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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ations and clinical appliances of various abutments in implant prostheses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Gangnam Severance Dental Hospital
Sungwoo Park, Sunjai Kim, Jae-Seung Chang
In the past, restoration of implant crown, ready-made abutment produced by implant manufacturer could only be used. Using
straight, angled abutment, there was a limit in adaptation multiple implants.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implant and
CAD/CAM technology, CAD/CAM customized abutment use has become possibl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ast when
restoration was possible with only prefabricated abutment. Not only it makes emergence profile possible which is similar to
natural teeth, but also it makes insertion path possible on CAD in multiple implant restorations. However, on anterior teeth which
dental esthetics is very important, another restorations which are formed with natural colored gingiva area could be required.
Titanium-based zirconia prostheses which have titanium connection and zirconia structure from 1mm above fixture platform are
alternativ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abutment
which is used in multiple implant restorations, and to choose right abutment when clinic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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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있다. 그러나 흔히 사용하고 있는 기성 지대주 형태는
자연치아 형태와 차이가 있어 심미적인 보철물 제작에

임플란트 보철치료 방법은 구강 내에서 기성 지대주

한계가 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시 이상적인 보철물

를 직접 연결하고 인상을 채득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의 위치와 각도를 바탕으로 고정체를 식립하는 것이

방법과 고정체 수준에서 인상을 채득하여 기공과정에

중요하나 부족한 치조골의 양, 얇은 연조직, 큰 결손

서 기성 지대주를 연결하고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이

부위가 있는 경우는 고정체가 이상적인 위치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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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기성 지대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1).

주, 맞춤형 지대주, Titanium-based 지르코니아

최근에 임플란트 기술과 더불어 치과 디지털 기술이

보철물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발전함에 따라 맞춤형 지대주가 등장하게 되었다. 맞

지대주의 선택 기준과 함께 각각의 임상적용 사례를

춤형 지대주는 임플란트 치료시 기능적인 부분과 심미

정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2)

적인 부분까지 만족시킬 수 있다 . 임플란트 모형 또
는 환자 구강 내를 스캔하여 컴퓨터상에서 맞춤형 지
대주를 디자인하며 이 디자인에 술자가 직접 관여할

Ⅱ. 본론

수 있다. 기존에는 단일 임플란트 보철뿐만 아니라 다
수 임플란트 보철에 있어 제조사 제공의 straight 및

1. 기성 지대주

일정 각도의 기성 지대주만 사용 가능였으나 잇몸의
형태나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따른 이상적인 위치 실

기성 지대주는 제조 회사에서 해당 임플란트 고정체

현이 가능하고 각각의 임플란트 식립 각도의 조정이

에 맞게 일정한 형태로 제작한 지대주이다. 일체형과

가능한 CAD/CAM 맞춤형 지대주의 사용이 가능해

분리형 지대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분리형
지대주는 straight 지대주, angled 지대주로 구분

1, 2)

졌다 .
CAD/CAM 맞춤형 지대주 형태는 치아의 이상적

할 수 있다(Fig. 1). 각각의 지대주는 직경, 잇몸 높

인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 반면 잇몸 부위에서 금속 색

이, 지대주 높이의 크기를 달리하여 보통 밀리미터 단

상이 비쳐 보여 비심미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위로 구분되어 제작된다. 따라서 수복할 치아의 해부

치아색과 비슷한 지르코니아를 이용하여 잇몸부위를

학적 크기에 맞춰 직경을 정하고, 임플란트 식립 깊이

형성한다면 환자들의 심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

등에 따라 잇몸 높이를 정하며, 대합치와의 관계 등에

다3). Titanium-based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타이

따라 지대주 높이를 정하여 기성 지대주를 선택하게

타늄 기성 지대주를 이용하여 고정체와 체결하고 고정

된다.

체 상부 1mm 상방부터 지르코니아로 형성하여 잇몸

기성 지대주는 임플란트 고정체 제작회사에서 제작

부위, 치관 부위를 자연치와 유사한 색상과 형태로 재

한 지대주이므로 나사 부위 적합성이 우수하다5). 또한

현하여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할 수 있다4).

