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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and application of implant connection systems:
Part II. Placement and restoration of external connection implant and
tissue level implant
Kyung-Ho Ko, Hyeon-Goo Kang, Yoon-Hyuk Huh, Chan-Jin Park, Lee-Ra Cho*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and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Republic of Korea

To use the external connection implant (EXT) appropriately, the inter-implant distance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during
placement, and the bones raised above the implants should be trimmed during the second surgery. The hex abutment is more
useful than the non-hex abutment. EXT is particularly useful when the inter-arch space is limited. The tissue level (TL, internal
butt connection) implant has a biomechanical advantage of coronal wall thickness and a biological advantage of an inherent
transmucosal smooth surface. During TL implant restoration, an abutment can be selected using the abutment and fixture margins
with considerations for the inter-arch space. Since no single type of implant can satisfy all the cases,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appropriate type, considering the occlusal force and the bone condition. (J Dent Rehabil Appl Sci 2020;36(4):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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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함께 가지므로 맞는 상황에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지난 종설에서는 ICC의 생역학적 특성과 식립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3가지 임플란

및 보철의 주의사항을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EXT와 TL

트와 지대주의 연결방식은 1) 안착형 외부 연결(slip

의 특성에 맞는 식립 및 보철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fit external connection, EXT), 2) 원추형 내부 연결
(internal conical connection, ICC) 및 3) 안착형 내부 연

외부 연결 임플란트의 식립과 보철방법

결(slip ﬁt internal butt connection 또는 tissue level, TL)
임플란트이다. 한 가지 유형의 임플란트 만으로 모든 증

EXT(안착형 외부연결) 임플란트는 가장 오랫동안 사

례에 적합한 결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각 시스템의 장단

용되어 온 임플란트로 구조물 연결 시 적합 확인이 쉽고

점과 적응증례를 잘 알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가

원추형 내부연결(ICC) 임플란트에서 발생하는 수직변위

지 유형 중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EXT는 최근에

(axial displacement)가 적어 교합이 잘 유지되며 나사로

사용빈도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장점과 오랜 임상결과를

만 유지되기 때문에 탈착이 쉬운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특성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경우

임플란트와 지대주의 직경이 대부분 동일하여 플랫폼 스

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TL은 EXT와 ICC의 장점을

위칭(platform switching)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수평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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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식립하더라도 일정 정
1,2

이 가능하다. EXT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무피판 수술

도의 골소실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EXT 형태가 예전과

(ﬂapless surgery)에 적합한 형태는 아니며 임플란트를 깊

달라져서 수평골 소실을 유발하는 상부의 폭은 줄었으나

게 식립하고 지대주의 형태를 조절하는 최근의 수술경향

수평골 유지에는 불리하고 연조직의 넓은 폭경에 의한

과는 다른 식립방법이 추천된다. EXT는 너무 깊게 식립

단단한 봉쇄가 ICC에 비해 불리하다(Fig. 1). 단점이라

할 경우 지대주를 연결하기 어려우므로 피판을 거상하고

지적되어 왔던 나사풀림은 임플란트 사용 초기에 토크를

치조골정을 평평하게 다듬은 후 이보다 1 mm 정도 하방

가하는데 미숙했던 시기의 실패율이며 Part 1에서 설명했

에 식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Monje 등8의 연구에

듯이 실제로 ICC와 큰 차이가 없었다.3 또한 임플란트 파

따라 향후 임플란트 주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 즉,

절빈도가 ICC에 비해 높지 않아 가급적 넓은 직경을 선

얇은 연조직형이나 비각화점막이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4

택해야 하는 ICC에 비해 선택의 부담이 크지 않다.

깊게 식립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임플란트 간의 식립

EXT는 구조상 안착부위가 좁아 기본적으로 나사에

간격이 3 mm보다 좁을 경우 골흡수를 유발한다는 것은

5-7

대부분 EXT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9,10 ICC보다는 식립

ICC의 등장에 따라 EXT의 사용빈도는 크게 감소하였

간격에 의한 골소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특히 다수 임

는데 이는 ICC의 생역학적 장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나,

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임플란트 간 식립간격을 주의해야

ICC가 태생적으로 가지는 한계를 감안하면 EXT의 한

한다(Fig. 2).11

응력이 집중되고 수평력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편이다.

