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iginal Article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7권 2호, 2011 209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를 이용한 심미적 상악

전치부 수복 증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및 구강과학연구소

이지혜*․임소민․정혜은․박찬진․조리라․김대곤

상실된 상악 전치부는 고정성 보철물이나 가철성 보철물 또는 임플란트 보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복할

수 있다. 이 중 적절하게 제작된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는 경제적, 해부학적 한계를 가진 환자에서 기능적, 심미적으

로 우수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는 일반적 국소의치의 일직선 삽입로와는 달리 국소의치의

한 쪽 유지장치부가 먼저 장착된 뒤 회전하면서 반대쪽의 유지부가 삽입되어 의치가 안착된다. 이 때 언더컷 속에

위치하는 견고한 부연결장치에서 유지력을 획득하고 회전삽입로와 평행하게 긴 수로형 혹은 구미형(dovetail) 레

스트 시트에서 지지 및 파지를 얻으므로 일반적인 가요성 유지암 및 파지암을 생략할 수 있어 심미적으로 우수하

고 위생 관리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회전삽입로 국소의치에서 한번 제작된 견고한 유지부는 정교한 조절이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기공작업

이 어렵고 정밀한 보철물 디자인이 필요하므로 임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회전삽입로 국소의치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증례보고는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를 장착한 후 장기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겪은

증례를 소개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기공적 주의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

주요어: 회전삽입로 국소의치, 전치부 심미 수복, 유지력 조절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1:27(2):209~222)

서 론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는 다양한 삽입로를 통해

견고한 회전중심부가 먼저 장착되고, 보철물의

클래스프 부위는 회전하면서 보철물이 최종 장

착되는 가철성 국소의치이다.1,2 회전삽입로 국소

의치는 처음 장착되는 치아의 인접면 언더컷을

이용하는 견고한 유지부와 긴 수로 모양의 레스

트로 조합된 부위와 1-2개의 일반적인 클래스프

로 구성되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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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보상작용이 필요하지 않고 레스트에 의해

지지와 감싸는 효과를 얻으며, 장착되었을 때 지

대치에 외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프의

필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4

전-후방 삽입로

는 전치의 원심면 언더컷을 이용하고 후-전방 삽

입로는 구치의 근심면 언더컷을 이용하는 것이

다. 전-후방 삽입로 회전을 이용하면 전치부에서

클래스프를 생략할 수 있어 심미적이며 치태 침

착이 적어져 위생적이다. 치아 자체의 경사면을

언더컷으로 이용하므로 통상적인 국소의치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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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치아 삭제량이 적고 피개면적이 적으며, 근원

심 언더컷을 이용할 수 있고 유지부는 가요성이

없이 견고하므로 유지부가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장점이 있다.
5-10

그러나 유지를 얻는 지대치의 인

접면은 블록아웃하지 말아야 하며 나중에 장착

되는 부위의 언더컷은 충분히 블록아웃해야 하

는 등 고도의 기공 정밀성이 필요하고 비교적 깊

고 긴 레스트(구치부에서 1.5~2mm 깊이)를 사용

하기 때문에 써베이드 금관이 필요하다.8 무엇보

다 큰 단점은 클래스프가 아닌 견고한 인접판에

서는 얻는 유지력이 한 번 상실되면 클래스프를

이용한 국소의치와는 달리 조절이 거의 불가능

하여 보철물의 오차 허용도가 적다는 것이다.
8-10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를 이용한 치료는 원리

및 기공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임상적으로

흔히 시도되지 않는 방법이다.
11-12

하지만 후방연

장 부위가 없는 치아-지지 결손부는 주의 깊은

평가를 통해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수복할 수 있으며
9,13-16

흔히 근심 경

사된 하악 대구치의 경사를 수정하기 어려운 경

우나, 심미성이 필요한 전치부 상실 부위에서 성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Jacobson과 Kroll
3

