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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을 요하는 부위에서 임프란트 지지형
보철물의 연조직 변화 : 문헌 고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치과 보철과
차민상, 여인성, 이양진

I. 서론

Abrahamsson 등2)은 개에서 6개월 동안 치유 지대주
를 5번 탈착한 실험을 통하여, 지대주의 반복적인 탈

Br°
anemark에 의해 골유착의 개념이 소개된 후 임프란

착은 임프란트 주변의 mucosal barrier를 손상시켜,

트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초기에는 하악 완전 무치

부가적인 변연골 흡수와 접합상피, 결합조직의 하방

악의 수복에만 사용되었으나, 1980년대 이래로 단일

이동, 즉 연조직의 퇴축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또한,

치아 수복물에 대해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1), 현

개에서 처음부터 최종 지대주를 연결한 것, 처음에는

재에는 여러 가지 결손부에 대해 안정적인 수복방법

치유 지대주를 연결 후 나중에 최종 지대주로 교체한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것을 비교한 연구3)에서 이들간에 연조직과 골 반응의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임프란트의 골유착 유무로 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한번 정도의 지대주 교체

프란트 치료의 성공이 결정되지 않으며, 결손부 수복

는 점막 부착(mucosal attachment)을 손상시키지 않

시 수복물과 잔존 치아가 조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이

는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반복적인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

지대주 탈착은 연조직 퇴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

임프란트는 적절한 위치에 식립되어야 하며, 임프란

급적 회수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나, 한번 정도의

트 주변의 연조직과 경조직 또한 입술선, 안모와 조화

지대주 교체는 변화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로워야 한다.

다.

임프란트의 식립위치와 경사는 자연치 치근의 위치와

지대주의 재료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르며, 임프란트 platform이 자연치와 비교시 직경

Abrahamsson 등4)은 개에서 c.p. Ti, alumina, gold

이 작고, 형태가 원형인 한계점을 가지므로, 적절한

alloy, dental porcelain으로 제작된 치유 지대주를 6

출현 윤곽의 형성과 임프란트 주변 조직의 성숙과 안

개월 동안 장착후의 변화를 보고한 실험에서 gold

정을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alloy, dental porcelain의 경우 c.p. Ti, alumina와 달

이 논문에서는 지대주 연결 수술 후 임프란트 주변 연

리 치유 지대주부위에 적절한 연조직 부착이 형성되

조직의 변화와 관련된 이전 연구들의 고찰을 통하여

지 못하고 연조직의 퇴축과 골흡수가 일어나 연조직

성공적이며 심미적인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방향을

부착이 지대주/임프란트 연결부 하방에 형성되었다

모색해보고자 한다.

고 하였다. Welander 등5)은 Ti, zirconia, gold alloy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Ti, zirconia와 달리 gold alloy의

II. 본론

경우에는 연조직의 하방 이동이 있었음을 보고하였
다 . 그 러 나 , Vigolo 등 6), Abrahamsson과

(1)치유 지대주와 지대주의 재료

Cardaropoli7)의 연구에서는 gold alloy와 Ti 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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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양상의 차이가 없다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

보고하였고, 약간의 치은 퇴축은 피할 수 없으며, 이

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보면 점막관통부위

런 이유로 인해 최종 보철물 장착시 인접치아 보다 임

에 적합한 재료로 Ti, alumina, zirconia를 생각할 수

프란트 치관의 길이가 짧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있으며, gold alloy의 경우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2000년 Small과 Tarnow16)의 1회법과 2회법 임프란

며 dental porcelain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트 시스템을 모두 포함한 연구에서 지대주 연결 수술
후 3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치은 퇴축이 일어나며, 6

(2)순측 연조직

개월 후에 안정화 되고, 1년 후에는 약 1mm정도가
퇴축한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대주 선정이나 최

임프란트 platform이 자연치아에 비해 직경이 작고

종 보철물을 위한 인상 채득을 위해서는 연조직의 안

형태가 원형이므로 치은연 상방에서 상실치아의 적절

정을 위해서 3개월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 외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치경부쪽의 점막관통

2002년 Oates 등17)은 39명 환자, 106개의 ITI 임프

부위의 적절한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란트에서 최종 수복물 장착 후 순측 연조직 높이에 대

8)

넓은 기성 치유 지대주를 사용하는 방법 , 전기 소작

해서만 시행한 2년 동안의 연구에서 1/3은 연조직의

술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로 연조직을 제거하는 방법

변화가 없거나 높이 증가를 보였으며, 2/3에서는 감

9)

