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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ue icon 
in dental impla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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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립 된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과 경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임플란트 치료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상의 치료 결과를 위한 최적화된 생물학적 요인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다양한 치료 솔루션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치과의사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수술과 회복의 

관점에서 치료옵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환자의 케이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기대수명이 증가되면서 치과 임플란트 솔루션 역시 긴 시간 동안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석학 André Schroeder 박사의 유산인 Straumann®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은 지난 40여년 

간 지속적으로 사랑받아 온 솔루션이며,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되었고, 가장 많이 문서화 된 치과 임플란트 

시스템 중 하나 입니다.

Straumann® 티슈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의 장점:

Crestal bone 보존 최적화 (Respecting the biological distance)

간편한 1회법 시술과 편리한 보철 수복

임플란트와 보철의 신뢰할 수 있는 링크 결합

 

Straumann® 티슈 레벨 임플란트의 독특한 디자인은 연조직과 경조직 치료의 생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 되었습니다.

생물학적 폭경을 구현하는 것은 주변 조직의 건강에도 깊은 관여를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형성된 조직을 보호하면

치료의 장기적인 성공이 보장되고, 염증 및 골 흡수 위험이 대폭 줄어듭니다. 

More than biological key principles. 
Optimizing crestal bone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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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Control 디자인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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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트롤 디자인은 Straumann® 의 모든 임플란트 시스템에 일관되게 적용된 Straumann®  임플란트만의  특징입니다.  이는 주변골 

보존을 위한 5가지의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심미적 결과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중요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1. 생물학적 거리 준수

치조골 능선과 Microgap 사이에 수직으로 위치한 

매끄러운 collar는 연조직의 성장과 골 흡수를 

최소화하는 생물학적 폭경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2. 생체역학적 임플란트 디자인

45° 숄더와 "튤립" 모양 디자인은 synOcta® 

연결을 통해 최적의 하중 분배와 피로 강도를 

가능케 합니다. 또한 원통형 본체 디자인과 

나사형 피치는 균일한 응력 분산을 유도하여 

뼈의 미세 손상과 재흡수를 최소화합니다.

4. 미세간극 조절

Straumann® synOcta® 연결은 매우 정확한 적합도

를 제공합니다. 완벽히 조절된 미세간극으로 감염

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임플란트 표면의 골전도성

Straumann®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생물학적 

반응을 더 강화하기 위한 SLActive® 표면 처리로 

치료의 성공과 예측성을 극대화합니다.

3. Smooth/Rough 표면의 최적의 배치

최적화된 “ 튤립 ” 모양의 Smooth한 collar는 

탄력적인 높이로 주변골의 유지와 생물학적 

거리를 제공합니다.

임플란트 표면의 골전도성
Implant surface 

osseoconductivity

생물학적 거리 준수
Respecting the biological distance

생체역학적 임플란트 디자인
Biomechanical implant design

미세간극 조절
Microgap control

Smooth/Rough 표면의 최적의 배치
Optimal positioning of smooth and roug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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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 통합 관리

Straumann®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연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매끄러운 표면의 neck이 있어 soft tissue management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조직 통합관리는 수술과 보철 치료의 복잡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편한 배치, 수복 그리고 유지관리

Straumann® 티슈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은 시술 시간을 줄이고 치료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연조직 높이에서 작업하여 임플란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치부에서도 임플란트 연결에 대한 분명한 시야 및 접근성 확보

 •어버트먼트 또는 임플란트 높이에서의 인상채득을 통해 술자의 선호도에 따른 효율적인 작업 가능

 •간단한 어버트먼트 연결

 •Smooth 한 collar 높이 덕분에 환자들의 위생관리에 용이  

• 치은관통형 collar로 one-stage 수술용으로 설계

• 치유 단계에서 임플란트 주위에 형성된 연조직 보존

• Built-in 된 연조직의 neck 부분이 emergency profile 형성에 유리

Straumann® 티슈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은 연조직 수준에서 적용되며, smooth한  collar로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의 치유를 관리할

수 있어 사용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치료의 복잡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SD
BWJE

CTC

More than an implant philosophy.
Reducing treatment complexity.

Built-in된 neck 부분의 emergency profile 형성으로 연조직 보존

치은과 치아간 깊이(SD)
접합상피(JE) 
결합조직접촉부(CTC).

