이용하여 접착시켜주 

었다.

이 증례에서는 대합치가 총의치이므로 양촉성 균 
형교합이 되게 교합을 형성하여 주었으며 임프란트에 
가해질 교합력은 자연치의 것보다 약하므로 이 abut

ment 사용시 발생될 수 있는 지대치의 파절이나 sc

rew 의 loosening등은 자연치와 대합되는 경우보다는 
더 양호하리라 사료된다(Fig. 37~50).

Fig. 35，36 초진시 환자의 
view

구강상태 및 panoramic Fig. 37 surgical stent를 구강내 장착 위치시키고 
촬영된 panoramic view

2대구치와 우측 제 2소구치 및 제 1, 2대구치가 결 
손되어 있었다.

점막 상태，골조직의 상태 및 건강 상태를 여러가지 
검사와 X-ray사진을 통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양호 
하게 나타났다(Fig. 35, 36).

2) 임프란트식립과 고정성 보철물의 장착 
임프란트 fixture는 standard series중 직경이 3.5 

mm이고 길이는 12mm인 것을 사용하여 각각 제 2 

소구치 및 제 1대구치 위치에 식림하였으며 제 1대 
구치위치에 식립한 fixture는 치조정의 골양이 부족 
하여 제 2소구치에 식림한 fixture보다 약간 설측으로 
위치시켰다. 그후 약 4개월후 PME abutment를 연 
결하고 2 unit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여 주았타. 

이 증례에서는 구치부회복이므로 PME abuti^ent(3 

mm) 의 최상방이 조직보다 약간 상방에 위치하도록

Fig. 38 식립된 implant fixture의 구내 방사선 사 

진



Fig. 39 second stage surgery 직후의 implant fix- 

ture와 PME abutment와의 연결된 구강내 상태

Fig. 40 implant fixture와 PME abutment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내 방사선사진

Fig. 41 인상용 pin을 이용하여 채득된 평석고 모 
형상의 PME abutment analog f

Fig. 43 impression coping이 위치된 경석고 모형 
에서의 제작된 인상용 individual tray

Fig. 44 작업 모형상에서의 PME abutment analog에 
bridge coping이 위치된 상태

Fig. 42 경석고 모형상의 PME abutment analog에 
위치된 impression coping



Fig. 45 작업 모형상에서의 PME abutment analog와 
조절된 bridge coping이 위치된 상하악 모형상태

Fig. 46 bridge coping을 이용하여 납형성이 완성된 
상태

Fig. 47, 48 작업모형상에서의 완성된 고정성 보철 

물의 상태 ᅮ ^
Fig. 49, 50 환자의 구강내 영구 고정된 완성된 고정성 
보철물



HI. 총괄 및 고안

인공 지대치로서 섬유 유착성 임프란트가 사용되어 
오기는 했으나 장기적인 과학적실증 자료가 불충분 

하였는데 비해 골유착성 임프란트에 관하여서는 
Br효nemark등 (1969)21)， Linder 둥 (1983)30), Erics- 

son둥(1983)25) 및 Hansson등(1983) 28)을 통한 보고 
와 더불어 350명의 환자증례에서 골유착 임프란트를 
시행한 결과에서 Br효nemark등은 5년동안 96.5%의 
성공률과 15년동안 상악에서는 81% 하악에서는 91 

었 의 성공률을 보고하였다29).

Schnitman과 ShulmanO^TO)381 은 임프란트의 성공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어느 방향으 
로든 lmm 미만의 동요를 나타내어야 하며 둘째 임 
프란트 주위에 방사선 투과상이 없어야하며 세째, 

치조골 상실은 전 임프란트 길이의 1/3이하일 것이며 
네째, 치은 염증은 치료될 수 있어야 하고 증상과 
감염이 없고 인접치의 손상이 없으며 부분적 및 전 

체적인 마비가 없고 하악관, 상악동, 비강의 floor등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다섯째, 전 증례의 75%에서 
5년이상의 기능적인 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Albrektsson둥(1986) 19)에 의해 제시된 임'프 
란트의 성공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적으로 
실험시 개개의 납착되지 않은 임프란트는 동요가 

없어야하며 둘째，방사선상에서 임프란트의 주위에 
방사선 투과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하며 세째，수직적 
골소실은 임프란트 사용 첫해이후에는 매년 0.2mm 

이하일 것이며 네째, 네속적. 비가역적인 자각 및 
타각 증상 즉 동통，감염，신경 장애, 부분적 마비가 
없어야 하며 하악판의 침범이 없어야 하고 최소한 
5년간에 85%，10년간 80% 의 성공률을 보여 야 한다. 

