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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supported CAD/CAM bridges in
patients with atropied dental arch
(심하게 흡수된 치조제를 가진 환자에서 CAD/CAM 브릿지를 이용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치료)

Porcelain build-up 후 sintering 및 glazing을 시행

그림 2. CAD/CAM 시스템으로 하부 zirconia framework 및 상
부 zirconia coping을 제작하여 수복한 증례.

하게 되는데, zirconia 하부 framework과 상부 coping

두번째 증례는 CAD/CAM 시스템으로 하부 titanium

의 변연적합성은 CAD/CAM으로 제작될 경우 매우 우

framework과 상부 coping의 전치부 zirconia 및 구치

수하다고 보고된다. 스크류타입의 framework에 시멘

부 PFM을 제작하여 수복한 경우이다 (그림 3). 53세 남

트타입으로 single crown이 각각 장착되게 된다. 적절

환으로 상악 전치부 #21,22,23을 제외하고 모든 치아가

하게 치은외형이 회복되었으며, 심미적이고 C/R ratio

발거된 상태로 본원에 내원하였는데 CT 분석결과 전체

가 개선되어 응력분산이 양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적으로 잔존치조제의 흡수가 매우 심한 상황이었고, 상

환자는 매우 만족하였고 현재 주기적인 정기검진을 시

악전치부는 잔존골이 있었지만 구치부는 골량이 부족

행하고 있으며, 미약한 변연골 흡수를 관찰할 수 있었고

하여 sinus lift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치조골증대술

특이할 만한 이상소견없이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다.

까지 시행하기엔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

임플란트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저작 및 기능

플란트가 부적절한 위치에 식립되었을 때 수정 및 보

시에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하중을 적절히 분산시키

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체적인 치조제 흡수를 보상하기 위한 보철적 회복을 계

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임플란트 식립 위치

다. 또한, CAD/CAM zirconia framework의 경

획하였다. #11,13,14,16,17,24,26,27부위에 임플란트를 총

및 골질, 그리고 상부보철물의 형태 등이 영향을 미

우 심미적이면서도 zirconia가 다른 세라믹 재료

8개를 식립하였고 2차 수술 후 내원하였다.

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임플란트가 최적의 위치에 좋

에 비해 굴곡강도와 파괴인성이 매우 높음이 보고되

진단용 full contour wax-up 결과 심한 치조골 흡

은 골질부위에 식립되어야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면

고 있어 zirconia를 이용한 CAD/CAM framework

수로 인한 치관 길이의 증가 및 잔존골 부위에 임플란

에서 장기간의 임플란트 예후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의 제작 및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작된

트 식립으로 #11, 13부위의 임플란트가 설측에 위치되

framework이 전통적인 주조방법으로 제작된 보철물

어 보철물 제작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

수 있다. 그러나, 치아상실부위에 잔존 치조제의 흡

그림 1A

수로 인하여 골상실량이 클 경우, 최적의 조건에서

보다 적합성이 더 우수하고, 5년 후 누적 생존율이 약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

98%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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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스크류타입의 하부 titanium framework에
상악 전치부는 잔존치아와의 자연스러운 색조를 재

그림 3F
그림 3. CAD/CAM 시스템으로 하부 titanium framework과 상
부 coping의 전치부 zirconia 및 구치부 PFM을 제작하여 수복
한 증례.

서, 치조제의 골량을 보강하기 위해 치조골 증대술을

그리하여, 본 임상강좌에서는 전치부를 포함하여 심

현하기 위해 all-ceramic (zirconia) crown으로 계

시행한 후 보철수복을 하기도 하지만, 환자에게 증대

하게 흡수된 치조제를 가진 환자에서 심미적이고 기

획하였고 구치부는 하악 대합치의 마모 등을 고려하

술은 추가적인 수술 및 골이식에 대한 두려움을 갖

능적인 재건을 위해 CAD/CAM을 이용하여 치은유

여 Porcelain fused to metal (PFM)로 제작하기로

게 하기도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형태의 zirconia 및 titanium framework을 제작

