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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Maxillary implant-supported overdenture with magnetic attachment
using healing abutment: A case report
Jae-Hoon Kim, Ha-Rim Lee, Eun-Sun Jang, and Gyeong-Je Lee*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Gwangju, Republic of Korea

Herein, we report the use of a maxillary implant-supported overdenture with magnetic attachment using healing abutments. A 57-yearold male presented with multiple tooth loss in the maxilla along with chronic periodontitis. He had a history of diabetes mellitus and
a smoking habit. Rehabilitation was initiated using fixed prostheses. However, the treatment plan was altered to implant-supported
overdenture owing to poor bone status and multiple failures of the implants. The magnetic attachment system was selected for the
implant-supported overdenture without the use of a locator or bar type attachment. The implants used in the patient were not provided
with a magnetic attachment for the overdenture; therefore, healing abutments were modified so that the magnetic attachments could
be capped above them. The final prosthesis was satisfactory both functionally and esthetically.
Key Words: Implant failure, Implant overdenture, Magnet, Magnetic attachment using healing abu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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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유지대주를 이용하여 제작한 자성 어태치먼트를 부착한 임플
란트 지지 가철성 피개의치로 치료하여 생역학적으로 비교적

오늘날 치과 임플란트는 단일 또는 다수 치아가 결손된 무치
악 부위의 보철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치아 임플란트의

안정적이고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장기적 성공은 여러 문헌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1,2].
환자에 따른 임플란트 성공 여부[3]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

증례보고

용하게 되는데, 특히 당뇨와 흡연, 치주염 등의 요인이 임플란트
실패를 야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4-8]. 점차 임플란트를 이용

본 증례는 전반적인 치주염으로 인한 다수 치아 상실 상태로

한 치료가 늘어남에 따라 임플란트의 실패뿐만 아니라 임플란

내원하였으며 당뇨, 흡연의 전신병력이 있는 57세 남자 환자이

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 및 예측하지 못한

다.

상황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9,10].

초진 내원 시 상악의 잔존치아(#13, 23)는 치주염으로 심한

본 증례의 환자는 상악 전악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계

동요를 보이는 상태로 발거하였다(Fig. 1A). 상악 완전 무치악

획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나 다수 임플란트가 골유착에 실

에 대해 다수 임플란트 식립을 통한 고정성 보철 수복을 계획하

패하였다. 잔존 임플란트는 호환되는 자성 어태치먼트가 없어

여 총 8개(#11, 15, 16, 17, 22, 25, 26, 27)의 임플란트가 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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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noramic view. (A) First visit. (B) Six months after implant placement. (C) After final maxillary implant overdentur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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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ing and assembly of healing abutment and magnetic attachment (keeper). (A) Healing abutment of 3i. (B) Bur prepared for processing. (C, D) Bed formation on healing abutment. (E–G) Cutting of Magfit SX keeper post area. (H, I) Superbond cementation.

되었다(Fig. 1B). 식립된 8개 임플란트 가운데 식립 후 20개월이

보철물로써 소수 잔존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역학적 요소를 고

경과하여 시행된 2차 수술 이후까지 3개의 임플란트(#11, 17,

려한 어태치먼트의 선택이 중요하다.

25)가 골유착에 실패하였다. 상악의 잔존 임플란트를 활용하여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위한 여러 어태치먼트 종류 가운데 자

추가적인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지 않고 상악의 잔

성 어태치먼트는 ERA, Locator, O-ring 또는 바 타입의 다른 연

존 임플란트를 활용한 가철성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제작하는

결장치에 비하여 유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해

방향으로 치료계획을 수정하였다. 치료계획 수정 후 추가적인

한 측방력을 감소 시키는 면에서 특히 유리하다. 이에 본 증례에

임플란트의 골유착 실패(#16, 26)가 발생하여 상악에서 3개의

서는 Locator 또는 바형 장치가 아닌 자석형 장치를 사용한 피

임플란트(#15, 22, 27)만이 남았다(Fig. 1C).

개의치를 위한 어태치먼트로 선택하였다[11,12].

환자는 반복적인 임플란트 실패를 보이는 골 상태와 함께 대

한편, 식립된 임플란트(3i Certain; Biomet 3i Co., West

합치열 또한 고르게 배열되지 않은 상태를 보였다. 편악 가철성

Palm Beach Gardens, FL, USA)는 제조사에서 자성 어태치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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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keeper)를 제공하지 않고, 독특한 내부구조를 가져 다른 임

인상 채득하였다. 초경석고(Fujirock EP; GC Co., Leuven, Bel-

플란트 제품과의 호환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gium)를 이용하여 상악 주모형을 제작하였으며, 해부학적 지표

하여 동일 회사의 치유지대주와 자연치아용 자성 어태치먼트인

및 대합치 관계를 고려하여 기록상 및 교합제를 제작하였다.