EXT의 치유지대주 연결 시 임플란트 상부로 자라 올

계와 강점을 잘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T는 ICC에 비해 수술이 약간 까다롭다. 임플란트

라온 주변골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치유지대주 연결 시

상부 벽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ICC는 대부분 위로 갈수

문제가 없더라도 인상코핑이나 지대주를 연결할 때 임플

록 넓어지는 형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쉽지만

란트 주변골이 방해될 수 있어 골 성형(bone proﬁling)이

일자형인 EXT는 ICC에 비해 골삭제가 충분해야 식립

필요할 수도 있다(Fig. 3).

A

B

Fig. 1. (A) Comparison of external implant placed 25
years ago (#47i) and newly placed implant (#45i).
The platforms are similar and can be connected with
impression coping simultaneously. (B) Old external
implant has wider horizontal platform, while this form
cannot be observed in the newer one.

A

B

Fig. 2. Inter-implant bone loss induced by narrow interimplant distance. The inter-implant distance between
EXT implants should be more than 3 mm.

C

Fig. 3. (A) Prosthesis cannot be placed due to overgrowing distal bone. (B) After bone profiling with instruments, the
prosthesis can be placed completely. (C) Bone prof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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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의 식립에 비해 보철은 쉽고 단순한 편이다. 인상

대주를 동시에 제작해도 된다. 다만 CAD-CAM 지대주

을 채득할 때 임플란트 수준에서 나사유지형으로 여러

를 제작할 때 마무리가 부족하면 임플란트보다 넓게 제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보철물만 아니라면 인상코핑의 종

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넓은 직경의 EXT를 위한 환

12,13

봉(titanium rod)의 질관리가 잘 되지 않아 환봉선택에 주

류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다.

ICC에서 원추형(conical, non-hex) 지대주는 임플란

의해야 한다(Fig. 4).15,16

트와의 접촉면적을 증가시키지만 EXT에서는 원추형 지

적합확인이나 장착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SCRP(screw

대주의 접촉면적이 더 작기 때문에 생역학적으로 불리하

and cement retained prosthesis)를 사용할 때 원추형 지

14

다. Cardoso 등 은 나사를 여러 번 조이고 풀림회전력을

대주를 사용했다면 구외에서 합착해도 상관없다. 장기적

측정하면 육각형 지대주의 풀림회전력이 원추형 지대주

으로 보았을 때 탈착이 쉬워서 유지하기 편리하다는 것

에 비해 약간 높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하

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였다. 따라서 나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임플란트의 측방

EXT 식립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악간공간이 제한된

력에 저항하는 면적 때문에 원추형 지대주보다는 가급적

경우이다(Fig. 5). 이런 경우 ICC를 식립하면 지대주나 보

육각형 지대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철물의 모양이 매우 불량해지며 TL은 악간공간 측면에

지대주의 위치를 확인하고 악간관계를 채득하기 위한

서 더 불리하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EXT는 ICC보

인덱스(positioning jig)도 ICC보다는 신뢰도가 높은 편

다는 넓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특히 악간공간이 제

이다. 수직변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조직 형성

한된 구치부에서 활용도가 높다. 개구량이 제한되는 증

등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임시수복을 거치지 않고 바로

례에서도 임플란트 간 평행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 EXT

최종보철을 해도 되고, 인상만 정확하다면 보철물과 지

가 유용하다.

A

B

C

Fig. 4. Misfit in the implant-abutment assembly. (A, B) CAD-CAM abutment misfit in regular diameter implant. (C)
Internal space between implant-abutment assembly meant inappropriate titanium rod in wide diameter implant.