은

구치부가 상실된 후-전방 및 전-후방 회전삽입로

와 인접면 협측 언더컷을 이용하는 측방 회전삽

입로를 카테고리 Ⅰ, 전치부가 상실된 전-후방

회전삽입로 및 인접면 순측 언더컷을 이용하는

모든 측방 회전삽입로를 카테고리 Ⅱ로 기능적

인 분류를 시행하였다. 카테고리 I에서는 수로

모양의 긴 레스트가 먼저 장착되므로 회전중심

Fig. 1. Initial intraoral status

은 수로 모양의 레스트 끝 부분이지만 카테고리

Ⅱ에서는 회전중심이 인접판의 치경부 끝이 된

다. 카테고리 Ⅱ에서는 교합면 또는 절단면에서

회전중심인 인접판 끝까지 먼저 장착되고 난 후

일반적인 클래스프가 회전하여 장착하는 이중삽

입로 국소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카테고리 II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는 전치부가 상실된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삽입로의 길이나 삽입로와의

접촉 정도에 따라 유지력 조절이 어려울 수 있

다. 본 증례 보고는 전후방 회전삽입로 국소의치

에서 유지력 조절이 어려웠던 증례를 고찰하고

이를 분석하여 유지력 조절에 대한 합리적 접근

이 가능했던 다른 증례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Ⅰ

1. 과거병력 및 구강검사

48세 남환으로 나무에 맞아 앞니가 깨진 것을

주소로 보철과에 내원하였다. 특이할만한 전신

병력은 없었고 구강내 검사에서 전치부 개방교

합 및 도재 파절이 관찰되었으며(Fig. 1), 방사선

학적 진단결과 전반적으로 중등도의 치조골 소

실이 관찰되었다(Fig. 2). 상악 좌측 중절치(#21)

는 수직적 골흡수 및 치주인대 비후가 관찰되었

으며 임상적으로 3도 이상의 동요도를 보여 발

거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수복물을 제거한 뒤

상악 우측 제 2소구치 및 제 1대구치(#15,16)는

주조 금속도재관으로 수복이 필요하였다. 상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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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측절치(#22)는 임상적으로 2도의 동요도를

보여, 국소의치로 수복 시 지대치로는 부적절하

고 조직부 언더컷이 존재하지 않아 치근으로만

잔존시키기로 하였다. 상악 우측 제 2소구치부터

Fig. 2. Radiographic findings in initial status

Fig. 3. A desirable undercut at the proximal

area of the upper right caninie(#23)

(a) (b) (c)

Fig. 4. (a) Position the diagnostic cast along the center of rotation

(b,c) The cast is first surveyed at 0° tilt

좌측 측절치 (#14~#22)까지의 치아상실 부위의

수복이 필요하였다. 상악 좌측 견치(#23) 근심에

적절한 언더컷이 존재하였고 마모되지 않은 발

달된 설면 결절이 존재하였다.

2. 치료계획

치주조직이 중등도 소실된 상태여서 고정성

보철물을 선택하면 치료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는 치료기간과 비용을 최

소화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철성 보철물 수

복을 결정하였다17-18. 미소선 높이는 중등도였으

나 클래스프가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셨으므로

통상적 클래스프 유지 국소의치는 제외하였다.

상악 좌측 견치(#23) 근심면의 적절한 언더컷

(Fig. 3) 및 발달된 설면 결절을 가지고 있어 가철

성 국소의치 중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를 통해 수

복하기로 결정하였다.

3. 치료과정

1) 이상적인 상악의 심미, 기능 회복을 위해 하악

전치부 수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하악 전치

부의 도재 파절된 보철물을 제거, 치아 형성

후 임시 치아 수복, 금속구조물 시적 후 금속

도재관 수복을 시행하였다

2) 상악 써베잉을 위해 진단모형 상에 회전중심

부위를 표시 후 써베이어에 위치시키고, 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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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태에서 분석봉(analyzing rod)을 통해 견

치 근심의 언더컷 부위를 평가하고 구치부의

Aker's 클래스프를 위한 치아형성이 필요한 부

위를 확인하였다(Fig. 4-a,b,c). 주연결장치는

근-원심 구개 스트랩으로 결정하였고 직접유

지장치는 상악 좌측 제 2소구치(#15), 좌측 견

치(#23) 근심의 견고한 유지부, 좌․우측 제 1

대구치(#16,26)에 Aker's 클래스프로 결정하였

다.