소를 보였는데, 첫 6개월 안에 평균 0.6mm의 유의성

, 최종 수복물 장착 시 고속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해
10,11)

, 임시 도재전장 주조관을

있는 감소를 보였으며,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사용하는 방법 , 모형상에서 최종 수복물의 외형을

고 하였다. 그렇지만, 높이 감소를 보인 경우만을 평

치은성형술을 하는 방법
12)

13)

형성하는 방법(cervical contouring concept) 등이

가했을 때는 24개월 후 1.6mm의 감소를 보였다고 보

소개 되었는데 이 방법들은 모두 치은 외형을 최종수

고하였다.

복물의 형태로 한번에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방법만

2003년 Kan 등18)은 Replace 임프란트를 이용해 발치

소개하고 있을 뿐 각 형성방법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

즉시 식립 후 즉시 임시 수복한 경우에 대한 연구에서

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후 각각 평균 0.40mm,

이후 임프란트 주변 순측 연조직 변화에 대한 다양한
14)

0.48mm, 0.55mm의 순측 연조직 높이의 감소가 있

보고들이 있었는데, 1996년 Bengazi 등 은 41명의

었다고 보고하였다.

환자, 163개의 Br°
anemark 임프란트에 있어 최종 고정

2003년 Ekfeldt 등19)은 무치악 환자에서 Br°
anemark

성 수복물 장착 후 2년 동안의 연구에서 연조직 변연

임프란트를 이용해 전악 수복한 경우 인상채득 시와

(soft tissue margin)의 근단측 변위는 처음 6개월에

1년 후를 비교한 연구에서 협측 연조직의 퇴축량은

주로 나타났으며, 하악 설측에서 가장 심한 양상을 보

하악(평균 1.5mm)에서 상악(평균 0.9mm)보다 더

였고, 보철물 장착시 저작 점막이 없고, 임프란트 주

크게 나타났음을 보고 하였다.

변 연조직에 동요도가 있는 경우 연조직 퇴축이 심하

anemark 임프란트에
2006년 Cardaropoli 등20)은 Br°

게 일어났다고 하였다.

있어 이차 수술시행 1개월 후 수복물을 장착하고 연

15)

2000년 Grunder 는 상악 전치부에서 발치 8주 후

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순측 점막의 두께는 수

임프란트 식립과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하고 6개월 후

복물 장착시 증가하고 1년후 0.3mm 감소하였으며,

결합조직 이식술을 시행 후, 4주 후 2차 수술을 시행

순측 연조직의 높이는 1년 후 0.6mm감소하였다고

한 다음 보철물 장착 후 1년 후의 연조직 변화를 관찰

보고 하였다.

하였는데 순측 치은연이 평균 0.6mm퇴축하였다고

2006년 Weber 등21)은 80명의 환자, 152개 ITI 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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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트를 일회법으로 식립 후 3-5개월의 치유기간 후

여 3개월 후 53.7%에서는 연조직의 수직적 증가가,

수복한 이후부터 3년 동안 연조직의 변화를 관찰한

33.3%는 변화가 없었으며, 13%에서만 0.5mm 이하

연구에서, 나사 유지형과 시멘트 유지형 모두 연조직

의 퇴축을 보였으며, 최종보철물 장착 후 24개월까지

퇴축을 보이지 않았으며, 환자는 두가지 형태 중 더

연조직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선호하는 것은 없었으나, 치과의사는 시멘트 유지형

또한, Copper 등25)은 Astra Tech ST 임프란트와 연

을 더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결부에서 임프란트 몸체보다 작은 직경의 지대주를

비록 실험 디자인의 차이가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기

사용한 연구에서 1년 후 협측 치은이 평균 0.34mm

존 형태의 지대주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수직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Lazzara와

0.6-1.5mm의 치은 퇴축은 피할 수 없음을 보고하였

Porter26)는 넓은 직경의 임프란트에 작은 직경의 지

는데, 연조직 변화가 없었던 Weber 등21)의 연구는

대주를 사용하는 platform switching개념을 소개하였

16)

Small과 Tarnow 의 연구를 비춰봤을 때, 계측 시작

는데, 장기간의 방사선학적 관찰을 통해, 직경이 같은

시점이 연조직이 거의 안정화되는 임프란트 식립 후

경우 생물학적 폭경 형성을 위해 전형적으로 나타나

3-5개월 후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는 골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고 하였다. 이

사료된다.