Magfit SX (Aichi Steel Corp., Tokai, Japan)를 이용하여 피개
의치용 자성 어태치먼트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제작한 교합제를 구강 내에 시적하여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수직고경을 결정하였으며 알루왁스(Aluwax; Dental Products

임플란트 피개의치 제작을 위하여 통상적인 상악 총의치 제

Co., Allendale, MI, USA)를 이용하여 중심위 관계기록을 채득

작 과정이 진행되었다. 알지네이트와 무치악 기성트레이를 이

하였다. 교합기 부착 후 인공치를 배열하였으며 군기능교합을

용하여 예비인상을 채득하여 진단모형을 제작하였다. 진단모형

형성하여 납의치를 제작하였다.

상에서 치조제에 맞추어 개인트레이를 제작하였다.

심미성과 함께 지지, 유지, 안정의 3요소를 갖춘 상악 총의치

피개의치에 사용될 어태치먼트를 Fig. 2와 같은 과정을 거

제작을 위해서는 대합치와의 긴밀한 교합관계 설정이 중요하

쳐 제작하였다. 자성 어태치먼트가 합착된 치유지대주를 구강

며, 편측 상악의치에서 대합치와의 긴밀한 교합관계는 더욱 중

내 임플란트에 체결한 상태(Fig. 2A–C)에서 어태치먼트 부속

요하다[13-17]. 대합치의 고르지 못한 배열로 인하여 양측성 균

품(plastic dummy)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피개의치 내면에 부

형교합의 교합양식을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식립된

착될 자석 구조체(magnetic assembly) 부분의 공간을 부여한

임플란트에서 유지와 안정을 보충하는 임플란트 피개의치임을

후 최종 인상채득 과정을 진행하였다. 인상채득을 위하여 개인

고려하여 낮은 교두 경사의 군기능 교합양식으로 설정하기로

트레이와 모델링 콤파운드(Pericom pound; GC Co., Tokyo,

계획하였다.

Japan)를 이용하여 변연형성하였으며, 폴리설파이드 인상재

제작한 납의치를 구내에 시적하여 구순 지지와 정중선 위치

(Permlastic; Kerr Corp., Orange, CA, USA)를 이용하여 기능

등을 확인하였고(Fig. 3D–I), 특이사항 없이 의치의 중합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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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C) Magnetic attachment placed over #15, 22, 27 healing abutment. (D–F, H) Wax denture try-in. (G, I) Facial with wax denture in centric relation and in res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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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먼트와 비교하여 유지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는 반면 충

최종의치의 내면적합 및 릴리프 공간을 확인한 후 자석 구

분한 유지력이 확보되는 경우 다음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 (1)

조체를 위치시키고, 자가중합레진(Duralay; Reliance Dental

낮은 수직 높이로 악간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

Manufacturing Co., Worth, IL, USA)을 이용하여 의치 내면에

며 보다 나은 심미성을 얻을 수 있다. (2) 기공 과정이 간단한 편

자석 구조체를 부착하였다. 진료실 재부착을 시행하여 교합조

이며, 캐스팅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바 또는 클립 파절

정 시행하였다(Fig. 4). 최종적으로 구강 내에서 임플란트 피개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볼 타입에서 필요한 O-ring

치의 양호한 내면 적합과 교합형성 결과를 확인하였다(Fig. 5).

또는 Locator의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 (5) 수평적으로 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유해한 측방력이
작다. (6) 삽입철거로에 대한 제한이 적으며 이에 따라 식편압입

고 찰

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11,12].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임상증례는 다양하게

자성 어태치먼트의 여러 장점들 가운데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보고되고 있으나, 임플란트가 수술적으로 또는 보철적으로 실

유해한 측방력이 작다는 점은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좋은 예후

패한 경우에 재진단 과정을 거쳐 기존 임플란트를 활용한 임상

를 위한 우수한 조건으로 평가된다[11].

증례는 많지 않다[9,10].

본 증례에서는 3개의 임플란트와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Goodacre 등[18]은 상악 임플란트 피개의치가 상악 고정성

피개의치를 제작하여 1년여 경과 관찰 기간에서는 의치상의 파

임플란트 보철물보다 더 빈번한 임플란트 고정체 상실과 합병

절이나 유지력의 상실, 기존 임플란트의 실패 등의 다른 부작용

증이 발견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주기적인 경과 관찰로 지속적

한편, 임플란트 피개의치는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과 비교

인 평가가 필요하다.

하여 다음의 장점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1) 적은 수의 임플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는 치아 상실에 대하여 양호한 치료

란트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골이식의 필요성이 감소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 (2) 수술 및 기공 과정이 보다 단순하고 용이하다. (3) 보다

다양한 합병증 및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필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19-21].

요하다. 본 증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로 추가적인

자성 어태치먼트는 바 타입 어태치먼트 또는 볼 타입 어태치

임플란트 식립 없이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

A

A

B

Fig. 4. Occlusal adjustment. (A) Centric relation. (B) Eccentric movement
(group function).

B

Fig. 5. Intraoral view on definitive prosthesis delivery.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338

www.chosunobr.org

C

Jae-Hoon Kim, et al.

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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