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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치과의원 원장  이동현    

서론

본론 

초기 치과용 임플란트는 완전 무치악 환자를 위한 보철양식으로 출발하였으며 심미성보다는 기능회복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치부의 결손회복에도 임플란트를 널리 이용하게 되면서 기능회복은 물론 그 심미적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미적인 soft tissue contour는 인접치아들 사이에서 임상치관길이의 급격한 변화가 없으며, 조화로운 scalloped gingival line과 충

분한 두께의 convex buccal mucosa 그리고 분명한 치간유두를 가진 상태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치아 발거 후 퇴축된 치조골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골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플란트를 이용한 심미적인 수복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발치가 예정되어 있으나 발치후 정상적인 soft tissue contour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위해 적

용해 볼 수 있는 몇가지 개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bone level을 결정하고자 할 때  필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구강완전회복술에

서의 개념을 참고로 하여 이상적인 교합평

면을 설정한 다음, 여기서부터 평균적인 치

관의 높이를 부여해주고, 이렇게 설정된 치

은연에서 약 2-3mm 하방에 치조골 상연

이 오도록 치조골의 높이를 형성하고 임플

란트를 식립하는 것입니다(그림2). 

즉 계획한 수복물의 mid-facial gingival 

margin을 표 시할 수 있 도 록 surgical 

guide stent를 제작한 다음, 여기에서부

터 약 2-3mm 하방까지 골이식한 후 임플

란트를 식립합한다. 교합평면의 설정은 연

구모형상에서 Broadlic occlusal plane 

analyzer를 사 용하거나(그림3), retromola

pad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그림4).

이와 같이 설정된 임플란트의 식립깊이

를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surgical 

guide sten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술전 과정은 궁극적으로 심미적인 

결과를 위한 정확한 임플란트 식립과 최종

적인 보철물의 결과 개선에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surgical stent를 이용할 때는 

apico-coronal plane을 제외한 나머지 

두 평면에서의 식립 위치만을 파악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미리 계획된 bone

의 수직적인 높이와 이에 따른 임플란트

의 수직적인 식립 깊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surgical guide stent를 제작하여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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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1

수직적인 골결손이 심한 증례입니다.

미 리 계 획 한 gingival line의 약 

3mm 하방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골이식했습니다.

진단모형상에서 교합평면을 기준으

로하여 바람직한 gingival line을 

설정했습니다. 

5개월후 이차수술시의 소견입니다.

미리 설정한 gingival line이 표시될 

수 있도록 surgical guide stent

를 제작했습니다.

최종보철후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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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그림 3

2)Bio-Col Technique

 

발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치후에

도 현재 치아주변의 연조직, 경조직의 상태

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

는 방법 중 한가지가 Bio-col technique

입니다. 발치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골

소실을 최소화하며, natural soft tissue 

anatomy를 보존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심미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

입니다. 즉 Bio-col thchnique은 발치 

후 현재의 buccal contour를 유지하고, 

특히 치간유두를 보존하는데 유용한 방법

입니다. 

발치후 발치와를 깨끗하게 소파한 후 발치

와에 bone graft하고, 그 위에 collagen 

membrane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

는 ovate pontic 형 태 의 provisional 

restoration으로 발치창을 폐쇄하여 치유

를 유도합니다(그림5).

Bio-col technique은 발치후 socket preser

vation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발치후 발

치즉시식립을 하고 나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광범위한 골소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판막을 형

성하고 차단막과 함께 골이식을 하는 정통적인 

방법의 골이식 수술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부분적인 골소실 부위와 정상적인 

부 위 가 혼 재 되 어있 는 경 우 는 Bio-col 

technique을 사용하면 쉽고 편하게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통적인 골

이식 수술을 적용해야하는 경우와 Bio-col 

technique을 적용해도 좋을 경우를 잘 분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 5

