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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인상채득방법에 따른 시멘트 유지형 임프란트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

시멘트 유지형 임프란트 보철수복의 경우에서 임프란트 fixture 수준의 

impression coping를 이용한 인상채득법, 그리고 fixture와 지대주를 연결한 후 

자연치와 같이 직접 채득하는 인상법 두 가지를 시행하여 각 경우에 대한 임

프란트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를 측정하 다. 이렇게 얻은 변연 적합도를 비교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직접 인상을 채득한 경우 실패율이 0.0 %이었으나 impression coping을  

이용한 경우 실패율이 9.0 %이었다. 

  2. Fixture의 상부구조가 internal인 경우에 보철물이 실패율이 더 높았다. 

  3. 두 가지 인상채득방법으로 제작한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에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4. Beveled chamfer margin을 가진 지대주에서 제작된  보철물이 shoulder 

margin과 knife-edge margin에서보다 변연 적합도가 우수하 다

(p<0.05).

이상의 결과로부터 시멘트 유지형 임프란트의 보철물을 제작할 때에는 변연

의 모양이 shoulder나 knife-edge보다는 bevel이 있는 지대주를 선택하고 직접 

인상을 채득하는 것이 변연 적합도를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생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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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ion coping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과정 중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단계에 유의하여 인상을 채득한 후 보철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핵심되는 말：시멘트 유지형 임프란트 보철물, 인상채득방법, 

             Impression coping, 직접인상, 변연 적합도, 변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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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채득방법에 따른 시멘트 유지형 임프란트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

 

<지도 교수  한 종 현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 만 수

I. 서 론

현재까지 임프란트 치료의 장기적인 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

나인 보철물의 적합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적합도의 

측정을 위해 구강내(in vivo)(Jemt, 1996; Kan 등, 1999), 실험실(in vitro) 

(Byrne 등, 1998) 및 동물실험(Jemt 등, 1998) 등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한 연구들이 보고 되었다(Riedy 등, 1997).
 
몇몇 연구들에서는 부정확한 

임프란트 보철물의 적합이 나사 풀림 등과 같은 component 실패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임프란트 보철물의 수동적인 적합(passive fit)이 치료의 장기적인 성

공에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 다(Jemt 등, 1995; Millington 등, 1995). 

임프란트 식립 후 상부 보철물의 제작에 있어 나사 유지 및 시멘트 유지 등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주요한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두 가

지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단순한 임상가의 선호도가 중요한 향을 미쳤으나 

internal 연결 형태의 임프란트가 등장함에 따라 심미 및 교합효율의 증진과 

더불어 component의 단순화 등 보철물 제작의 단순화 추세에 힘입어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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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형의 임프란트 보철수복방법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Hebel 등, 

1997; Chee 등, 1999; Keith 등, 1999).

시멘트 유지형 보철물은 수직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유지력을 얻을 

수 없고 잔여시멘트가 염증반응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거 시 임프란트 

표면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철거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철물 고정나사 풀림의 문제가 없으며 나사 구멍이 없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도 우수하며 나사 유지형 보철물에 비해 구성요소가 적고 시술시간이 짧아 경

제적이며 효율적이다(Misch, 1995; Chee 등, 1999; Clayton 등, 1997; Akca 등, 

2002). 

임프란트 보철수복 치료 시 사용될 수 있는 인상채득 방법은 fixture 수준에

서의 인상채득과 지대주 수준에서의 인상채득 등이 있다. 이들 중 지대주의 인

상채득 방법의 관점에서 보철치료의 단계축소를 위하여 지대주를 임프란트에 

먼저 연결하고 impression coping이나 지대주 analogue 없이 즉시 인상을 채

득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에 의한 보철물의 적합성 검증

은 부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시멘트 유지형의 임프란트 

보철수복의 경우에서 임프란트 fixture 수준에서 impression coping을 이용한 

인상채득법과 지대주와 임프란트 연결 후 자연치와 같이 직접 채득하는 인상

법, 두 가지를 시행하여 각 경우에 대한 임프란트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를 측

정, 비교해 보고 변연의 모양이 다른 세 가지 지대주에 대한 변연 적합도를 비

교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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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재료 및 연구 방법

1. 연구 재료

가. 임프란트 재료(Oneplant®, WARANTEC, Seoul, Korea)

 

(1) 두 가지 종류의 fixture analogue와 세 가지 종류의 지대주(Table 1)를 

사용하여 모형을 제작하 다.

