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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부적절한 임플란트 식립으로 인한 보철적 문제점들
John S. Cavallaro Jr. DDS and Gary Greenstein DDS, MS / 김성조 역

서론

골유착성 임플란트는 신뢰할 만한 치료 술식이다(1-4). 그

러나 부적절한 임플란트 식립으로 인한 보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5-8). 임플란트의 위치와 관련된 바람직하지 못한 결

과는 보철물의 성공과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후

유증들은 협설, 근원심, 그리고 상하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기

하학적 평면에서 부적절하게 식립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후 수복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식립한 임플란트

의 위치, 각도 또는 심도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부적절한 임플란트 위치로 인한 

보철적 문제점의 극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플란트의 적절한 식립을 위한 3차원적   
결정 요소

임플란트가 이상적으로 식립되어야 최적의 수복물이 제작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플란트 식립 시 위치, 각도, 심

도의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와 관련된 

보철적 문제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독으로 또는 서로 병합하여 발생되어 심미적이고 기

능적인 수복물의 제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그림 9-1). 불행하

게도, 임플란트 위치와 관련된 문제는 점막관통부가 임플란트

에 부착되는 보철 처치 단계에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된 문제의 확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transfer coping, guide pin, 잠정 또는 최종 치주

대 등이 있다.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된 보철적 합병증은 치료 계획 수립 

시의 부주의 및 임플란트 식립 시 외과용 스텐트를 활용하지 

않은 것 등에 흔히 기인한다. 치료 계획 단계에서 방사선 검사

와 연구 모형은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3차원적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 전의 

site development의 필요성도 평가될 수 있다(10-15). 예를 

들어, 상악 전방부 순측에 심한 함몰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

트 식립 전에 별도의 처치로 골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부위

를 회피하여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다.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타의 문제점 및 해결 방법은 표 9-1에 제시되어 있다.

보철적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임플란트 처치

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첫째, 수술용 template가 활용되어야 

한다. 수술용 template는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 3차원적인 

지침을 제공한다(16). 둘째, 임플란트 외과의는 외과적 단계

에서 보철 단계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숙

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주위의 연조직 형태는 

처치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17). 수복 단계의 개시 이전

에 transfer coping 또는 지대주가 수월하게 장착될 수 있게 

tissue crevice가 형성되어야 한다. 임플란트 외과의는 다양

한 크기의 치유지대주를 활용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다.

동시에,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을 심미적으로 적절한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보철과 의사는 지대주와 잠정적 수복물 

등을 장착함으로써 연조직을 비외과적으로 재형성할 수 있다. 

임플란트 식립 시 그리고 최종 보철 처치 이전에 적절한 위치

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연조직을 적절히 처치함으로써 임플

그림 9-1. 제1대구치의	임플란트가	너무	협측	및	원심측으로	식립되었다.	

이로	인해	최종	보철물의	협측에는	불필요하게	부피가	증가될	것이며,	근

심과	구개측에는	과도한	공간이	존재할	것이다.



164 치과 임플란트 합병증 원인과 예방 및 치료

란트 보철 처치는 단순화될 수 있다.

위치, 각도 또는 깊이 문제와 위치 또는 각도가 잘못된 임플

란트의 보철적 수복을 논하기에 앞서, ‘running room’이라

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18). Running room은 임

플란트의 보철 플랫폼에서 유리치은변연까지의 거리(임플란

트 주위 열구 심도)를 말한다. 이는 작은 직경을 갖는 임플란

트의 보철 플랫폼으로부터 큰 단면을 갖는 수복할 치아의 치

경부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수직 거리이다(그림 9-2A, 

B). 예를 들어, 표준 임플란트의 폭은 약 3.75~4mm이며, 백

악법랑 경계부에서의 상악 중절치의 직경은 7mm이다(19). 