그림 4

증례 2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를 발치해

야하는 상황입니다. 2-1
발치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

습니다. 2-2
발치와 주변과 fixture 상방에 골이식

을 하였습니다. 2-3

임플란트 심미수복을 위한 고려사항 

1)교합평면을 고려하여 임플란트 식립 깊이

와 수직적인 골이식 높이를 결정 : 

연속적인 치은연 높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상이나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주조직

의 수직적 결손이 심한 경우 인접치와의 

bone level의 차이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임플란트 보철시 치관/치근 비는 커지게 될 

것이며, elongated crown 또는 unfilled 

interproximal spaces을 가진 수복물을 

만들게 되며, 부자연스러운 embrasure를 

남기게 됩니다 (그림1). 따라서 이와같은 증

례에서는 적절한 양의 골이식 수술을 동반

하게 됩니다. 골이식의 높이는 임플란트의 

식립깊이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적

인 임플란트 식립 깊이는 인접치아의 치은

연의 가장 근단측을 이은 가상선으로부터 

2-3mm 근단측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치아 결손시, 참고로 할 수 있

는 인접치아가 없거나, 임플란트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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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ustomized abutment (CCM 

abutment)와 Fuji TEMP LT의 임상적용

임 플 란 트 보 철 과 정 에 서 자 연 스 러 운 

emergence profile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치과의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기성 abutment와 cement 유지형 

crown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emerg

ence profile을 만들려면 crown의 mar

gin이 깊어지게 되며 이것은 crown 합착

후 잔존 cement의 제거가 어렵게 되고, 

후일 생물학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rown margin이 

깊지 않게 하려면 gingival height가 높은 

기성 abutment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때

는 자연스러운 emergence profile을 부

여해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림6). 

따라서 자연스러운 emergence profile을 형

성해 주면서도 crown margin을 치은연하

로 깊지않게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중 하나

가 customized abutment (CCM abutment)

를 사용하는 것입니다(그림7). 자연치근과 유

사한 subgingival contour를 crown이 아닌 

abutment에 구현해 놓고, crown은 치은연하 

0.5-1mm 하방에서 자연치아의 경우에서와 유

사하게 제작하면 보철물 합착후 잔존 cement

의 제거도 용이하게 되며, 생물학적으로도 유리

한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임플란트 보철

물의 임시접착에 사용하는 cement는 피막두

께가 얇으면서도 적절한 정도의 유지력을 유지

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잉여cement의 제거가 손쉽고, 생물

학적으로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면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있는데 Fuji TEMP LT는 이러한 조건

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그

림8).  

2-4

2-7

임시보철물의 pontic base를ovate

형태로 만들어 발치창을 폐쇄하였습

니다. 

Abutment를 연결한 모습니다.이 식 골 상 방 에 collagen mem

brane으로 cover 하였습니다.

종보철물을 합착하였습니다. 

2-5 2-6

그림 6 그림 7 그림 8

3-4 3-53-3

증례3) 

초진소견입니다. 모든 치아를 발치하

기로 하였습니다. 

Final abutment를 연결했습니다.

발치즉시식립을 하였습니다.

전치부에는 CCM abutment를 이

용 하 여 crown margin을 되도록 

치은연쪽으로 부여해 주고자 했습니다.

Bio-col technique을 사용했습니

다.

최 종 보 철 물 을 장 착 하 였 습 니다. 

Bio-col technique과 CCM 

abutment를 이용하여 심미적이며 기능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3-1 3-33-2

결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임플란트 치료의 주요 목적이나 기능과 심미는 별개가 아니며, 심미적인 부위에 계획된 모든 임플란트 보철물은 기

능과 심미를 모두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구치부의 경우라 할지라도 심미적이지 못한 보철물은 대개 기능적이지 못함을 임상을 통하여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기능과 심미는 서로 치료결과를 보완하므로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예지성 높은 장기간의 예후를 제공하

기 위해 가능한 모든 치료계획을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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