3) 상악 우측 제 2소구치 및 제 1대구치(#15,16)

에서 치아형태를 수정하고 좌측 견치, 좌․우

측 제 1 대구치(#23,16,26)에 첫 번째 치아형성

을 시행 후(Fig. 5a) 인상을 채득하였다. 모형

을 써베이어 상에 다시 위치 후 0° 경사 하에

서 진단모형 측면에 별개의 수직선을 표시하

여 써베이어에 대해 진단모형의 위치관계를

기록한다. 0° 경사 하에서 견치 근심의 언더컷

(a) (b)

(c) (d) (e)

Fig. 5. (a) Intraoral status after the prepartaion of #15,16 teeth and first natural teeth alteration of

#23,16,26

(b) the diagnostic cast is tilted upward until the mesial undercuts on the anterior abutments

are eliminated. Then the analyzing rod identifies the direction of the first path of insertion

(c,d,e) Determine if the posterior retentive components are accessible during the initial

straight path of insertion and confirm the absence of interference on ce the rests and rigid

retainers are seated

양을 확인하고 좌, 우측 제 1대구치(#16,26)에

서 직접유지장치를 위한 써베이 라인을 확인

하였다. 견치 근심부 유지면을 따른 모형 후방

경사를 통한 이차경사 하에서 모형측면에 독

립된 수직선을 표시하고, 견치 근심에 균일한

유도면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Fig 5b)

설면 레스트와 유도면이 회전삽입방향과 평행

한지도 확인하였다.

4) 모형의 측면에 두 개의 독립된 수직선이 확인

되며 0° 경사일 때 상악 좌․우측 제 1 대구치

(#16,26)에서 검은 선의 써베이 라인을 확인하

고 이차경사 하에서 써베잉한 붉은 선을 통해

삽입에 방해될 구치부의 추가적 삭제 부위를

확인하였다(Fig. 5c,d,e).

5) 이차경사된 모형에서 상악 우측 제 2소구치

(#15) 근심면과 교합면 레스트의 측벽을 평행

하게 형성하며, 교합면 레스트의 길이는 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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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반을 넘게 하고 깊이는 1.5mm 이상 되도

록 주조 금속도재 전장관을 완성하였다(Fig.

6).7

(a) (b) (c)

(d) (e)

Fig. 6. (a) The occlusal rest should have an undercut of 0.010 inch,

(b) the depth of 1.5-2.0mm at least,

(c) and be parallel with the proximal undercuts.

(d) The occlusal rest should extend to more than half the mesiodistal width of the tooth.

(e) The occlusal outline form of the rest preparations should be irregular or dovetailed

(a) (b) (c)

Fig. 7. (a) Final PVS impression with a custom tray

(b) Fabrication of master cast

(c) Metal framework and occlusal wax rim fabrication

6) 최종 치아형성을 시행하고 상악 우측 제 2소

구치 및 제 1대구치(#15,16)에 주조 도재금속

관을 최종 합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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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ax-denture try-in and registration

of occlusal relationship

Fig. 9. Delivery of final prosthesis

7) 무치악 부위의 정밀한 조직 인상을 채득하기

위해 개별 트레이를 통해 실리콘 인상재

(Exafine, GC, Tokyo, Japan) 최종인상을 채득

하였다(Fig. 7).

8) 금속구조물 제작 시 견고한 유지부의 내면은

전기용해연마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긴밀한

접촉을 위하여 마모재를 포함하지 않는 최소

한의 연마만을 시행하였다(Fig. 8a).
19

교합제

및 납의치 시적 후 불량한 중절치 치축을 개선

하고, 악간관계를 채득하여(Fig. 8) 최종적인

국소의치를 시적하였다(Fig. 9).

그러나 1달 후 유지 관리를 위한 내원 시 환자

는 의치의 헐거워짐을 호소하였으며 견고한 유

지부의 유지력이 감소된 것이 관찰되었다(Fig.

10a). 직접법 첨상용 레진(Tokuyama Dental Corp.,

Tokyo, Japan)을 통한 재이장을 통해 의치상의 안

(a) (b)

Fig. 10. (a) Loss of retention at the rigid retainers

(b) An attemt to regain retention by application of the direct denture relining resin

정 및 견고한 유지부의 조정을 시도하였다(Fig.