Running room은 임플란트에서 치경부로의 정상적인 전환

(emergence profile)을 형성하는 데 있어 활용 가능한 거리

이다. 중절치의 경우 약 3mm의 running room이 요구된

다. 이와 대조적으로 측절치의 백악법랑 경계부에서의 폭경은 

5mm이고, 따라서 중절치보다 작은 2mm 정도의 running 

room이 필요하다.

표 9-1.	임플란트	식립:	문제점과	해결책

임플란트	식립 문제점 제안된	해결책

하악	구치에서의	설측	undercut 15°	이하(임플란트	각도) 각이	진	지대주-미리	제작된	또는	맞춤형	지대주

25°	이상 더	짧고	더	넓은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보다	더	수직으로	
식립,	또는	임플란트를	수직으로	식립하기	위해서	골이
식,	해당	식립	부위를	피함,	또는	심한	각도를	보정하기	위
해	맞춤형	지대주	제작

발치와	내	즉시	식립 발치와의	해부학적	양상으로	인해	 twist	
drill이	의도하지	않은	부위로	빗나갈	가능
성이	있는	경우

Side	cutting	bur로	발치와	재형성	또는	임플란트	식립을	
연기

상악동,	비와 2mm	미만의	관통 Osteotome	활용,	임플란트	식립을	계속	진행

2mm	이상의	관통 측방	상악골	증강술,	식립	부위의	변경

후방부에서의	시야	장애 확대경,	헤드라이트,	개구기

후방부에서의	접근	장애 최초	검사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개구기,	환자	진정,	짧은	twist	drill

과개교합 설측으로	식립하는	경우	임플란트의	수복
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임플란트가	중앙에	위치하면서	지대주가	중심위에서	대
합치를	회피하도록	각도를	부여하여	식립

손목의	회내(작용)로	인한	근원심	각도	이
상

경험	축적,	시야	확보,	궤도를	조절하는	수술용	가이드,	
임플란트	osteotomy의	평행을	위한	가이드	핀의	사용

교합	간	공간의	부족 짧은	임플란트의	선택,	근단측으로	깊이	식립,	대합치의	
교합조정,	치조골	삭제

그림 9-2. A, Running	room의	예:	하악	소구치	임플란트에	약	3mm의	running	room이	존재한다.	B, 수복물을	장착한	모습으로	4mm	

직경의	임플란트	platform에서	하악	제1대구치의	넓은	치경부	외형으로	이행되는	것을	보여	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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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관련된 문제

임플란트의 위치는 협설 및 근원심 측면에서 임플란트의 중

앙 즉, 임플란트 osteotomy 입구의 중앙이 위치하는 골 내에

서의 부위로 정의된다. 이는 전형적으로 round bur나 pilot 

drill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임플란트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며 

이상적인 위치는 외과용 가이드를 제작하기 이전에 결정되어

야 한다(20). 술 전 계획 단계에서 교합기에 장착되고 이상적 

수복물 형태가 waxing되어 있는 study cast를 이용하여 보

철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방사선 또는 수술용 가이드 제

작의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알지네이트 인상재를 이용하여 상·하악 인상 2개를 채

득한다.

2. 치과용 stone을 인상에 붓는다.

3.  1set의 모형에 의도하는 수복물 형태로 진단 wax-up을 

제작한다(나머지 1set는 참고용으로 보관한다).

4. Waxed cast를 복제한다.

5.  방사선/수술용 가이드를 투명한 vacuformed resin 

(‘suck-down’) shell 또는 기공실에서 processed resin

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방사선촬영용 가이드의 경우 

barium sulfate, 납 foil, gutta percha 등의 radiopaque 

material을 활용하여 방사선 이미지에서 관찰되는 

marker를 형성해 줄 수 있다. 방사선용 가이드를 외과

용 가이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속 튜브나 cutaway

를 방사선 검사 결과 임플란트 식립 부위로 지정된 부위

에 위치시킬 수 있다.