개념을 적용하면 임프란트 주변골 흡수량을 감소시킬
14)

Bengazi 등 은 자연치에서의 순설측 변연 치은의 두

수 있고, 나아가 연조직의 높이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께와 높이의 상관관계와 유사하게, 임프란트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순설측 치조골정 상방 연조직의 높이가 연조직의 두

비록 연구들이 단기간이고 그 수가 매우 적기는 하나

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기존과 다른 형태인 점막관통부위내에서 임프란트 몸

22)

Touati 등 은 임프란트 수복물에서 점막관통부위가

체의 직경보다 작은 지대주를 사용하여 연조직의 두

과풍융되면 연조직에 압력을 가하게 되어 근단측 이

께증가를 의도한 경우 지대주 연결 수술 후 치은 퇴축

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조직의 재형성을 위해 압력

이 일어나는 경향이 적었다. 앞의 연구들과 유사한 개

을 가하는 cervical contouring concept은 인접면 쪽

념으로 Kinsel과 Capoferri27)는 임시 수복물의 CEJ

에서만 타당한 것이지 순측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돌출부(convexity)는 최종 수복물에서 원하는 위치

하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수복물의 출현 윤곽은 편

보다 1mm 절단쪽에 위치시키고, 치근 함몰부를 증가

평해야 연조직의 부피를 증가시켜 치은 변연을 더욱

시켜 연조직의 부피를 극대화하고 절단쪽으로의 이동

상방에 위치시킬 수 있고, 수복물 하방의 지대주는 연

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Saadaun과

조직을 압박하지 않고 최대의 두께로 안정성을 부여

Touati28)는 flared geometry가 아닌, 연조직을 위한

하기 위해 음형의 외형(negative profile)을 가져야 한

최대한의 공간을 형성하는 디자인의 지대주를 사용하

23)

다고 하였다. Touati 등 은 연조직의 최대한 확보를

고, 임시 수복물 형태 조정시 협측 변연부에서는 연조

위해 변형된 새로운 형태의 지대주(Fig. 1)를 사용한

직의 퇴축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압력만이 가해지

79개 임프란트에 대한 3-12개월의 연구에서 결합

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직 O-ring(connective tissue O-ring)에 의해 임

Wennstrom 등29)은 원숭이에 3-4개월의 교정력을

프란트 주변 연조직의 biotype이 개선되고 70%에서

절치에 가한 연구에서 순측 치아 이동은 순측 골판에

연조직의 수직적 증가가 있었으며, 25%에서 연조직

압력을 가하여 치은연이 하방으로 퇴축된다는 것을

의 높이가 안정적이었다고 보고 하였다. Rompen 등

보고하였다. 비록 사람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 연

24)

구을 고려해 본다면, 발치 후 즉시 식립 후 즉시 임시

23)

은 Touati 등 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대주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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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물을 장착 하는 경우에는 연조직의 두께 증가 뿐

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통해 치조골정으로부터 평균

만 아니라, 얇은 순측 골판을 보존하여 성숙되고 안정

3.4mm(1-7mm범위) 연조직이 존재하는데, 이를 치

되게 하기 위해 임시 수복물 순측 외형은 편평한 형태

조골 상방에 생물학적 폭경이 형성되는 자연치와 달

30, 31)

로 형성해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리 임프란트의 경우 치조골 하방에 생물학적 폭경이
형성되어 연조직이 지지받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Fig. 2).

Fig. 1. Experimental abutments tested with concave,
inwardly narrowed profile at transmucosal level and
with emerging diameter of 5.0mm (cited from J
Prosthet Dent 2007;97:S121).

Fig. 2. Interdental tissue does not have the same level
of support on an implant(a) as it does on a
tooth(b)(cited from J Periodontol 2003;74:1787).

(3)치간 유두

이것은 두 개의 임프란트가 인접한 경우에는 자연치
가 있는 경우보다 치간유두를 형성하기가 어려움을

32)

Tarnow 등 의 연구에서 자연치와 자연치가 인접한

뜻한다.

경우 인접면 접촉점에서 치조골정 까지의 거리가

이와 유사하게 Funato 등36)은 임프란트와 인접한 것

5mm이하인 경우 100% 확률로 치간유두가 존재한

이 자연치, 인공치(pontic), 임프란트 중 어떤 것인지

33)

다고 하였으며, Choquet 등 의 상악 전치부 단일치

에 따라 치간유두의 높이가 달라지며, 이러한 것이 치

아 임프란트에 대한 연구에서 자연치와 임프란트가

료 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표 1).