10b). 하지만 환자가 의치를 사용하면서 첨상용

레진이 마모되면 유지력 감소 현상이 재발할 것

이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견고한 유지부에서의

유지력 감소 현상은 회전삽입로 국소의치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며, 발생 원인에 대하여 더

욱 고찰 후 두 번째 증례에서는 원인요소를 고려

하여 오류발생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증례 Ⅱ

1. 과거병력 및 구강검사

48세 남환으로 위 앞니를 해 넣고 싶은 것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조절되는 당뇨 및 고혈압

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구내검사 소견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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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1. (a) the first straight path of insertion (blue line)

(b) The proximal wall of #15 tooth must be parallel with proximal retentive surface of #13

tooth

(c) Improper block out at the proximal wall of #15 tooth

치부 상실(#12-23)이 관찰되었다(Fig. 13). 좌측

제 1 소구치(#24) 근심의 치아파절 및 우식증이

관찰되었고 방사선학적 검사에서도 좌측 제 1소

구치(#24) 근심의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어 국소의

치로 수복할 경우 전장관 수복이 유리할 것으로

진단되었다(Fig. 14). 또 전반적인 중등도의 치조

골 소실 및 우측 제 1대구치(#46) 상실 및 심한

치조골 흡수가 관찰되었다.

(a) (b) (c)

Fig. 12. (a) Different vertical position of rigid retainer

(b,c) Different horizontal position and arc of rotation of rigid retainer after the seating of the

framework

2. 치료계획

치주조직이 중등도 소실된 상태로 고정성 보

철물을 선택하면 치료 기간, 비용 증대가 예상되

며, 환자는 치료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를 원

하셨기 때문에 가철성 보철물 수복을 결정하였

다
17-18

. 미소선 높이는 중등도였으나 클래스프가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셨으므로 통상적 클래스프

유지 국소의치는 제외하였다. 상악 우측 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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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Initial intraoral status

Fig. 14. Radiographic findings in initial status

(#13) 근심면에 적절한 언더컷이 있었고 발달된

설면 결절을 가지고 있어 가철성 국소의치 중 회

전삽입로 국소의치를 통해 수복하기로 결정하였

다.

3. 치료 과정

1) 상악 써베잉을 위해 진단모형을 회전중심부

위를 표시 후 써베이어에 위치시키고(Fig. 15a)

분석봉 (analyzing rod)을 이용하여 0° 경사에

서 견치 근심의 언더컷 부위를 평가하고(Fig.

15b) 견치 근심 언더컷이 최소화되는 각도로

이차경사 후 붉은 선으로 써베잉 선을 표시하

였다(Fig. 15c).

2) 좌, 우측 제 2 대구치(#17, 27)에서 0° 경사 하

의 검은 써베잉 라인을 표시하여 Aker's 클래

스프를 위한 써베이 라인을 확인하며 이차경

사 후 붉은 선으로 써베잉 라인을 표시한 뒤

삽입 철거 시 방해되는 부위를 두 개의 써베잉

라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Fig 15c).

3) 우측 제 1소구치(#24) 치아형성 및 좌측 견치

및 좌, 우측 제 2대구치(#13,17,27)에 첫 번째

지대치 형성을 시행 후 실리콘 인상을 채득하

였다(Fig 16a).

4) 모형을 써베이어 상에 위치시킨 후 견치 근심

부 유지면을 따라 모형을 후방경사시킨 이차

경사 하에서 모형 측면에 수직선을 표시하고,

견치 근심에 균일한 유도면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하며 동일한 이차경사 기울기와 주조 금

관의 근심 유도면이 평행하도록 납형 제작 및

밀링을 시행하였다(Fig. 16b) 주조 금관의 교합

면 레스트의 형태는 치관 근원심의 절반을 넘

는 긴 수로형으로, 깊이는 1.5mm 이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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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5. (a) Position the diagnostic cast along the center of rotation

(b) The cast is first surveyed at 0° tilt

(c) The cast is second surveyed after tilted upward anteriorly until the undercut on the

mesial surface of the anterior abutment tooth are eliminated

(a) (b) (c)

Fig. 16. (a) PVS impression after the preparation of #24 and the first natural teeth alteration of

#13,17,27

(b) The proximal wall of #24 tooth must be parallel with proximal retentive surface of #13

tooth

(c) The occlusal rest have an outline form of long channel shape and the depth of 1.5mm

at least

(a) (b)

Fig. 17. (a) Final alginate pick-up impression (b) Fabrication of master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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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Fig. 16c).