      

Table 1. Implant components used in this study

   

(2) Impression coping, impression coping screw 

   (Oneplant
®
, WARANTEC, Seoul, Korea)

나. 실험재료

(1) 부가 중합형 실리콘 인상재

   (Extrude, Kerr Corp., Michigan, USA) - heavy body, light body

(2) 초경석고

   (DIE-KEEN, Heraeus Kulzer Inc., Germany)

(3) Type IV gold alloy(Daemyung, Korea)

Abutment Type of margin
Matched fixture analogue 

(design of top)

Straight® shoulder
Hexplant®

(external hexagonal)

Top®  knife-edge Inplant®

(internal octagonal)
Solid® deep-chamfer with b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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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mporary Stopping(GC Corp., Tokyo, Japan)

(5) Tray resin(Quicky, Nissin Dental Product Inc., Kyoto, Japan)

(6) Temp-bond(Kerr Co., Michigan, USA)

(7) Contra angle torque driver, torque controller 

   (3i Implant Innovation. Inc., USA) 

다. 측정 및 관찰기구

(1) 입체광학현미경 (Stereomicroscope S240, Olympus, Japan)

(2) 주사전자현미경 (Cold field emission S-800, Hitachi, Japan)

 

2. 연구 방법

 

가. 대조군 

Impression coping을 이용하여 인상을 채득하고 지대주 상에서 직접 보철물 

제작 후 변연을 관찰하 다.

 

 (1) 실험 모형 제작

Fixture analogue 2개를 치과용 서베이어를 이용하여 중심간의 거리가 7 

mm가 되도록 평행하게 위치시킨 후 초경석고에 매식하여 3가지 종류의 지대

주(Straight
®
 abutment, Top

®
 abutment, Solid

®
 abutment)를 위한 모형을 11개

씩 33개를 제작하 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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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xture analogues embedded in the models.                         

(2) 인상채득 후 주모형 제작

실험 모형 상에서 맞춤형 tray를 제작하고, fixture analogue와 impression 

coping를 연결한 후 부가 중합형 실리콘 인상재(heavy body)를 이용하여 

fixture 수준의 인상을 채득하 다.

인상체에 fixture analogue를 연결하고 초경석고를 이용하여 주모형을 제작

하 다.  

(3) 지대주 연결

주모형 상에서 세 가지 시멘트 유지형 지대주와 fixture analogue를  체결하

고 나사조임장치(Torque controller)를 이용하여 20 Ncm의 조임 회전력으로 

체결하고  지대주 나사 윗부분을  Stopping로 채웠다(Fig.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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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aight
®
 abutments connected with Hexplant

® 
analogues.

Fig. 3. Top® abutments connected with Inplant® analogues.

Fig. 4. Solid
® 
abutments connected with Inplant

® 
analo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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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조시편 제작

주모형에 연결된 지대주상에 die spacer의 대용으로 매니큐어를 바르고 왁스

로 각각의 납형을 제작한 후 연결하고 석고계 매몰제로 매몰하고 주조하 다. 

주조체를 매몰재에서 제거하여 초음파 세척기에서 세척한 후 기공용 현미경하

에서 내부의 주조결절을 제거하고 변연부위를 조심스럽게 연마하 다. 

(5) 지대주 연결

주조물이 완성되면 tray resin으로 제작한 zig를 이용하여 주모형 상의 지대

주를 실험 모형으로 옮기고 나사조임장치(Torque controller)를 이용하여 20 

Ncm의 조임 회전력으로 체결한다.

(6) 시멘트합착

주조시편을 지대주에 시적해 본 후 시멘트합착을 하 다. 시멘트로는 Temp- 

bond (Kerr Co., USA)를 사용하 으며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혼합 후 소량을 

보철물 변연부위에 적용한 후 합착하고 실온에서 방치한 후  치과용 탐침을 

이용하여 과잉의 시멘트를 제거하 다(Fig. 5).

Fig. 5. Prosthesis fabricated on abu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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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연 적합도 측정

실험 모형을 바닥과 평행하게 눕힌 후 보철물의 장축에 대한 수직방향으로 

순측 중심부와 과 설측 중심부 모두 4개의 지점에서 입체광학현미경

(Stereomicroscope S240, Olympus,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Fig. 6). 