•  단서: 환자 구강 내에 충분한 치아나 reference point

가 존재하여 가이드를 재현성 있게 위치시킬 수 있어

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임플란트의 치관측 platform이 임플란트가 

지지할 향후 수복물의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협설측 위치 이상

지나치게 협측으로 위치된 임플란트는 다양한 문제를 유발

할 수 있으며, 이는 보철 처치 단계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협측으로 위치된 임플란트는 협측 피질골판을 손상시킬 수 있

다. 임플란트 식립 당시 또는 치유 기간 중의 골흡수로 인해 

골소실이 초래될 수 있다(그림 9-3)(21-26). 협측골판에 대한 

손상은 연조직 높이에 영향을 미쳐 협측 중앙부에서 치은퇴축

이 일어날 수 있다.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에서는 이로 인해 

비심미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그림 9-4). 더구나 협측으로

의 위치 이상이 현저한 경우 보철적으로 해결이 가능치 않을 

수도 있다.

지나치게 설측으로 위치된 임플란트는 다른 양상의 문제

들을 초래할 수 있다. 치관을 적절한 위치에서 수복하려면 

ridge lap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그림 9-5A, 

B). Osteotomy 과정에서 임플란트를 잔존골 내에 위치시키

기 위해 이상적인 위치보다 약간 설측으로 위치시켜야 할 경

우에는, 임플란트를 더 근단측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추가적인 

running room을 형성하여 양호한 emergence profile을 부

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에 의해 ridge lap을 갖는 수복물의 

필요성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깊은 과개교합(deep 

overbite)이 있을 때 전치부 임플란트를 설측으로 위치시키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합관계로 인

해 구개측으로 위치된 임플란트의 수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림 9-3. 임플란트가	너무	협측으로	위치하여	순측골판에	열개가	발

생하였다.

그림 9-4. 임플란트가	순측으로	위치되어	발생한	상악	좌측	측절치	협측	

중앙부의	퇴축으로	인한	심미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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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개측으로 위치한 임플란트의 수복물은 혀를 위한 공간

을 침해하여 발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

종 수복물의 제작 이전에 잠정적 보철물을 장착하여 환자의 

반응을 평가해야 한다. 종종, 임플란트를 수복하지 않은 상태

로 두거나 제거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최종 수복 단계 이전에 임플란트의 협설측 위치로 인한 문

제점이 발견된 경우, 잠정 수복물을 활용하여 보철물의 지지

를 위해 해당 임플란트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잘못 위치된 임플란트를 포함하도록 수복물을 조정하여

야 한다. 이는 지대주를 임플란트에 장착하고 돌출된 면을 삭

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잠정 브릿지를 도재로 재현될 두께의 

레진으로 relining 하고 성형해야 한다(그림 9-6A, B)(28). 

다른 대안으로는 의도하는 수복물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는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방

법 중 하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계속한다. 형태와 

기능의 측면에서 환자가 잠정 수복물의 결과를 받아들이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협측으로의 위치 이상의 경우에는 입

술에 대한 압박과 과도한 형태, 설측으로의 위치 이상의 경우

에는 발음장애와 혀에 대한 방해 등과 관련된 환자의 염려를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근원심 위치 이상

부주의에 의해 임플란트가 치아 또는 인접 임플란트에 지나

치게 근접하거나, 멀리 위치하고, 치간부 공간에 식립될 수도 

있다(그림 9-7). 보통 단일 임플란트가 인접치 사이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은 것은 눈에 잘 띈다. 그러나 부분 또는 완전 무

치악에서의 다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간격을 판

단하는 것이 어렵다. 근원심 이상 위치는 matrix evaluation 

methodology(MEM)를 활용함으로써 쉽게 인지되고 효율

적으로 처치될 수 있다. MEM은 협측 elastomeric matrix

를 이용하여, master cast에서 구강으로 또는 그와 반대로 

정보를 전하는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악에 고정식 임

플란트 보철물이 제작되는 경우 implant-level 인상을 채득

한 후 master implant cast를 제작하여 교합기에 장착한다. 