5) 치주조직 퇴축으로 인해 치간공극 부위에서

인상재의 변형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찢김저항

도가 낮은 알지네이트(Aromafine, GC, Tokyo,

Japan)를 최종인상재로 선택하였으며 기공물

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좌측 제 1 소구치

(#24) 주조금관의 픽업(pick-up) 인상을 채득하

였다(Fig. 17a). 최종 모형을 제작하고(Fig. 17b)

(a) (b)

Fig. 18. (a) Metal framework and occlusal wax rim fabrication (b)Registrattion of occlusal relationship

Fig. 19. Wax denture try-in and check occlusal relationshiop in maximal intercuspation and lateral

excursion

Fig. 20. Delivery of final prosthesis

써베잉을 통해 견치 인접면과 레스트 시트의

측벽이 평행한 것을 확인하고 0° 경사일 때 전

방 두 지대치 근심면에서 동일한 0.03인치의

언더컷을 확인하였다(Fig 21b). 모형의 측면에

두 개의 독립된 수직선과 써베이 라인을 재차

확인하였다. 금속구조물은 주모형 상에서 견

고한 유지장치가 먼저 안착되고, 후방 Aker's

클래스프 유지장치가 회전하여 최종적으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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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구조물이 안착되는지 확인하였고 견고한 유

지장치와 치아 사이에 블록아웃된 공간이 없

음을 확인하였다(Fig 21a).

6) 금속구조물과 교합제를 시적하고 악간관계를

채득한 다음(Fig. 18), 납의치 시적 시 치축 확

인 및 측방 유도 시 의치의 견치, 소구치 부위

는 자연치와 조화로운 군기능 교합이 되도록

하였다. 전방유도 시 구치부가 이개되도록 교

합조정을 시행 후(Fig. 19), 최종 국소의치를

제작하였다(Fig. 20).
20

총괄 및 고안

첫 번째 증례와 같은 회전삽입로 국소의치에

서 견고한 유지부의 유지력 감소는 흔히 발생하

는 문제이며, 그 원인에 대하여 깊은 고찰이 필

요하다. Garcia
14,

Byron
22

등에 의하면 견고한 유

지부의 최소 언더컷 양은 0.010인치 이상이라고

(a) (b)

Fig. 21. (a) The rigid retainer must be in intimate contact with the proximal surface of the abutment

(b) the wall of canine cingulum rest seat must be parallel with proximal retentive surface

Fig. 22. Rigid retentive areas have an undercut of at least 0.030 inch at a 0°-tilt

하였으며, 첫 번째 증례에서 두 지대치 모두

0.010인치 이상의 언더컷이 확보되었다. 또한 회

전중심이 되는 두 치아의 유도면이 모두 평행하

게 일치하도록 자연치인 견치 근심면에 맞추어

주조 금관에서도 평행한 유도면을 형성하였다

(Fig. 11a,b).19

그러나 근심부위에 견고한 유지부가 먼저 위

치할 때 교합면 레스트의 방향과 치아 인접면 형

태 등으로 인해 직선삽입로 방향이 제한되고 제

한된 삽입로 내에서 후방 구조물이 회전하면서

안착될 때 회전 반경의 차이로 인해 금속구조물

의 시적 시 장애가 되는 부위가 발생하였다. 기

공 과정에서 금속구조물의 적합을 위하여 우측

제 2소구치(#15) 주조 금관의 근심 유도면 일부

를 블록아웃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Fig.

11c), 국소의치 안착에 방해되는 부위는 제거되

었으나 유도면 면적이 감소하게 되어 양쪽의 견

고한 유지부를 위한 치아 유도면이 부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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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 case Ⅰ (b) case Ⅱ

: Rigid retainers of case Ⅱ shows more similar arc of rotational than case Ⅰ

형성되었다.

유지력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정밀한 설계 및 기공작업이 뒷받침되

지 못할 때 발생 가능한 견고한 유지부의 수직적

위치 차이를 들 수 있다(Fig. 12a).
19

또, 의치가

구강내에 일단 위치한 후에는, 후방 유지부위가

회전중심이 되면서 견고한 유지부에서는 필연적

으로 회전반경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19

(Fig.

12b,c). 견고한 유지부의 수직, 수평적 차이는 공

통변위로 내에서 의치에 가해지는 탈락력의 차

이를 야기하고, 그에 따라 견고한 유지부에서 차

등적인 마모가 예상되고, 이는 의치의 불안정성

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원인들을 고려해볼 때,

견고한 유지부의 유지력 감소를 막기 위해 양쪽

의 치아 유도면은 수직․수평적 위치가 가능한

한 일치되도록 하며 블록아웃 없이 최대한의 면

적을 얻도록 해야 한다
19

.