                                    
                             buccal

                               

                             model    

                             prosthesis 

                             lingual

  Fig. 6. Four measuring points.

               
변연 적합도는 지대주의 변연 한계점과 수복된 변연의 한계점 사이의 거리

로 정하 고, 각 경우당 총 10회 값을 기록하여 평균값을 기록하 다(Fig. 7). 

그리고,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변연을 관찰해 보았다(Fig. 8).

Fig. 7. An example of measurement of marginal discrepancy 
      on stereomicroscope. Arrows wer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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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 example of measurement of marginal discrepancy on SEM.  
      Original magnification was ×500. Arrows were added.

나. 실험군 

직접인상을 채득하고 석고 모형 상에서 보철물 제작 후 변연을 관찰하 다.

(1) 인상채득 후 주모형 제작

대조군의 실험이 끝난 후 실험 모형에서 보철물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시멘

트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 다. Fixture analogue와 지대주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맞춤형 tray를 이용하여 부가 중합형 실리콘 인상재(Extrude, light 

body)를 이용하여 직접 인상을 채득하고 초경석고로 주모형을 제작하 다. 

(2) 주조시편제작

주모형상에서 die spacer(Nice Fit, Shofu Inc., Japan)을 2회 도포하고 주조

용 왁스(Biotec modelling wax, Bredent Co., Germany)로 2 mm 두께의 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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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든 후 대조군과 같은 방법으로 주조 시편을 제작하 다.

(3) 시멘트합착

완성된 주조시편을 실험 모형 상에 시적해 본 후 시멘트합착을 하 다.

(4) 변연 적합도 측정

대조군과 같은 방법으로 변연 적합도를 측정하 다.

다. 통계학적 분석

통계프로그램인 SAS 8.1(SAS Inc., North Carolina, USA)로 각 실험군의 결

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 다. 두 가지 인상채득방법에 대한 

t-test를 통해 두 방법간의 유의성을 보았으며, 세 가지 지대주 종류간의 유의

성을 보기 위해 One-way ANOVA test를 실시하고 Tukey's test로 사후검정

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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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보철물의 적합과 실패율

보철물 중에서 내면에 nodule가 없고 주조에 이상이 없는데 적합이 되지 않

는 경우를 실패로 간주하 으며 총 66개의 모형 중에서 실패한 3개 모두 

impression coping를 이용하여 인상을 채득한 경우 으며 임프란트의 상부구

조가 internal이었다(Table 2). 실패한 보철물은 변연적합도의 통계분석에서 제

외하 다. 

 

Table 2. Distribution of ill-fitting prostheses and failure rate

2. 변연 적합도

 

두가지 인상채득방법과 세가지 모양의 지대주에 따른 보철물의 변연적합도

는 Table 3과 같다.

 

Straight
®
 Top

®
  Solid

®
 

Design of top  external hex      internal octa failure rate(%)

Impression coping 0/11 2/11 1/11 9.0

  Direct impression 0/11 0/11 0/11 0.0

failure rate(%) 0.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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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marginal discrepancies(㎛) 

 * a, b, c : Same letter means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두가지 인상채득방법에 따른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0 > 0.05). 

세 가지 지대주 모양에 따른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를 one-way ANOVA로 

비교해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 0.05).

Tukey's test로 사후검정해본 결과 Solid
®
(beveled chamfer margin) 

abutment상에서 제작된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가 Straight
®
(shoulder margin) 

abutment와 Top®(knife-edge margin) abutment에서 보다 더 우수하 다.

Source of 
variation

Impression coping Direct impression Total

Mean ± SD Mean ± SD Mean ± SD

Straight® 26.13 ± 3.90 26.60 ± 2.50 26.37 ± 3.21b

Top®  25.08 ± 4.44 26.57 ± 5.99 25.86 ± 5.33b

Solid
®
 23.20 ± 6.47 23.47 ± 4.67 23.35 ± 5.52

c

Total 24.90 ± 5.81a 25.55 ± 5.47a



- 13 -

IV. 총괄 및 고찰

초기 고정이 얻어진 후 단기간 사이에 나타나는 임프란트 실패와 합병증의 

원인으로는 수동적으로 적합되지 않는 상부구조물과 일부 임프란트에서만 유

지되는 보철물, 그리고 임프란트 계면에 가해진 조기부하 등이 있다(Sones, 

1989; Misch, 1995; Zarb 등, 1990). 특히 잘 적합되지 않는 보철물은 임프란트

에 힘을 집중시켜 골흡수와 임프란트의 동요, 구성요소의 파절을 일으킨다

(Sones, 1989; Worthington 등, 1987; Seller, 1989; Clelland 등, 1996).