Fig. 5. Limited inter-occlusal distance. In this situation, external implant can be used rather than internal conical
connection or tissue level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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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임플란트 본체의 강도도 매우 우수하여 임플란

안착형 내부연결 임플란트의
식립과 보철방법

트 파절이나 나사풀림 등 기계적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
가 낮아 생역학적으로 불리한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사용

TL은 EXT와 함께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생물학

할 수 있다.22

적 장점과 생역학적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

길이와 직경만 선택하면 되는 EXT나 ICC와는 달리

이다. TL은 점막을 통과하는 부위가 임플란트에 내재되

TL은 임플란트 형태의 종류가 여럿이고 이용방법도 다

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1회법으로도, 2회법으로도

양하여 식립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TL 중

수술할 수 있다. 점막관통부위가 임플란트에 있으므로

Ø4.0은 골폭이 좁은 소구치에 적합하며 Ø4.5는 소구치

잠재적으로 골흡수를 유발할 수 있는 미세공극(micro-

나 골폭이 좁은 대구치 부위에 사용하고, Ø5.0은 골폭

gap)이 골조직보다 상부에 위치한다. Hermann 등

17,18

의

이 넓은 대구치 부위에 사용한다. 또 임플란트의 직경이

연구에 따르면 외형을 동일하게 제작한 임플란트 중 TL

달라도 일자형과 넓은 경부 형태는 상부 폭경이 다르므

형태가 미세공극이나 잠재적 미세동요(micromovement)

로 골폭과 치아 폭경에 맞추어 임플란트를 선택한다(Fig.

가 있는 임플란트에 비해 골흡수를 작게 유발하였으며 치

8). 또 같은 직경과 상부 폭경을 가진 임플란트라도 연마

조정 상방의 연조직부착(supracrestal tissue attachment)

된 표면의 길이는 차이가 있어 치은관통부의 연조직 두께

두께도 2.8 mm로, 다른 임플란트에 비하여 작았다. 이는

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만 알면 선택의 폭

연조직봉쇄를 더 얇은 연조직으로도 단단히 이룰 수 있음

이 넓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연마된 표

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임상연구에서 TL 임

면이 치조골 상부로 노출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여서 전

19,20

플란트의 성공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TL의 생물학적 장점이 주로 부각되어 왔으나 TL은 생

치부에 사용하면 치은색조에 문제가 있어 TL을 사용하
는 것이 큰 장점이 없다.

역학적으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TL은 모스경사

지대주를 착탈하면 주변골 상실이 발생한다는 Her-

(morse taper)를 주장하며 원추형 봉쇄의 기본 개념을 최

mann 등17,18의 연구에 의하면 미세간극이 있는 임플란트

초로 제시하였다.21 내부 봉쇄와 함께 상부의 베벨부분을

에서 반복적인 착탈은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Alves

이용하여 수평적으로 힘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 TL은 안

등23도 한 번 제거한 지대주 주위의 연조직이 완벽하게 치

착형 내부연결 시스템이라서 EXT와 ICC의 장점을 함

유되려면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급적 착탈을

께 가진다. EXT나 ICC와 비교할 때 TL은 수직적, 수평

최소화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연조직을 통

적으로 유리한 모멘트를 가진다(Fig. 6). 또한 같은 내부

과하는 부위가 임플란트 고정체에 포함되어 착탈되지 않

연결형인 ICC에서는 원추형 내부를 가지는 특수한 형태

는 TL은 연조직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로 인해 넓은 직경(wide neck)의 임플란트에서 경부 직경
이 작은 것에 비해 TL에서는 경부 직경이 더 크기 때문에

A

B

C

Fig. 6. Comparis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moment
depending on implant types. (A) EXT, (B) TL, (C) ICC.
TL can provide most favorable vertical and horizontal
moment.
J Dent Rehabil Appl Sci 2020;36(4):222-31

A

B

C

D

Fig. 7. Implant shape and section. Wide neck in ICC (A)
has thinner coronal wall thickness compared to flat neck
ICC (C), while wide neck in TL (B) has thicker coronal wall
thickness compared to flat neck T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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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4.8

Ø4.8

Ø4.8

Ø4.8

Ø6.0

Ø6.0

Fig. 8. Various shape and diameter in TL implants. Ø4.0 (blue) implant for premolar implant placement with narrow horizontal bone condition. Ø4.5 (orange) implant for premolar implant placement with wide horizontal bone condition or
molar implant placement with narrow horizontal bone condition. Ø5.0 (green) implant for molar implant placement with
wide horizontal bone condition. Implant. Smooth surface height can be selected by considering the thickness of soft tissue.
The number (Ø) shown above the implants indicates the coronal width of an implant.