두 번째 증례에서는 이전 증례에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회전중심이 되는 전방의 두 치아의 유

도면이 평행하고 최대한 연장되도록 하였으며

(Fig. 21a) 교합면 및 설면 레스트 또한 견고한 유

지부의 유도면과 평행하도록 하였다(Fig. 21b).

Yamaga 등
21

에 의하면 회전중심부의 언더컷이

커질수록 의치 유지력이 증가한다고 보고되며,

본 증례에서는 0° 경사 상 언더컷은 0.03인치로

최대화하였다(Fig. 22).

주주금관 구개측에 파지암(bracing arm)을 추

가적으로 설계하여 안정성을 높였으며, 상대적

으로 첫 번째 증례에 비해 견고한 유지부위의 회

전반경이 유사한 것도 기공오차를 줄일 수 있었

던 원인으로 사료된다(Fig. 22).

후방 유지장치의 설계에 있어서 증례 1에서는

환자가 제 3대구치 발치를 거부하여 기계적으로

유리한 근심 Aker's 클래스프를 설계하였다. 그

러나 Budts-Jorgensen 등21에 의하면 장기적인 국

소의치 예후에 있어 치태침착 위험을 최소화하

는 생물학적 설계가 기계적 이점보다 유리하다

고 하여, 두 번째 증례에서는 제 3대구치 발거 후

원심 Aker's 클래스프를 선택하고 후방 무치악

부위에서 부연결장치가 연장되는 생물학적 설계

를 시행하였다(Fig. 22).

결 론

본 증례는 일반적인 국소의치 설계와는 다른

전후방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를 이용하여 성공적

으로 수복하였기에 이를 보고하였다. 성공적인

회전삽입로 국소의치 수복을 위해 안정, 유지,

지지를 획득하여야 한다. 교합면 레스트를 통한

지지 및 길고 깊고 평행한 명확한 교합면, 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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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트와 명확한 유도면을 통해 최대한의 안정

을 획득하고 모형의 0° 경사 및 이차경사에서 2

회의 써베잉을 통해 매우 세밀하게 접촉하는 견

고한 유지부를 제작하며 후방 유지 클래스프 또

한 더불어 유지력을 획득하여 성공적인 회전삽

입로 국소의치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실치의 심미적인 수복을 위해서는 임상의는

주의깊은 환자 평가 및 정밀한 써베잉이 필요하

며 보철물 완성 이후에도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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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sthetic Restoration of the Missing Maxillary Anterior Teeth with

the Rotational Path RPD: A Case Report

Ji-Hye Lee, So-Min Lim, Hye-Eun Jung, Chan-Jin Park, Lee-Ra Cho, Dae-Gon Kim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and Institute of Oral 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Missing anterior teeth can be replaced using any of a number of methods. Patients may choose to replace missing teeth

with a prosthesis that is either removable, fixed, or retained with implants. For patients faced with financial, anatomical,

and/or esthetic limitations, the edentulous region can be restored successfully and esthetically with a properly designed and

fabricated rotational path RPD. The rotational path RPD is a partial removable dental prosthesis that incorporates a curved,

arcuate, or variable path of placement allowing one or more of the rigid components of the framework to gain access to

and engage an undercut area. The rigid retainer must gain access to the infrabulge portion of the tooth by rotating into

place. Either a minor connector or proximal plate provides retention through its intimate contact with a proximal tooth

surface. A specially designed dovetails or asymmetric rest seats provides support and embracing effects. Correctly designed

and fabricated rotational path RPD can provide improved esthetics, cleanliness, and retention.

But rotational path RPDs are technique sensitive since the rotational path RPD has little margin of laboratory error that

rigid retainers cannot be adjusted like conventional clasps can, RPD framework must be remade once the retention is lost.

The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for the rotational path RPD is required for clinically successful tratment. This

clinical report describes in detail the theoretical, laboratory considerations and the treatment of a patient with an anterior

maxillary edentulous area treated by an AP path rotational RPD that had a difficulty in long term maintenance and describes

another clinical case in which more reasonable treatment procedures were approached after analyzing the former case.

Key words: rotational path RPD, esthetic anterior restoration, control of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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