Branemark(1983)22’?8)은 “골유착(osseiontegration)” 

은 직접 골과 결합하므로 스스로 보철물을 지지할 

수 있으므로 자연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골유착 임프란트는 양측으로 
cantilever시 길이를 상악에서는 양측으로 10mm， 

하악에서는 20mm까지 가능하다고 하였는테 이것은 
교합력 지지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15C한다. 또한 
Skalak(1983) 37)은 cantilevei•가 적당한 경우는 가능

하나 하중이 마지막 즉 가장 가까운 임프란트에 집 
중된다고 했고 Newman(1988) 33)등은 15mm이상의 
cantilever에서는 임프란트 주위의 골소실이 많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 골유착성 임프란트에서도 can- 

tilever는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최소한 임프란트와 인접 자연치는 
기구 조작을 위해서나 치주인대를 보호하기 위해 5 

mm는 떨어져야 하며, 보통 2개의 임프란트 fixture가 
3unit 고정성 보철물을 지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29).

본 증례들에서는 인접 자연치와 임프란트를 5mm 

이상 떨어지게 하여 식림하였으며 첫번째 증례에서는 
상실된 4개의 치아를 회복시켜주어야 하므로 3개의 
임프란트 fixture를 식림하여 최후방에서 대합되는 
상악 제 2대구치의 근심 협측교두 1/2까지만 접촉이 

되도록 하는 3 unit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해 주었으며 
두번째 증례에서는 임프란트를 식립한 반대편이 제 
1대구치까지만 존재하고 대합치도 총의치여서 2개의 
fixture를 식림하여 저U 대구치까지만 회복시켜 주었 
다. 또한 임프란트를 이용한 경우 기능적 효과가운데 
강조되는 것중의 하나는 저작 능률에 대한 것으로서 
Akagawa등(1989) 14)은 하악편측성 유리단의 경우 
가철성 의치로 수복해주는 것보다 골유착성 임프란 
트를 이용하여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한 경우 현저한 
저작기능의 증징과 더욱 안정된 교합을 이루며 환 
자에게도 훨씬 편안감을 주었다고 하였으며 본 증 
례에서도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

최근에는 임프란트와 자연치와의 연결문제에 상 

당한 논란이 있는데1 등은 
1개의 임프란트 fixture가 고정성 보철물을 위해 이 
용되었을때 자연치와 임프란트를 비고정성 연결장 
치로 연결시 회전 운동과 screw loosening을 감소 
시켜주며 기능시에 정상적인 하중과 치아 이동을 
허용해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Garfield(1988) 27)는 자연치와 임프란트를 고 
정성으로 연결시 정상적으로 미약하게 움직이는 자 
연치는 약간의 지렛대 작용의 힘이 생겨서 임프란 
트에 과도한 stress를 줄 수 있으며 이것은 골유착의 
소실을 야기할수도 있다고 하였다3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대치에 “universal connec



tor”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연결장치로는 ceka 

attachment snap coping이 나 ceka extension attach

ment anchor 및 interlock combination둥이 있다. 

이러한 snap coping 설계는 임프란트 fixture내와 
임프란트 fixture밖으로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는 모든 방향으로 각을 줄 수 있으므로 임프란트 
fixture를 위치시킬때 가장 이상적인 골위치에 식림할 
수 있게 하므로 임프란트보철물의 치은 1 /3 부근의 
심미성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구강 위생 상태도 더욱 

청 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27). 반면 van Stee- 

nberghe41)는 임프란트와 자연치사이에 직접 연결은 
기능과 조직반응에서 임상적으로 별다른 문제를 야 
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precision attachment사용시 
골유착 임프란트는 이동되지 않고 자연치의 이동은 
허용되어 밑으로 침하하면서 attachment의 연결부께 
교합의 부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하였다. 고둥13의 
임프란트와 자연치의 연결 여부에 따른 유한요소법적 

응력 분석에서는 저작시 주 하중이 가해지는 측에 
자연치가 존재한다면 주위의 골유착 임프란트와는 
고정성으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지만 저작시 
주 하중이 가해지는 측에 자연치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이곳에 골유착 임프란트를 식립하고 주변 자 
연치와 고정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응력의 분산관점 
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실제 저작시 하중이 주로 가해지는 부 
위에 여러개의 골유착 임프란트를 식림하여 임프란 
트만으로 충분히 저작에 견딜수 있다면 자연치아와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보철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였다29). 따라서 
본 증례들에서는 치조 골질이 중분하여 free-standing 