인접한 경우 인접면 접촉점 기저부에서 치조골정까지
의 거리가 5mm이하인 경우 100% 치간유두가 존재
하며, 6mm이상인 경우 50%이하로 관찰된다고 하였
다. 이것은 자연치와 임프란트가 인접한 경우에는 자
연치끼리 인접한 경우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프란트와 임프란트가 인접한 경우에 대해서 Elian
등34)은 증례보고를 통하여, 인접한 자연치와 달리
5mm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밖에 치간유두가 형성
되지 않음을 보고 하였고, Tarnow 등35)은 다양한 종
류의 임프란트를 대상으로 2개월 이상 기능한 보철물

■ Table 1. Classification of predicted height of
interdental papillae(cited from Int J Periodontics
Restorative Dent 2007;27:320).

Class
1

Restorative
environment
Tooth-tooth

Vertical soft tissue
limitations
5.0 mm

2

Tooth-pontic

6.5 mm

3

Pontic-pontic

6.0 mm

4

Tooth-implant

4.5 mm

5

Implant-pontic

5.5 mm

6

Implant-implant

3.5 mm

48

Olsson과 Lindhe37)의 상악중절치에 대한 치주조직의

III. 결론

유형을 평가한 연구에서 85%가 thick/flat type을,
15%에서 thin/scalloped type을 보인다고 보고하였

1. 임프란트 주위 연조직의 퇴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 thick/flat type은 길고, 넓으며, 치근단쪽으로 연

지대주의 반복적인 탈착은 피해야하며, 점막관통부

장된 인접면 접촉점을 가진 사각형의 치아형태를 가

위에 적합한 재료로는 Ti, alumina, zirconia가 추천

지며, thin/scalloped type은 절단쪽에 접촉점이 있는

된다.

삼각형의 치아형태를 보인다. 치아의 형태는 다르지

2. 기존 형태의 지대주를 사용하는 경우 지대주 연결

만 두 가지 유형 모두에서 백악법랑경계부(CEJ)부터

수술 후 어느 정도의 순측 연조직 퇴축은 피할 수

하방의 치조골정까지의 거리는 2mm정도로 유사한

없다.

양상을 보이므로38), thin/scalloped type에서는 두 개

3. 임프란트 상부에서 좁아지는 형태의 지대주를 사

의 임프란트가 인접한 경우 치간유두 형성이 매우 어

용하는 것이 연조직 퇴축을 최소할 수 있으며, 순측

려워 술전진단단계 늦어도 임시수복물 단계에서 인접

연조직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

자연치아들의 수복이 고려되어 질 수 있다.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차수술시 임시 수복물을 장착한 군과 치유 지대주

4. 개인차는 있지만 치간유두의 높이는 임프란트와

만을 연결한 군의 최종 보철물 장착 2년 후의 치간유

인접한 것이 자연치, 인공치(pontic), 임프란트 중 어

두를 비교한 Jemt39)의 연구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떤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없었는데, 이것은 보철물의 장착 시기와 치간유두 부
피의 연관성은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의 결과
처럼 치간 유두는 생물학적 기전에 의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Kan과 Rungcharassaeng40)은 상악 전치부에서 인접
치아를 동시에 발거하는 경우에는 치간골 외형이 소
실되기 때문에 치간 유두 유지가 어려워 이러한 경우
하나를 먼저 발치 즉시 식립 임시 수복 후 6개월 기간
동안 연조직 성숙 후 나머지 인접한 치아를 발거 하여
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치간유
두의 평가를 객관적인 수치가 아닌 papilla index
score41)를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이후 장기적인 연구
도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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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ft tissue alterations at implant-supported prostheses
in the esthetic region: A literature review.
Min-Sang Cha,D.D.S.,M.S.D., In-Sung Yeo, D.D.S., M.S.D., Ph.D.,
Yang-Jin Yi, D.D.S., M.S.D., Ph.D.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ection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uccessful implant therapy can no longer be judged by whether or not implants simply osseointegrate. The key to
successful implant therapy in the esthetic region is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implant-supported restorations
and remaining teeth. The natural appearance of implant restorations depends not only on the appropriate placement of
implants, but also on the reconstruction of natural gingival architectures in harmony with the lip line and face.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studies related with soft tissue changes around implants after abutment connection surg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