기성 지대주 사용시 제조사에서 세척 및 밀봉된 상태

다수 임플란트 보철치료시에도 임플란트의 식립 각

로 환자 구강 내에 바로 시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결

도, 임플란트의 위치,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성 지대

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

Fig. 1. Ready-made abutment; A: One-piece abutment, B: Two-piece straight abutment,
C: Two-piece angled abutment (Astra tech,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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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의 안정성은 결합 방식, 나사의 강도, 정밀도 등

환자의 잔존골 양과 형태 등에 의하여 각도를 일치시

에 관련되어 있다 .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의 정확

킬 수 없는 경우는 기성 지대주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

한 결합이 형성될 때 이상적인 전하중이 생기므로, 청

다.

결한 상태의 유지가 가능한 기성 지대주가 상대적으로

2. CAD/CAM 맞춤형 지대주

유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5).
기성 지대주는 형태가 전체적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
다. 단일 임플란트 보철 수복에서는 회전 저항성을 위해

CAD/CAM 맞춤형 지대주 제작시에는 자연치와

유지구나 편평한 면을 부여해줘야 한다. 또한 기성 지대

유사한 형태의 emergence profile을 구현할 수 있

주는 자연 치아의 치근 형태와 다른 원형이고 치경부에

다2)(Fig. 3). 자연치와 유사한 emergence profile

서 보철물과 연결부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형성시 보다 심미적인 보철물의 제작이 가능할 뿐만

6)

emergence profile을 형성하기 힘들다 (Fig. 2).

아니라 스캘럽 보철물 마진과 보철물의 적절한 외형

또한 다수 임플란트 보철의 수복에 있어서, 각각 임

형성이 가능함으로써 음식물의 저류를 줄이고 환자 스

플란트의 식립 각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보철물의 삽

스로 구강 위생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입로 설정이 어려우며, 이를 맞추기 위해서 지대주의

1)

형태 수정 및 삭제를 해야하고 이는 유지력을 감소시

정체를 사용하더라도 CAD/CAM 맞춤형 지대주 사

킬 수 있다. 식립 각도가 크게 불일치할 경우는 사용이

용시 상대적으로 기성 지대주와 비교하여 자연치와 유

1)

. 또한 최근 많이 사용되는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 고

불가할 수 있다 . 따라서 기성 지대주의 사용 시에는

사한 형태의 emergence profile과 크기로 디자인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를 수술 시기부터 맞춰야 하고

과 가공이 가능하고 최종 보철물을 이상적인 두께로

Fig. 2. Implant zirconia crown with ready-made one-piece abutment
(arrow: overcontoured crown)

Fig. 3. A: Prefabricated abutment & final prostheses(arrow: overcontoured crown)
B: CAD/CAM customized abutment & final prostheses(arrow : right emergenc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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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할 수 있다6)(Fig. 3).

부위에서는 타이티늄이 비쳐 보일 수 있고, 이는 치은

CAD/CAM 맞춤형 지대주의 제작시 고정체 복제
물 상에서 제작이 되며, 기공소에서의 작업이 추가되

연하에 보철물 경계를 둠으로써 개선할 수 있으나 근
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3)(Fig. 4).

므로 특별한 세척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지대주는 오

CAD/CAM 맞춤형 지대주는 절삭을 통해 컴퓨터

염된 상태이다. Canullo 등은 5초 동안 맞춤형 지대

로 디자인하여 술자의 의도대로 제작이 가능하다

주를 스팀 세척한 군과 세척 및 소독까지 시행한 군을

6)

비교했을 때 세척 및 소독까지 시행한 지대주를 사용

된 임플란트의 각도가 다소 어긋나더라도 유동적으로

한 환자군에서 임플란트 주위 골흡수가 적다고 2년 임

디자인이 가능하여 각도를 맞출 수 있다2)(Fig. 5). 또

상결과를 보고했다7). 이러한 생물학적인 문제 뿐만 아

한 주조에 의한 오차가 없고 항상 일정한 결과와 재생

니라, 지대주 가공 후 오염 물질이 잔존할 경우 계면의

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에서 다수 임플란트 수복에

미세 움직임이나 불일치가 생기게 되고, 이는 연조직

유리하다1).

(Fig. 5). 따라서 다수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시 식립

의 부작용, 지대주 나사 풀림 및 파절까지 초래할 수
있다7). 현재 CAD/CAM 맞춤형 지대주는 다양한 제

3. Titanium-based 지르코니아 보철물

조사들에 의해 제작이 되고 있으나 지대주의 표면 처
리, 세척, 소독 등에 대한 제조사의 정보가 부족하다6).