Cast의 가장자리에 3개의 groove를 형성한다. 그러고 나서 

A

B

그림 9-5. A, 하악	우측	구치부에서	설측으로	식립된	임플란트들.	B, 설

측으로	식립된	임플란트로	인하여	보철물의	협측이	ridge-lap	형태이다.	

수복물의	협측	하면의	청결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

B

그림 9-6. A, 상악	우측	제1소구치	부위에서	순측으로	식립된	임플란트.	

Angled	abutment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는	여전히	적정	

부위에서	뚜렷이	순측으로	위치하고	있다.	B, 순측으로	식립된	임플란트

를	수용하기	위한	잠정	수복물의	수정.	도재금속	수복물에서	재현될	수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순측	레진의	두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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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에 있던 하악 잠정 수복물을 모형에 위치시킨다. 그 다

음 silicone rubber 같은 elastomeric material을 잠정 보

철물의 협측에 적용하고, 주 모형의 가장자리와 겹치게 한다. 

모형의 가장자리에 3개의 groove가 형성되어 있고 matrix가 

이들 groove에 적용되었으므로, 잠정 보철물을 제거하게 되

면 matrix가 모형에 부착되어 남아 있게 되고 치아 협면의 모

습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index된 matrix를 제거하였다가 

필요하면 모형에 재현성 있게 다시 위치시킬 수도 있다. 가이

드된 pin을 implant analogue에 위치시키고 대합치 그리고 

matrix와 연관함으로써 임플란트의 근원심측 관계를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그림 9-8).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최종 보철

물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림 9-8에 소개된 증례의 경우 

screw-on porcelain fused to metal prosthesis가 제작되

었다. 이 matrix를 이용한 평가법은 전악, 부분악 또는 단일

치 증례에서 활용될 수 있다.

단일 임플란트가 인접치 사이의 근원심 중앙부에 위치하

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상하기 위해 맞춤형 지

대주가 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9-9(A)에서 보면 하

악 제1소구치 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가 원심측으로 위치되

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근심측으로 벌어진 abutment가 

제작될 수 있다. 또는 과도한 공간을 메우도록 수복물이 제

작될 수도 있다(그림 9-9B). 지대주의 근심측 크기를 확장함

으로써 수복물이 무치악 공간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다. 수

복물을 적절히 위치시킴으로써 연조직 형태의 개선이 가능하

고, 공간을 폐쇄하여 식편압입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임플

란트가 충분히 근단측으로 위치되지 않으면 running room

이 존재하지 않아 지대주 또는 수복물이 임플란트의 cross-

sectional diameter에서 대체할 치아의 diameter로 급격하

게 전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근심 또는 원심측으로 partial-

그림 9-7. 원심측으로	위치된	하악	제1대구치	임플란트를	보상하기	위해	

근심측으로	수복물이	돌출되어	있다.

그림 9-8. Indexed	elastomeric	matrix를	위치시킨	주	모형의	견치-측

절치	부위에서	embrasure	임플란트	즉,	치간부에	식립된	임플란트를	확

인할	수	있다(적색	화살표).

그림 9-9. A, 원심측으로	위치된	하악	좌측	제2소구치	임플란트.	B, 과

도한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porcelain	fused	to	metal	시멘트-유지형	수복

물이	제작되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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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tic(ridge lap-cantilever) effect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의 collar가 치은연상으로 위치된 경우 금속이 노출

되어 추해질 수 있다. 

다수의 임플란트에 근원심 위치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

을 위해 추가적인 단계가 요구될 수 있으며, 공간을 재조정하기 

위해 임플란트 수복물과 인접 자연치의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

을 수 있다(그림 9-10A, B). 인접 치아 또는 임플란트 사이에 공

간이 지나치게 큰 경우와 공간이 너무 협소한 2개의 다른 상황

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경우 치간골(29)과 연조

직의 손상을 초래하고 좁은 수복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가 있다. 임플란트 사이의 공간이 너무 큰 경우 pontic을 추가로 

위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치아의 근원심측 크기가 반대측 치아

와 차이가 있어 심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칸틸레버로 

인해 임플란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 있다. 