하였다. Pattern resin framework을 제작하여 구강

다음 증례는 상악 전부무치악에서 CAD/CAM 시

증대술이 금기증인 환자의 경우에는 시술에 어려움

한 후, 상부 coping을 시멘트유지형으로 제작한 임플

내에서 시적하여 적합성 및 치은연수준을 평가하였습

스템으로 하부 titanium framework과 상부 zirconia

란트 고정성보철물 수복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니다. 스크류타입의 하부 titanium framework을 제

coping을 제작하여 수복한 경우이다 (그림 4). 54세 여

작한 후 구강 내에 장착하여 적합성 및 치은연 수준을

환으로 기존에 국소의치를 장착 중이었으나 전치부 치

zirconia framework 및 상부 zirconia coping

평가하였다. 치아 및 치은색조를 shade guide를 이용

아의 동요 및 부분 틀니의 헐거움을 주소로 내원하였

을 제작하여 수복한 경우이다 (그림 2). 34세 남환으

하여 선택하였고, titanium framework을 구강 내에

고, 골이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골이식을 최소한으로 시

로 교통사고로 #14-22까지의 전치부를 상실한 후 치

장착하고 치은 색조나 외형을 평가하였다.

행하는 임플란트 술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길 원하였다.

이 있다.
그리하여, 치조골 흡수가 심한 경우 외과적 골이식
으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이 술식의 적용이 불가능
할 경우, 보철적으로 치은 형태를 회복해줄 수도 있
다. 보철적으로 수복 시 추가적인 수술 필요성이 없

그림 1B
그림 1. 심한 치조제 흡수를 보이는 환자에서 시멘트유지형 보철
물을 제작 시 치은부위에 치은색도재로 치은형태를 재현해주므
로써 심미적으로는 양호한 결과를 보이지만, 식립된 임플란트
보다 치관의 길이가 과도하게 길어지므로써 응력 및 교합력 분
산에 있어 다소 불리할 수 있음.

으므로 외과적 임플란트 시술이 간단해지고, 회복

첫번째 증례는 CAD/CAM 시스템으로 하부

그림 2B

조골 흡수가 심한 상태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titanium framework에 build-up된 치은색조레진

잔존치아 중에 #31,33,35,41,42를 제외하고 모든 치아를

및 치료기간이 짧아지므로 환자의 불편감이 감소되

이러한 경우 시멘트타입의 보철물에서 발생하는 응

Computed tomography (CT) 상에서 임플란트 식

은 zirconia framework에 build-up 치은색조도재보

발거하였고, CT 분석결과 전반적인 치조골 흡수가 심

는 장점이 있다. 임플란트 보철물로 흡수된 치조제

력분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치은유사형태의 맞

립을 위한 전치부 잔존골량을 평가하였고, 환자분과

다 약간 불투명한 색조를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플란트 가능부위를 선택

를 회복하는 방법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철

춤형 스크류타입의 임플란트 하부 framework에 치

상의 후 치조제 증대술보다는 보철적으로 치조골 흡

전치부 titanium framework의 순면 변연에 opaque

하여 #14,15,16,24,25,26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물 형태에는 스크류타입과 시멘트타입이 있다. 스크

은색도재나 레진으로 치은색조를 재현하고, 그 위에

수부위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였다. #12,13,14,21,22번

porcelain을 도포하여 titanium 색조가 비춰보이지

#13,23부위에도 임플란트를 계획하셨지만 knife edge

류타입의 경우, 보철물 탈착이 편리하고, 제한된 악

시멘트타입의 상부 coping을 제작하는 방식의 복합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이차수술 후 내원하였

않도록 제작하였다. 최종보철물을 장착한 후 titanium

의 치조제로 식립이 불가능하여 6개의 임플란트로 진행

간공간에 사용가능하지만, 스크류홀이 심미적으로

적인 이중구조 보철물이 사용될 수 있다. 맞춤형 스

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fixture level 인상을 채득하

framework의

치은색조레진의 경우 zirconia

하기로 하였다. 환자분이 악궁 크기도 작으셨고, class

나 기능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크류타입의 하부 framework은 전통적인 주조방식

여 주모형을 제작한 후 temporary abutment를 장

framework에 build-up된 치은색조도재보다 색조가

II의 치열관계로 전방가이드시 하악과 접촉되지 않아서

있다.