타이타늄으로 제작된 CAD/CAM 맞춤형 지대주는

Sawase 등은 다양한 제조사가 제작한 지대주의 표면

잇몸을 통해 타이타늄 색상이 비춰 보일 수 있는 가능

형태, 구성 성분, 밀링 및 후가공 방법, 세척, 소독 방

성이 있다. Roland 등에 따르면, 협측 연조직 두께

8)

법 등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 따라서

가 3mm 이상일 때는 어떤 지대주라도 차이가 없으

CAD/CAM 맞춤형 지대주 사용시에는 세척 및 소독

나, 2mm 이하일 때는 지르코니아 지대주를 사용해

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심미성이 요구되는

야 잇몸 색상의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9).

Fig. 4. CAD/CAM customized abutment & fixed partial denture(arrows: gray colored gingiva)

Fig. 5. A: CAD-CAM customized abutment B: Zirconia fixed partial d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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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theses) 형태로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재현 가

으나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고정체와 연결되는 부위에

능성을 부여할 수 있고11), 기성 지대주를 사용하여 경

서 파절이 많이 발생한다10). 그래서 고정체와 연결 되

제적인 장점이 있다.

는 부위에 타이타늄 지대주를 이용하여 고정체 상부

다수 임플란트 보철 수복은 보철물 제작을 단일치아

1mm에서부터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형성할 수 있도

로 제작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록 디자인 한 Titanium-based 지르코니아 보철물

경우에 이에 대한 임상적인 견해는 다양하다. 만약 2

4)

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 따라서 전치부 심미 보철물

개 이상의 임플란트 고정체를 연결하는 보철치료 계획

이나 잇몸 두께가 2mm 이하로 얇은 경우에도 고정

을 수립하였다면 고정체 식립부터 가이드를 이용하여

체 상부 1mm에서부터 지르코니아로 형성(Fig. 6)되

고정체의 각도를 일치시켜야 한다(Fig. 9). 2개 이상

기 때문에 emergence profile 형성에도 장점을 가

의 임플란트 고정체의 식립 각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4)

질 수 있고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7).

각각 단일치아로 보철수복을 하거나 Titanium-

또한 어떤 원인으로 잇몸 퇴축이 일어나도 잇몸부위

based 지르코니아 보철물과 같은 나사 유지형 임플

를 지르코니아로 형성하여 심미성을 유지할 수 있다

란트 보철방식 보다는 시멘트 유지형 보철치료를 선택

(Fig. 8). Titanium-based 지르코니아 보철 형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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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 지대주를 사용하여 심미성을 높일 수 있

는 SCRP (Screw and Cement Retained

Fig. 6. Titanium-based zirconia prostheses

Fig. 7. A: Removed fixted partial denturel, B: Implant first stage surgery on #11,
C: Titanium-based zirconia crown on #11, D: Definitive restoration(arrows:
similar gingival color on Titanium-based zirconia crown and natural teeth)

Fig. 8. A: Unesthetic abutment exposure with gingival recession,
B: Tooth colored Titanium based zirconia prostheses with gingival re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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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ull mouth rehabilitation with Titanium based zirconia prostheses

Ⅲ. 결론

한계를 보이고, 지대주와 나사의 청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다수 임

기존 기성 지대주는 제조사 제작으로 인하여 청결한

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Titanium-based 지르코니

상태로 시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수 임플

아 보철물을 잘 이용한다면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임플

란트 수복에 있어서는 각도가 어긋날 경우 지대주를

란트 보철 치료가 가능하다.

각도에 맞게 삭제를 해야 하고 각도가 크게 어긋날 경

다수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보다 효과적이고 심미적

우는 삭제를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으로 수복하기 위해서는 치료계획에서부터 임플란트

CAD/CAM 맞춤형 지대주의 등장과 발전은 이상적

고정체가 이상적인 위치와 각도로 식립될 수 있도록

인 emergence profile 형성 및 최종보철물의 균일

수술 가이드를 제작이 필요하고 지대주들의 종류와 특

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수

성,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각각 임상 상황에 맞는 지대

임플란트 보철 수복에 있어 기존 기성 지대주에서 발

주를 선택한다면 성공적인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할

생한 문제에 있어 각각 임플란트의 각도 조정이 가능

수 있을 것이다.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심미성이 중시되는 부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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