TL은 생역학적 강점이 큰 반면 점막관통부가 임플란

면 바로 제거가 가능하여 EXT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반

트에 내재되어 있어 식립 후 보철을 이용한 수정의 여지

면, B 지대주 계열을 선택하면 주된 유지력을 원추형 내

가 적다. 따라서 식립 전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

면에서 얻으며 상부 베벨은 침하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저

하게 식립해야 한다. 특히 악간거리가 좁거나 협설 중 한

항을 제공한다. 하지만 두 지대주의 가장 큰 차이는 보철

쪽으로 치우쳐 식립되는 경우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물의 변연(margin) 위치이다. A 지대주는 보철물이 지대

보철형태가 매우 불량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대주의

주에 접촉하지만 B 지대주는 보철물이 임플란트 상부와

합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대주 높이 4 mm와 상부

접촉한다. 따라서 B 지대주에 비해 A 지대주를 사용하

보철재료 두께 2 mm를 합한 6 mm 이상의 악간거리를

려면 충분한 악간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임플란트가

가진 경우에 식립해야 한다. TL은 각도수정이 어렵기 때

좀 더 깊게 식립된 경우에 유용하다. 특히 상부의 연마부

문에 치아의 중심와와 일치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

위가 치은연하에 위치할 때 B 지대주를 사용하면 보철물

이 좋으므로 가이드수술(guide surgery)을 이용하는 것이

의 완전한 안착이 어렵고 합착제 제거가 매우 어렵기 때

제일 좋다. 식립할 때는 EXT와 마찬가지로 치조골정을

문에 A 지대주를 사용하여 보철물과 접촉하는 변연위치

평평하게 다듬은 후 거친 표면과 부드러운 표면의 경계

를 치은연상으로 위치시키게 할 수 있다. A 지대주는 다

부위가 1 mm 정도 치조골 하방에 위치하게 식립하는 것

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에 더 적합한 유형으로 생역

이 적절하다.

학적 장점과 함께 유지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 특히 유리

식립 시 고려할 사항이 많은 반면, 보철은 어떤 지대주

하다. B 지대주는 단일 임플란트가 치은연상 변연을 가

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내

질 때 가장 적절하며 제거의 편의성은 ICC보다는 우수하

부 원추형 접촉만을 이용하는 지대주를 선택할 경우 ICC

지만 증례에 따라 불리한 경우도 있어 예측가능성이 낮

와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 이런 지대주는 나사유지

은 편이다. TL의 지대주 선택에 따라 EXT처럼 사용할

형 보철물을 위한 지대주여서 흔히 사용되지는 않으며

수도, ICC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구조적 범용성은 장

대부분은 상부의 베벨에서 지지를 얻는 지대주를 사용한

점이기도 하지만 선택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다. 하지만 상부 베벨에서의 안착을 이용하는 정도는 지

도 하므로 사용 전에 증례를 파악하여 확실한 기준을 수

대주에 따라 다르다(Fig. 9). Fig. 9의 A 지대주 계열을 선

립한 후 지대주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택하면 상부 베벨에서의 접촉에서 강한 지지를 얻고 원

CAD-CAM 지대주는 대부분 밀링된 연결부를 가진 환

추형 내면과는 단순한 접촉을 이루기 때문에 나사를 풀

봉을 가공하여 제작하는데, TL 시스템의 구조적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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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The types of abutment and connection. (A) Abutment margin system for sufficient inter-arch distance. Simple
retrievability can be possible due to using upper bevel in TL. (B) Fixture margin system for limited inter-arch distance.
Favorable crown shape can be possible. However, the removal of excess cement and perfect seating would be difficult in
some cases.

A

B

C
Fig. 10. (A) 2 CAD-CAM abutments of TL implant made by different laboratory. (B) Scanning electron micrographic image
of A abutment. Observation of the abutment below reveals the misfit of abutment. (C) Comparison of CAD-CAM abutments of TL made with different titanium blocks. The connection in the abutment is completely different.