골유착성 임프란트 보철물의 수동적 적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Worthington 등, 1987; Zarb 등, 1985; Rodney 등, 1991; 김과 조, 1994; 이와 

조, 1995). 임프란트 보철에서의 수동적 적합이란 자극에 대해 골이 적절히 적

응하여 재개조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보철물의 적합도를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개념은 더욱 발전되어 stress/strain 조건이 생리적 한계 

내에 있고, 보철물을 제 위치로 고정 시켰을 때 임프란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적합을 의미하게 되었다(Worthington 등, 1987; 

Clelland 등, 1996). 

임프란트 보철물의 적합도에 관한 연구로 Dellow 등(1997)은 주사전자현미경

을 이용하여 여러 임프란트 시스템에서 각 구성부 사이의 적합도를 조사하

고, Jemt(1996)는 3-D photometric technique으로 보철물의 적합도와 임프란트 

주위 골 조직의 변화를 측정하 으며, Cheshire와 Hobkirk(1996)은 인상재를 

이용하여 적합도를 판정하 고. Jansen 등은 E-coli(1997)를 침투시킨 후 미세 

누출도를 측정하여 적합도를 비교하 다. May 등(1997)은 임프란트와 지대주 

사이, 지대주와 금실린더 사이의 정확한 연결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Periotest를 

사용하 고, Byrne 등(1989)은 지대주의 주조전과 주조후의 적합도를 절단표본

을 만들어 현미경상에서 서로 비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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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유지형 임프란트 보철물에서는 보철물과 지대주가 시멘트로서 연결

되므로 전체적인 틈새보다는 변연 부위의 적합에 대한 관찰이 중요하리라 생

각된다. 시멘트로 유지되는 일반적인 보철물에서는 실제 변연의 적합성을 측정

하는 실험적 방법으로서 Sorensen(1990)은 직접 보는 방법, 절단하여 보는 방

법, 인상채득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과 탐침에 의한 시각적 관찰 등을, Kay 등

(1986)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모

형에 손상 없이 임상적인 과정을 재현할 수 있도록 시멘트 합착 후에 변연부

위에서 보철물의 변연을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변연 간격을 측정하

고, 입체광학현미경으로 측정한 후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비교하 다.

직접 관찰할 때에는 측정 부위 선정과 계측방법에 있어서 실험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한 명

의 실험자가 모형의 변연 중에서 가능한 중앙부위를 선택하여 측정하 고, 한 

부위에 10회씩 측정한 값의 평균을 사용하 다.

직접 관찰할 때에는 보철물의 변연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에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implant analogue를 모형에 가능한 한 수직으로 매식하

여 모형을 눕혀 놓았을 때 implant analogue가 지면에 평행이 되도록 하 고 

현미경 상에서 관찰할 때에는 화면의 격자를 이용하여 수평을 조절하 다.

전통적인 주조법에 의한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에 관한 연구는 최적의 기공

조건에서 50㎛이하의 적합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Byrne 등, 

1986) Mclean 과 Von Fraunhofer(1971)은 80 ㎛이하에서는 임상적으로 감별

이 어렵고 100 ㎛정도는 임상적으로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최대 허용

치는 120 ㎛라고 하 다. 본 실험에서는 잘 맞지 않는 보철물 3개를 제외한 대

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변연적합도의 평균값이 30 ㎛이하로서 매우 우수한 

것을 보여주었다. 

시멘트로 유지되는 보철물에서 변연 적합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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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트의 피막후경, 시멘트 합착과정 중에 발생한 수압, 시멘트의 종류, 변연유출

의 크기, 변연의 형태와 위치, 측벽의 경사도, 정착중압의 크기, 합착 중 진동

정도, 변연의 만곡정도, 인상체의 변형, 모형제작시의 변형, 제작방법 등이다. 