보철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원칙에 입각하여 free-standing설계를 시행하였는데 
앞으로 임상적 고찰을 장기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Chiche G.J. 등 (내 아 产 은  결손된 구치부 수복에 
있어서 임프란트 상부의 보철물이 시멘트로 접착된 
경우와 screw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에 고려해0]!■ 할 
사항과 그 각각의 장，단점에 관하여 논하였는^; 먼저 

screw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는 시멘트로 접착된 경

우보다 screw thread에 의해 기계적 강도가 더 강하여 
안전성에 있어서는 더 안전하나 비용이 더 많이 들며 
더욱 더 정확한 외과적 인 술식이 요구되는 복잡성 이 

있는 반면 시멘트로 접착된 형태는 안정성은 더 떨 
어지지만 제작과정이 간단하며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증례들에서 threaded abutment상 
부에 보철물을 시멘트로 접착한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cement의 탈락，abutment의 파절, 구강위생 
청결둥의 문제점들이 있고 PME abutment상부에 
보철물을 screw에 의해 유지시키는 경우 screw의 
loosening이나, 파절, 지대치의 파절등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주기적인 real]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관찰하기로 하였다.

Newman등(1988)33)은 건강한 임프란트에서는 sp- 

rirochete는 0-8.5% 라고 하였고, Ram등(내은있如은 
실패하는 임프란트에서 채취한 치은 연하 microf- 

lora의 형태를 관찰한 보고에서 현저한 치은 염증, 

탐침시 출혈, 치주낭 증가, 치조골 상실이 있었고 중간 
크기 의 spirochete, 또 gram negative rod, gram posi

tive filament rod등이 인정되었으나 실패의 결과 
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Quirynen과 Lisgarten 

(lQQO)3̂ 은 치아와 titanium 임프란트주위의 bacte- 

rial morphotype의 분포를 실험하여 위상차 현미경 
으로 관찰한 결과 임 프란트주위나 치 아 모두다 C0C0id 

cell이 많았으나 부분 무치악 환자와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의 치태구성을 비교시는 완전 무치악 환자 

에서는 cocoid cell이 많았으며 motile rod와 ■spiro

chete 는 임프란트주위에서 적게 발견되었다. 이것 
으로 보아 치아는 동일한 구강내에서 titanium임프 
란트의 bacterial colonization을 위한 reservoir로써 
역활을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부분 무치악 환자에 
서의 임프란트 식립시는 더욱더 구강 위생 청결상 
태의 점검을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 
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Newman등 (棚 은 产 은  임프 
란트주위 조직의 건강도를 유지하는데에는 3개월 
간격 검사가 충분하다고 보고한바 있다.

Adell등(1981)i2)은 임프란트를 식립후 연간 평균 
골소실은 처음 1년후부터는 0.05mm정도이며 이것은 
자연 치주위에서의 attachment 소실율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양이라고 하였다. 또한 Adell등(1986) 13)은 
abutment 삽입후 1년동안의 2mm 소실의 coronal 

bone level은 정상적인 remodelling으로서 간주된다 
고 하였으며 Albrektsson둥(1986) 19)은 그후에는 연 
간 평균 골소실이 0.1mm정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임상증례보고를 통하여 Scott등(내은이해은 임프란트 
의 식립후 임프란트의 실패는 임프란트 부위의 외 
과적 시술과정과 시기가 중요하며 어떠한 임프란트 

system이라도 골이 형성될 적절한 기간이 없이는 
임프란트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프란트를 식립한후에는 상악에서는 최소한 6개월 
하악에서는 3-4개월후에 abutment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29).

본 증례들은 수복한지 1년이하로 장기적 인 기능적 
효율은 물론이고 임프란트 주위골의 remodelling이 

1년-1년 반 정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2〉주위 
골조직의 변화상도 확실한 것을 지적할 수는 없었 
으나 현재 임상적으로 관찰한 결과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사료되나 
추후 계속적인 정기적 검사로 관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V . 결 론

저자는 상악이 자연치이고 하악의 좌측 제 1, 2소 
구치와 제 1，2，3대구치 결손부의 경우와 상악은 
총의치이고 하악의 우측 제 2소구치 및 제 1，2대구치 
결손부의 경우를 free-standing Steri-oss implant로 

수복한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편측성 유리단 견손에 가철성 국소의치보다는 
Steri-oss임프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로 더 
효과적으로 수복이 가능하였으며 인접 자연치를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

2. 대합치와의 관계를 고려시 threaded abutment의 
길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3. threaded abutment를 이용하여 수복한 보철물의 
경우에서 반대측 자연치와의 교합력<  비교시 
교합력이 서로 비슷하였다.

4. PME abutment를 이용하여 수복한 보철물01] 서는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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