으로 제작될 수도 있으나, framework을 wax-up

착하였다. temporary abutment를 pattern resin

진하고 반투명도는 떨어지지만 비교적 심미적인 보철

6개의 임플란트로 진행가능할 것이라 사료되었다. 하악

시멘트타입의 경우에는 수동적 적합이 용이하고,

후 주조하는 보철물의 경우 인장력과 응력이 발생하

으로 연결한 후 그 상부에 full contour wax-up 후

물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zirconia framework

은 #36,37,43,44,45,46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심미성이 우수하다는 점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

게 되므로써 보철물 제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cut-back을 시행하였다. 구강 내에서 pattern resin

에 비해 titanium framework의 경우, 그리고 all-

진단용 full contour wax-up을 시행하였는데 상

지만 치은연하 시멘트 제거가 어렵고 보철물 탈착

서 laser welding이나 spark erosion 등의 방법이

framework을 시적해서 적합성 및 치은연 수준을 확

ceramic crown보다 PFM의 경우 약간 crown과 치

악의 치조골 흡수가 심한 상태로 C/R ratio가 불량

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고안되었으나 technique sensitive하고 제작에 있

인하였다. 만약 적합도가 부적절한 경우는 disk로 자

은연 사이가 프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경향이 있고, 불

하고 치아 길이의 길어짐을 평가할 수 있었다. 6개

시멘트타입의 경우가 전치부를 포함하여 다수 치

어 오차가 자주 발생하여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

른다음 재연결하면 되므로 pattern resin을 이용할

투명도가 약간 높아 매우 심미적인 보철물을 원하시는

의 임플란트를 one-piece로 splinting 할 필요가 있

아가 상실된 경우에 스크류홀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고되었다. 그리하여, 주조방법에 대한 보완으로 임플

경우 적합성 수정이 용이하다.

경우는 zirconia framework이 더 추천된다. 그러나,

다고 사료되어 titanium framework을 하부구조

교합분산의 측면과 심미성의 측면에서 더 양호한

란트 하부 framework을 Computer-aided design/

그 후 pattern resin framework에 analog를 장착한

심미성보다 기능적인 면에서 좀더 우수한 강도를 보이

로 선택하였고, 심미적인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결과를 보이므로 스크류타입에 비해 더 선호되고

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D/CAM)으

다음 경석고에 고정시킨다. Pattern resin framework

고 구치부를 PFM으로 제작하길 원하는 환자의 경우

zirconia single crown으로 상부구조를 선택하였다.

있다. 그러나, 치조제 흡수가 심한 환자에서 시멘트

로 제작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을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여 scan을 시행하게

에는 titanium framework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

Titanium framework에 치은부위는 치은색조레진을

그림 2C

그림 2D

유지형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는 경우

최근 맞춤형 CAD/CAM abutment는 정확도가 높

되고, scan이 종료된 후 zirconia block이 milling되

택방법이라 사료된다. 주기적인 정기검진에서 변연골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환자가 심미적인 부분을 매우

심미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치관의 길이가 길어지고,

으며, 높은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경제적이며 심미적

어 제작된 zirconia framework을 다시 경석고 모형에

흡수는 미약하게 나타났으며 크라운의 탈락 등의 특이

중시하셔서 상부 coping을 all-ceramic (zirconia)

치관대치근비(C/R ratio)가 불리해지므로써 임플

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맞추어서 적합성을 재평가한다. Zirconia framework

할 만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crown로 각각 모두 제작하여 장착하였다. 자연스러

란트에 위해한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

있다. 또한, 임플란트 개수가 다수인 경우 CAD/CAM

을 구강 내에 시적하여 적합도를 확인하고 치아색조

운 입술라인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환자는 매우 만족

다. 다수 치아가 상실되어 심한 치조제 흡수를 보이

으로 제작된 zirconia나 titanium framework이

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gingival shade guide를 이

하였고, 주기적인 정기검진 시에 임상적으로 상악 구

는 환자에서 시멘트유지형 보철물 제작 시 치은부

gold나 metal보다 가벼워서 환자분에게 장착 시 편안

용하여 framework에 porcelain build-up을 시행하

치부 crown에 미약한 porcelain chipping이 발생하

위에 치은색도재로 치은형태를 재현해주므로써 심

감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CAD/CAM framework

기 위해 치은색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부 zirconia

였으나 임시접착상태였으므로 crown을 제거하여 수

미적으로는 양호한 결과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은 1990년대부터 소개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현

framework에 상부 zirconia coping을 제작한 다음

리 후 재장착하였다. 방사선 사진에서도 변연골 흡수

식립된 임플란트보다 치관의 길이가 과도하게 길어

재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시스템들

시적하여 적합성을 모형에서 확인한 후 하부 zirconia

등의 특이할 만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지므로써 응력 및 교합력 분산에 있어 다소 불리할

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CAD/CAM titanium

framework에 porcelain build-up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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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1).

framework은 높은 정확성을 가지며 경제적이고 임

그림 2E

그림 2F

그림 3A

까지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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