Jorgensen(1960)은 시멘트 두께가 ADA Specification No.8을 초과하는 이유로

써 지대치 위에 시멘트를 포함한 치관을 놓을 때 시멘트가 교합면에 축적되고 

시멘트 유출을 방해함에 따라 시멘트 내에 hydrodynamic pressure가 축적되어 

발생하게 된다고 하 으며, Cooper 등(1971), Eames 등(1978), Fusayama 등

(1963)도 시멘트에 의한 수압을 배출시키지 않으면 100 ㎛를 초과하게 될 것

이라고 하 다. 시멘트량에 관한 연구에서는 접착 시 변연에만 붓으로 바른 군

에서 변연적합도가 좋다고 언급하 다(Campbell, 1990; Grajower 등, 1989). 본 

실험에서는 시멘트에 대한 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적은 

양의 시멘트를 사용하 으며, 합착시에 생기는 수압은 지대주 나사 위의 공간

이 어느 정도 보상하리라고 생각된다.

시멘트 유지형 임프란트 보철물의 합착에는 임시 시멘트 혹은 구 시멘트

가 사용될 수 있다. 임프란트 보철물의 가철성을 위해 임시 시멘트의 사용을 

추천하는 이도 있고(Ramp 등, 1999; Michalakis 등, 2000; Koka 등, 1995), 혹

자는 임시 시멘트의 장기적인 불안정성을 이유로 구 시멘트의 사용을 추천

하기도 한다(Clayton 등, 1997; Akca 등, 2002; GaRey 등, 1994). 또는 초기에

는 유지력이 낮은 시멘트를 사용하고 이를 관찰하면서 필요한 유지력을 얻을 

때까지 점점 더 높은 유지력을 가지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 다(Mansour 등, 2002).
 
본 실험에서는 제거가 간편하고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Temp-bond(Kerr Co., USA)를 사용하 다.

시멘트 유지형 보철물의 장점은 임상이나 기공과정이 통법의 고정성 의치 

보철수복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은 들 수 있다. 또한 지대주와 보철물간에 시멘

트로 합착되므로 나사 유지형 보철물에서는 허용 불가능한 작은 오차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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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일부 보철물의 시멘트가 녹거나 보철물의 파절로 인

해 보철물의 철거가 요구되는 때에는 보철물에 가해지는 측방력이 임프란트와 

조직계면에 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철거의 용이성 때문에 임시시멘트가 사

용된 경우 시멘트가 녹아서 물리적 또는 기계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치태축적

에 의한 염증반응이 야기될 수 있고, 잦은 재합착은 임프란트와 지대주의 손상

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멘트가 남은 일부 지대주에 기능하중이 집중됨으로써 

임프란트에 과부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

시멘트 유지형 보철물을 제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impression coping를 이용

해서 제작한 주모형상에서 지대주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과 구강 

내에서 지대주를 연결 후 직접 인상을 채득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impression coping를 연결하는 여러 단계에서 실패할 가능성

이 있다. 우선 구강 내에서 인상채득 시 impression coping는 고정체를 연결할 

때 변연이 치은연하에 존재하는 경우 둘 사이의 결합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없

으므로 임상에서는 탐침으로 확인하거나 방사선 사진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또, 인상체를 구강 내에서 제거할 때 인상재료가 impression coping를 꽉 잡아

주지 못하는 경우 구강 내에 남아 있어서 구강 밖에서 인상체에 연결해 넣어

야 할 때도 있다. 인상체에서 impression coping와 analogue를 연결하는 과정

에서도  변연이 치은연하에 존재하는 경우 둘 사이의 결합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인상체 안에서 impression coping가 회전하

는 경우가 있다. Impression coping와 analogue를 연결할 때 대부분의 경우 술

자의 느낌이나 탐침으로 결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잘 연결되었다고 생각

된 경우에도 인상체를 절단하여 보면 둘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거나 인상체 

안에서 impression coping가 회전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이것은 임프란트와 

지대주의 결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internal구조를 가진 경우에 빈도가 높았

다. 이번 실험에서 internal octagonal의 구조를 가진 임프란트에서만 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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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보철물이 제작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Impression coping를 이용하여 인상을 채득하면 주모형상에서 지대주를 연결