서로 너무 근접한 임플란트는 다른 방식으로 조치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이들 임플란트의 transfer coping들은 인상

채득 과정에서 서로 또는 인접치와 접촉할 수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인접 자연치의 선택적 삭제 또는 transfer 

coping의 조정이 수행된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경우 개

개 transfer coping마다 인상을 채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적절한 embrasure를 부여하기가 어려우므로 구강

위생을 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그림 9-11). 

이러한 문제점을 보상하기 위해 flare가 없는 곧은 지대주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지대주는 공간을 덜 소요하여 적절한 

embrasure를 부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보철물 장착 시 

좁은 embrasure 내의 시멘트를 제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

다(그림 9-12A, B). 임플란트의 horizontal biologic width

를 수용하기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30) 임플란트 사이의 골소

실과 인접 수복물 간의 연조직 결손으로 인해 심미적이지 못

할 수 있다(그림 9-13)(31,32).

인접면 공간 내에 임플란트가 잘못 위치된 경우가 있다(그

림 9-14). 앞서 언급한 matrix evaluation technique를 이

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최종 보철물을 계획할 수 있

다(그림 9-15). 임플란트가 embrasure space에 위치된 경우 

수복물이 잘못 위치된 임플란트의 협측으로 돌출될 수 있다. 

이러한 위치 이상을 보상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두께를 

환자가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플란트는 활용

될 수 없다(그림 9-16).

협설 또는 근원심으로 임플란트가 잘못 위치되는 것을 예방

한다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쉽지만, 실제로 이행하기에는 해부

학적인 제한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다. 임플란

트 외과의는 스스로 osteotomy의 시작점을 명확히 설정하거

나 아니면 수술용 가이드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잘못 위치된 임플란트는 각도의 이상 같은 다른 식립과 관련

한 문제점들에 비해 angulated 또는 custom abutment를 

활용하더라도 수정이 용이하지 않다.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

A

B

그림 9-10. A,	Provisional	splint의	협측	모습으로	3개	치아를	제작하기

에는	공간이	부족함을	보여	주고	있다. B,	환자의	승낙을	받고	약간	치수가	

큰	2개의	소구치로	제작하였다.

그림 9-11. 긴밀하게	인접해	있는	임플란트상에	제작한	보철물의	설측	모

습.	Floss	threader가	이	embrasure를	간신히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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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12. A, Flared	abutment의	모습으로	임플란트가	서로	너무	근

접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Embrasure가	존재하지	않으며,	치

은연하에	시멘트가	존재한다.	B,	지대주를	교체하고	새로운	수복물을	제

작한	후의	모습으로,	변연	적합이	적절하고	충분한	gingival	embrasure

가	존재한다.

그림 9-13. 2개의	하악	임플란트가	너무	근접하여	식립된	모습.

그림 9-14. 잠정	보철물에	의하면	이	임플란트는	치간부	embrasure에	

식립되었다.

그림 9-15.	Matrix	평가법에	의하면,	상악	좌측	측절치	임플란트가	치간

부	embrasure에	식립되었다.	이는	최종	보철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9-16. Embrasure	임플란트를	포함하는	보철물.	지대주와	수복	재

료의	두께로	인해	임플란트	순측으로	보철물이	돌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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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잘못 위치된 임플란트가 문제가 될 수 있다(제8장 참조). 

이들은 다음 항목에서 언급될 각도가 잘못된 임플란트보다 

조정이 더 어렵다.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에서는 잘못 위치

된 임플란트는 발거하고 새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 경우

가 있다(제25장 참조). 식립 시 임플란트가 협설 또는 근원심

으로 잘못 위치된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의 sink depth 즉, 

1~2mm 더 근단측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

치에 의해 적절한 axial tooth contour를 부여하기 위한 추가

적인 running room이 제공될 수 있다.