SD+JE+CTC= Biological width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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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슈 레벨 시스템을 이용한 치료 순서

1. 임플란트 식립 2.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 3. 임시 지대주 제작

1. Conical screw head
2. 견고한 코니칼형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인터페이스

3. 인장 나사

4.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의 
     컨텍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짐 

1. 피크 스트레스 없음, 자체 잠금 효과

2. 완전히 밀폐된 커넥션

3. 나사 풀림 현상 없음

4. 높은 안정성 

완벽한 조화의 디자인

특징 장점

임플란트의 치수와 허용오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춘 Straumann 만이 Straumann 임플란트와 보철물의 완벽한 fitting을 

제공합니다. Straumann은 초정밀 제조, 광범위하고 철저한 검사 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품질을 보장합니다.

4. 인상 채득 5. 최종 지대주 연결 6. 상부 보철물 완성

For applicabl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traumann Guarantee (including the Guarantee territory) 
please refer to the Guarantee Brochure (152.360/en) or visit your local Straumann website



• 안전한 체결을 위한 내부 연결과 rotational protection
• Octa 형태로 유연한 지대주 연결

• 8° Morse taper 구조로 cold-welding과 안정적인 포지셔닝 가능

SynOcta® 연결을 통한 정밀하고 유연한 포지셔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traumann® 시스템은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되어 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synOcta® 커넥션과 
이전의 시스템은 환자에게 Straumann® 임플란트와 보철물 간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커넥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환자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증명된 임플란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ynOcta® 커넥션은 Straumann® 티슈 레벨 시스템의 발전 단계에 있어 가장 최신의 산물입니다. SynOcta® 커넥션의 
특징은 장기적인 신뢰성과 보철의 유연성을 위해 설계된 morse taper 구조와 octagon 형태의 조합에 있습니다. 

More than the synOcta® connection.
A reliable link combining 

implant and pro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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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a time-tested solution.
Highly predictable long term results.

 Soft Tissue Level System 

  Standard accepted bone loss  
(according to Albrektsson and al.)³⁵

Mean of Marginal Bone Loss at  
10 years (in mm)

전 세계적으로 40년 이상의 임상 성공 사례와 2003년 이래 1,100만 개 이상의 임플란트 이식 케이스를 통해 임상적으로 효과를 입증해 
온 Straumann® 티슈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은 오늘날 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가장 잘 문서화 되고 예측 가능한 임플란트 시스템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예측성:
10년 장기 임상 데이터

무치아 상악에 대한 10년 전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수술적/수복적 관점 모두에서 티슈 레벨 시스템의

높은 치료 성공률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 임플란트 주변의 높은 골 안정성

 •5-10년 사이 임플란트 실패 없음*

 •10년간 Straumann 어버트먼트/ 어버트먼트 

     스크류  파절 없음

 •10년간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환자 없음**

* One patient dropped out before 10-year evaluation. 
   No further implants were lost between 5 and 10 years.
** Except in one patient with severe periodontitis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예측성:
10년 장기 임상 데이터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장기 임상 데이터는 Straumann® 

티슈 레벨 임플란트의 높은 예측성, 생존율 그리고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임플란트 10년 생존율(98.8%)과 Straumann 
    오리지널 보철의 10년 성공률(97%)
 •303명의 환자 511개의 임플란트 대상 

 •임플란트 파절 관찰되지 않음

 •현저하게 낮은 임플란트 주위염 발병률 (1.8%)

98.8 %

97.0 %
 % (n = 

•  % Occlusal screw loosening (n = 
•  % Occlusal screw fracture (n = 
•  % Abutment fracture (n = 
•  % Abutment loosening (n = 

임플란트 생존율 (10년)

Straumann 
오리지널 보철 성공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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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fect match, 
designed for long-term succes.

 | Reliable

 | Original

FEATURES
1.  Conical screw head

2.  Tight conical implant/
abutment interface 

3.  Tension screw 

4.  Deep implant/abutment 
engagement 

BENEFITS
1.  No peak stresses, self-

locking e�ect

2.  Sealed connection

3.  Avoid screw loosening 

4.  High stability

임플란트 주변을 건강하게 보호

 •임플란트 collar 부분으로 인해 임플란트 주변을 보호하고, 

    힐링 단계에서 임플란트 주위에 형성되는 연조직 보존

 •Built-in 된 neck 부분의 emergency profile 유지로 연조직 형성에 유리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 접촉이 tissue level에 위치

 •Microgap 최소화

오리지널 컴포넌트와 완벽한 적합

 •고품질의 제조 및 광범위한 검사 프로세스를 통해 일관된 품질보장

 •Straumann®구성 요소에 대한 평생 보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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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urce of confidence. 
Proven clinical advantages.