하여 지대주상에서 직접 납형을 제작한다. 지대주가 금속이므로 변연부위에 

hardener은 바를 필요가 없지만 die spacer이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용으

로 매니큐어를 선호하고 있다. 매니큐어는 접착력은 뛰어나지만 점도와 두께를 

아세톤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die spacer처럼 균일한 두께를 얻기는 힘들다고 생

각된다. 지대주상에서 납형을 제작하는 것이 석고모형 상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어렵고 더 많이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일부 기공사들은 지대주의 변연 

하단부위를 wax로 blockout하고 pattern resin으로 납형을 제작하는 방법을 선

호하고 있다. 이 방법은 예비실험에서 적용해본 결과 납형 제작 시 정확한 변연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wax로 작업한 보철물에 비해 변연이 정확하지 않았다. 

 세 가지 지대주 모양에 따른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는 일반적인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처럼 변연부위의 모양의 향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금주조물의 경

우에는 chamfer, knife-edge 그리고 bevel이 있는 변연 형태를 추천하고 

shoulder은 주로 변연에서 충분한 강도가 필요한 도재 수복물에서 권장된다. 

본 실험에서는 shoulder, knife-edge, beveled deep chamfer의 세 가지 변연을 

가진 지대주가 사용되었는데 beveled chamfer의 변연 형태를 가진 지대주가 

가장 변연 적합도가 우수하 고 다음이 knife-edge, shoulder의 순서 다.

구강 내에서 직접 인상을 채득하는 방법은 시술 과정이 간편하고 경제적이

며 시술 과정 중에 실수가 생길 확률이 적어서 항상 일정수준의 이상의 만족

도를 가진 보철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mpression coping를 이용하여 인상을 채득하는 경우에는 구강 내에서 

fixture에 impression coping를 연결할 때와 인상체 안에서 analogue를 연결할 

때, 그리고 다시 구강 내에서 zig를 이용하여 지대주를 연결할 때 등 실수가 

생길 확률이 높은 여러 과정에 유의하여 인상을 채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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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유지형 임프란트 보철수복의 경우에서 임프란트 

fixture 수준의 impression coping를 이용한 인상채득법, 그리고 fixture와 지대

주를 연결한 후 자연치와 같이 직접 채득하는 인상법 두 가지를 시행하여 각 

경우에 대한 임프란트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를 측정하 다. 이렇게 얻은 변연 

적합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직접 인상을 채득한 경우 실패율이 0.0 %이었으나 impression coping을 이

용한 경우 실패율이 9.0 %이었다.

  

2. Fixture의 상부구조가 internal인 경우에 보철물이 실패율이 더 높았다.

  

3. 두 가지 인상채득방법으로 제작한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4. Beveled chamfer margin을 가진 지대주에서 제작된 보철물이 shoulder    

margin과 knife-edge margin에서보다 변연 적합도가 우수하 다(p<0.05).

이상의 결과로부터 시멘트 유지형 임프란트의 보철물을 제작할 때에는 변연

의 모양이 shoulder나 knife-edge보다는 bevel이 있는 지대주를 선택하고 직접 

인상을 채득하는 것이 변연 적합도를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생각되며 

impression coping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과정 중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단계에 유의하여 인상을 채득한 후 보철물을 제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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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rginal discrepancies of cement retained implant  
prostheses with two impression techniques

Man-soo Park,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ong-Hyun Han, D.D.S., M.S.D., Ph.D.)

  In this study, marginal discrepancies of prosthetic restorations were 

compared between fixture level impression using impression coping and 

conventional fixed restoration impression after connecting abutments with 

fixtu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higher chances of clinically unacceptable restoration when 

impression copings are used.

2. Internal connection implants had higher chances of unacceptable restoration 

than external connection implants.

3. There we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marginal discrepancy 

between two impression techniques(p>0.05).

4. Restoration with beveled chamfer margin were more accurate than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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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shoulder margin and knife-edge margin(p<0.05).

  Therefore, beveled chamfer margin and conventional fixed restoration 

impression technique were recommended for cement retained implant 

restoration.  Furthermore, when impression copings are used, clinicians and 

lab technicians should take more attention to eliminate the errors. 

Key words：cement retained implant prostheses, 

            impression technique, impression coping, marginal discrepa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