각도의 문제

임플란트의 각도는 골 내로 진행하는 드릴의 궤도에 의해 결

정된다. 임플란트의 각도와 관련해서는 보철적 측면과 해부학

적 관점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플란

트의 보철 platform은 적절한 곳에 위치시킬 수 있으나, 상악 전

치부 골판에 함몰이 있는 경우 수술 과정에서의 천공을 피하기 

위해 임플란트에 각도를 부여해야 될 경우가 있다(33-35).  

협설측 각도의 문제

임플란트가 위치상으로는 적절히 식립되었으나 그것의 각

도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0~15°의 경미한 각도 이상, 또는 

25°를 초과하는 심각한 각도 이상이 초래될 수 있다. 15°까지

의 각도 이상은 쉽게 처리될 수 있다. 대부분의 prefabricated 

abutment는 0~15°형까지 이용 가능하다. 25°나 35°처럼 더 

극단적인 임플란트 각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맞춤형으로 주조해야 한다(그림 9-17A, B). 다수의 임플란트 

간에 평행이 달성되어야 하는 경우 각도 문제의 해결이 더 어

려워진다. 다수의 지대주가 배열되는 경우 임플란트를 추가로 

식립하고, 보철물의 분할을 고려해야 한다.

협설측 각도 이상을 교정하는 데 있어 주요한 관점은 활용 

가능한 running room의 양이다. 각도를 부여한 부품은 지

대주가 치관측으로 이행되어 보철물을 유지하기에 앞서, 각도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crevicular space(running 

room)가 요구된다. 임플란트가 근단측으로 충분히 깊게 식립

되지 않은 경우 즉, running room이 충분치 못하면 금속이 

노출되어 심미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그림 9-18). 또한 임

플란트와 angled abutment의 계면에 고도의 스트레스가 가

해져 지대주 나사의 풀림, 나사 파절, 또는 임플란트 치관측의 

파절이 초래될 수 있다(그림 9-19)(36,37). 전치부에 비해 구

치부에서는 더 큰 저작력이 가해져 이러한 합병증이 더 심할 

수 있다(38,39). 기능적 관점에서 심한 임플란트 angulation

이 불가피한 경우 부가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임플란트를 

추가로 식립할 수 있다.그림 9-17. A, 다수의	임플란트가	경미하거나	심한	순측	경사를	보인다.	

B,	심각하게	잘못	위치되고	경사진	임플란트에서	지대주의	기저부와	임플

란트의	치관측을	볼	수	있다.

A

B

그림 9-18. 지대주의	협측	기저부의	그림으로,	심미적	측면에서	치은연

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unning	room이	요구된다.

Base of component

 Angl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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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심 각도의 문제

경미한 근원심 각도의 문제는 종종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해

부학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접치 치근이나 

이공 같은 중요한 구조물을 피하거나 상악동의 천공을 회피하

기 위해 임플란트를 경사지게 식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문제는 시각적 검사에 의해 또는 transfer coping의 치관부

가 인접한 치아나 transfer coping과 접촉될 때 명확히 판명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교정하기 위해 transfer coping의 측

면을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각도가 심한 경우 implant-level 

transfer impression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플란트 

각도의 시각적 검사와 열구심도의 평가에 근거하여 angulated 

abutment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다수의 임플란트에 이러

한 문제가 존재하면 개개 transfer coping별로 implant-

level 인상을 채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가적인 

running room이 필요한데, 이는 급격한 형태의 변화와 metal 

abutment의 transgingival portion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각도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 임플란트를 매몰시키거

나 제거해야 할 경우도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각도가 잘못된 임플란트로 인한 문제는 

angulated component를 이용하여 지대주 간의 평행을 부

여함으로써 교정될 수 있다. 15° 각도를 갖는 prefabricated 

abutment는 협설측으로 각도의 문제의 교정에서와 마찬가지

로 근심 또는 원심으로 경사를 이루는 임플란트를 교정할 수 

있다(그림 9-20A, B). 경사 문제를 15° 각도를 갖는 angled 

abutment로 교정함으로써 교합면에서 약 1~1.5mm 정도 

수복물의 변경이 가능하며, 25° abutment로는 2~2.5mm의 

보철물 이동이 가능하다. 이는 경사의 교정뿐 아니라 치관 위

치의 이동도 의미한다.