Straumann | 1

Nobel Biocare | 3.7

Astra® Tech Implant System | 3.5

98.3 % Nobel Biocare Implants with the TiUnite® surface
96.6 % Astra Tech implants with TiOblast® surface
All Straumann TL implants with SLA® surface.

건강한 임플란트 주변 조직을 위한 디자인

Straumann®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연조직과 경조직 치유의 주요 생물학적 원리를 고려

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자연치아의 생물학적인 폭 형성을 임플란트 치료에 적용하는 

것은 임플란트 주변 조직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형성된 조직과 보철물을 보존하는 것은 장기적인 치료의 성공을 보장해 

주고 뼈 재생 중 염증의 위험을 크게 줄여 줍니다.         이렇듯, Straumann® 티슈 레벨 

임플란트의 상징적인 디자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효과를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입증된 탁월한 표준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대규모 독립 연구는 임플란트 브랜드에 따른 임플란트 주위염 
발병률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Straumann® 의 티슈 레벨 SLA 표면 임플란트는 다른 브랜드의 임플란트 시스템에 비해 
치료 9년 후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병될 확률이 가장 낮은 임플란트로 밝혀졌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9년 후 브랜드 별 임플란트 주위염 발병률

8

9,10

Straumann® Tissue Level Implant          9



치료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임플란트 디자인

Straumann® 티슈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은 생물학적 원리를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 라인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기초 및 
임상 상황에 따라 맞춤형 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raumann은 단일치아에서 완전 무치악 환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적응증을 위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합니다. 

More than a comprehensive portfolio. 
A solution for all your needs.

 mm

 mm

스탠다드 임플란트 

The pioneer in one-stage implant/ transgingival healing
연조직 높이에 위치하는 높이 2.8mm의 neck을 가진 스탠다드 임플란트는 

one-stage 수술에 유리합니다. 

스탠다드 플러스 임플란트 

The flexible solution for more options
스탠다드 플러스 임플란트는 neck의 높이가 1.8mm로 짧아 수술 시 유연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고, 특히 전치부에도 적용 가능한 솔루션 입니다. 

STANDARD  
IMPLANTS

Standard

 mm /  
4.1 mm / 4.8 mm

 mm /  
4.1 mm / 4.8 mm

 mm  mm / 4.8 mm  mm /  
4.1 mm / 4.8 mm

Standard Plus Narrow Neck Crossfit® Standard Plus Short Tapered E�ect

STANDARD PLUS  
IMPLANTS

one-stage 시술의 
선구자

보다 다양한
옵션의 솔루션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가능한 솔루션

3.3mm의 작은 직경으로
좁은 공간에서 

활용 극대화

짧은 길이로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솔루션
(출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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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 abutment providing flexible solutions ranging from cost effective to high esthetics

 •프리미엄: 환자 개개인의 높은 심미성을 위한 지르코니아 혹은 금합금 원료의 보철 솔루션 

 •어드밴스: 높은 수준의 customized가 요구되는 케이스를 위한 기술적으로 진보된 솔루션

 •스탠다드: 간단한 케이스를 위한 표준 기술을 갖춘 비용 대비 효율적인 솔루션

Straumann® 티슈 레벨 시스템 보철

Straumann 티슈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은 다양한 옵션의 보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ingle and multi-unit replacement Edentulous treatment

Screw-retained Cemented Fixed Removable

Pr
em

iu
m

Gold 
 Abutment

CARES® 
Abutment

ZrO₂

synOcta®
*

Gold 
 Abutment

CARES® 
Abutment

ZrO₂

CARES® Advanced  
Fixed Bar

synOcta®
*

CARES®  
Milled Bar

synOcta®
*

Ad
va

nc
ed

CARES®  
Screw-retained Bridge

synOcta® 
Abutment 

angled

CARES®  
Abutment

TAN

synOcta® 
Abutment 

angled

CARES® 
Abutment  

Ti

CARES® Basic Fixed Bar

CARES®  
Screw-retained Bridge

CARES® Bar

St
an

da
rd

Variobase™ 
 Abutment Cementable 

Abutment
Solid 

Abutment
LOCATOR® 

Prosthetic solutions

Type

Edentulous solution

Workflow

Value

Screw-retained

Fixed

Conventional

Cost-effective

Cemented

Removable

Digital

Premium

Always the right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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