으로 인해 호환성 환봉의 질적 수준이 다른 시스템에 비

부위별 임플란트 선택

해 더 불량하다(Fig. 10). 거시적으로 관찰할 때도 연결부
가 불량한 경우도 있으며 거시적으로 볼 때 적절해 보이

단일 임플란트로 모든 증례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지

는 경우도 아래에서 관찰하면 적합도가 불량한 경우도

만 모든 임플란트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스

많다. 따라서 가급적 기성 지대주나 정품 환봉을 사용하

템 이상을 구비하고 적응증에 맞는 임플란트 시스템을

는 것이 추천된다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Part 1,
2에서 정리하였던 EXT, ICC 및 TL 임플란트의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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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역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물 변연으로 이용하는 지대주를, 다수 임플란트는 지대

구강 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위별로 다르다. 전

주 변연을 보철물 변연으로 이용하는 지대주를 이용한

치는 교합평면에 대하여 경사져 있기 때문에 가해지는

다. 특히 단일 임플란트는 ICC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수직력이 작고 교합력의 크기도 작은 편이나 수평력은

원추형 지대주를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시스템을 더 적극

크게 가해진다.

24,25

4

Yi 등 에 따르면 구성요소 파절은 부

위와 임플란트 연결 시스템에 따라 다른데 주로 상악 구

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인
을 요약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Fig. 11이다.

치와 하악 구치에서 ICC의 파절이 나타나는 반면, 상악
전치에서는 수평력에 취약한 EXT의 파절이 나타난다고

결론

하였다. 특히 회복불가능한 임플란트 본체 파절은 구치
부에서만 발생하고 상악 전치에서는 EXT의 나사 파절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CC는 장점과 단점이

이 전부였음을 감안하면 구치부에 ICC를 식립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모든 증례를 해결하려

골질이 나쁜 상악에 한정하는 것이 좋으며 ICC끼리 대

하기보다는 다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임상의 범위를 넓히

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ICC에서 피

는 것이 필요하다. ICC 는 원추형 내부연결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수직변위로 인한 교합 변화와 생역학적 부작

측방력에 안정적이고 생물학적 반응이 우수하며, EXT

용을 고려하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ICC를 사용하

는 전통적인 외부연결형으로 임플란트 상부에서 침하를

는 것보다는 EXT나 TL을 사용하는 것이 더 추천된다.

방지하는 안착형이며 보철의 편의성과 유지관리에 장점

TL을 이용할 때 단일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베벨을 보철

이 있다. TL은 특히 생역학적으로 장점을 가지며 선택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implant systems
Bone/soft tissue health
Stability of connection & screw (Axial displacement)
Fracture resistance
Surgical difficulty
Prosthetic difficulty
Maintenance difficulty

R

EXT
Medium
Medium
Medium
Medium
Easy
Easy

TL
Favorable
Favorable
Favorable
Difficult
Medium
Easy

ICC
Favorable
Unfavorable
Unfavorable
Easy
Difficult
Difficult

L

Fig. 11. Selection of implant system considering occlusal load and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implant. Left side
meant single implant restoration, while right side meant multiple implant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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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다양하고 두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대주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 가지 임플란트
만 선택하여 맞이하는 장기적 임상부작용을 극복하려면
적절한 임플란트를 적절한 곳에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
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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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연결부의 개념과 적용: Part 2. 안착형 외부 및 내부 연결형 임플란트의
식립과 보철
고경호 조교수, 강현구 전임의, 허윤혁 부교수, 박찬진 교수, 조리라*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및 구강과학연구소

안착형 외부 연결 임플란트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립 시에 임플란트 간의 간격에 주의해야 하며 2차 수술 시에
임플란트 상부로 올라간 골을 다듬어야 한다. 육각형태를 가진 지대주가 원형 지대주에 비해 유용하다. 외부 연결형 임
플란트는 악간간격이 제한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안착형 외부연결(조직수준) 임플란트는 상부 직경의 두께로 인한
생역학적 장점과 내재된 점막관통부로 인한 생물학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직수준 임플란트를 수복할 때 지대주 수준
과 임플란트 수준의 변연 중 악간공간에 따라 선택한다. 어떤 한 가지 임플란트 종류로는 모든 증례를 만족시키기 어려
우므로 교합력 및 골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0;36(4):222-31)
주요어: 외부연결형; 조직수준; 지대주; 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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