각도의 이상을 교정하여 만족스러운 보철물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점진적인 emergence profile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

한 running room이 존재해야 한다(그림 9-21A, B). 점진적

인 emergence profile을 부여하지 못하면, 넓은 gingival 

그림 9-19. 임플란트	치관측의	파절을	보이는	방사선사진.

그림 9-20. A,	상악	주	모형에서	근원심으로	경사진	임플란트에	위치시

킨	지대주를	survey하고	있다.	견치	치근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임플란

트가	이렇게	식립되었다.	B,	15°	prefabricated	angulated	abutment로	임

플란트의	경사를	교정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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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rasure를 갖는 수복물이 초래되거나, circumferential 

ridge lap이 되어 식편압입과 위생불량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에서, 근원심 경사와 부적절한 

running room에 의해 metal abutment가 노출되어 심미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림 9-22). 미소선이 낮은 환자는 이

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사된 임플란트상

에 제작된 보철물은 추가적인 힘을 받기 쉬워 조기에 역학적인 

실패가 유발될 수 있다.

깊이의 문제

Sink depth는 임플란트의 apico-occlusal position을 말

하며, 위치와 각도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한 강력한 보상 방법

이다. Sink depth를 증가시킴으로써 활용 가능한 running 

room이 추가되어, 점진적인 axial contour를 갖는 수복물

의 제작이 가능해진다. 임플란트의 apicocoronal 위치를 계

획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여기에

는 교합면 간 공간, 골높이, 조직의 두께, 임플란트의 위치 또

는 각도의 이상, 그리고 인접한 sequential extraction의 영

향 등이 포함된다.

교합면 간 공간 

대합치와의 간격에 대한 고려는 성공적인 보철물의 제작에 

있어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는 임플란트 수술 전의 시각적인 

검사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임플란트 식립 시 환자를 중심교

합 상태로 해보지 않으면, 수복물에 의해 활용 가능한 공간의 

양이 잘못 계산될 수 있다. 수술 시 sink depth의 조절은 용이

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짧은 임플란트를 선택하여 

더 근단측으로 식립할 수 있다. 그러나 임플란트의 유착이 일

단 일어나면, 임플란트의 기능을 위해서는 보철적 방법이 유

일한 해결책이다.

임플란트 식립 전에 임플란트 구성 요소와 최종 수복물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cementation되는 단일 수복물은 임플란트 platform으로부

터 대합치까지 최소 7mm의 공간을 요구한다. 교합면 간 공간

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지대주와 대

합치 사이의 occlusal clearance을 위한 2mm, 평행 관계가 

훌륭하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4.5mm의 ‘prep’ length, 그리

고 임플란트와 계면을 이루는 지대주의 polished collar를 위

한 0.5mm(40-42). 교합면 간 공간이 예를 들어 4.5~5mm

로 감소되어 있는 경우, UCLA형 crown이라고도 불리는 

A

그림 9-21. A,	Master	cast상에서	원심	경사를	보이는	임플란트의	설측	

모습.	Angulated	abutment가	running	room을	활용하면서	경사를	교정

한다. B, 원심측으로의	경사진	임플란트상의	수복물	협측	모습.	Running	

room을	활용함으로써	금속	지대주의	노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9-22. 근원심	및	협측	경사와	부족한	running	room.	치은측에	치

태	축적이	관찰된다.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