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9339

서론

악골부조화를 가진 환자의 기능개선을 위한 치료의 가
장 중요한 목적은 안정적인 교합접촉을 얻는 것이다. 이
때 각 치료방법(형태수정, 위치수정, 수복, 수술)들을 평
가하여 환자가 지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수술적인 수정이 적응증인 경우 어느 악
궁이 환자의 기능 및 심미와 최선의 조화를 이루는지 확
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악궁에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양쪽 악궁에 모두 수정이 필요

할 수도 있다.1

악궁관계이상에 연관된 뚜렷한 안모문제가 있을 때 어
느 부위가 변경되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사선

사진 분석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부계측 방사선사진은 
진단의 초기단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2,3 이외에

도 중립대분석이나 기능분석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도움

이 된다. 치료의 목적은 두부계측학적 평균과 항상 일치

하지는 않으며, 각 개인에 맞는 해부학적이고 기능적인 
조화를 형성하는 것이다.1 두부계측학적 평균은 각 개인

마다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다른 유용한 정보와 함께 
분석되었을 때 어떠한 부분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1

골격성 2급 환자들의 악간관계는 여러 수평적, 수직

적인 관계를 포함한다. 전방 안면부와 치조골 성장이 하
악 과두부위를 능가하면 하악은 후방으로 회전한다.4,5 후
방 회전은 Frankfort mandibular plane angle (FMA) 값
을 크게 만들며 이런 환자들은 씹는 힘이 약하며 저작근

육이 위축되어 있어 의치에 가하는 응력이 작으며 치조

골의 높이가 높다고 한다.4,5 반대로 과두의 성장량이 전
방부 성장을 능가할 때 하악은 전방으로 회전하는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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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maxillomandibular relationship is unstable or requires treatment for improved function and esthetics, the first treatment 
objective is to provide stable occlusal contacts. The patient has moderate mental retardation. Due to inadequate vertical overjet, 
horizontal arch malrelation and excessive tooth loss, full mouth rehabilitation was required. The purpose of treatment planning is to 
establish physiologic maxillomandibular relation. Using cephalometrics for occlusal analysis is an aid to make a decision. The amount 
of horizontal bone reduction was calculated with evaluating soft tissue profile. After provisional denture placement, healing of the 
surgical site and newly adapted arch relationship was evaluated. The patient satisfied with esthetics and showed stable holding 
contacts. Periodic examination is needed to exclude occlusal disharmony. (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4):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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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회전은 FMA을 작게 만들며 씹는 힘이 강하고 비대성 
저작근육을 가지게 되고 의치에 대한 응력이 증가하며 
치조골 높이가 낮다고 한다.4,5

골격성 2급 무치악 환자에서 치아배열 시 상대적인 악
궁의 크기와 상악전돌형 전후방적인 관계는 보철물을 
지지하고 교합접촉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한다. 
또한 FMA 값이 큰 환자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전방유도

와 과두유도를 가지며,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키는 경향

과 여러 개의 일정하지 않은 폐구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중심위에서 전후방으로 다수의 교합접촉점이 필요하다.

치조골의 불규칙적인 변화는 잔존치아의 상실시기

와 위치에 따른 국소적인 골 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6,7 부위에 따른 치조골의 불규칙성은 다양한 임상적

인 문제를 초래하고 임상가는 이에 대해 다양한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치아의 과정출에 의한 보상적 골 반
응(compensatory bone reaction)은 이런 불규칙적인 치
조골의 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8 또한 기계적인 
자극에 의한 미세손상(microdamage)은 골의 부분적인 
흡수를 유발한다.9

이 증례보고의 목적은 부위에 따른 치조골의 불규칙

성에 의한 악골관계부조화를 가진 환자의 다양한 임상

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진단하여 치료하는 과정과 그 결
과를 통해 얻은 지견을 나누는 것이다.

 

증례 보고

이가 없어서 틀니를 만들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한 40
세의 정신지체를 가진 남성으로 쿠에타핀정(Quetiap-
ine), 아빌리파이정(Abilify) 등을 복용하고 있었다. 구내

검사 시 장기간 상악 치조제로 저작하여 하악 자연치아

와 맞닿은 부위에 뚜렷한 교합정지점이 있었다. 하악 좌
우측 소구치와 맞닿은 부위의 치조골 흡수량이 더 컸다. 
상하악 후방 치조제 부위가 맞닿아 있었으며 잔존치근

이 존재하였다. 상하악 점막 전반에 걸쳐 포다이스과립

(Fordyce’s granule)을 볼 수 있었으며 하악 좌측 견치, 
우측 제1, 2소구치의 치아우식으로 인한 광범위한 치질 
소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하악 좌측 제1소구치는 치수

가 노출된 상태였다. 구내소견으로 보아 환자의 주된 치
아소실 원인은 구강위생 관리불량으로 인한 치아우식 
및 이에 따른 치관파절로 보였다. 교합면에서 보았을 때 
상악 전후방의 골 언더컷이 보이며 교합 정지점 부위의 
좁은 치조제가 관찰되었다. 협소대의 위치가 치은연과 

동일한 정도로 보여 추후 의치유지를 저해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Fig. 1).

구외 검사상 구각염, 처진 구각부가 보이며 너무 깊
게 물려 입술이 얇게 다물어져 있으며 입 주위 이근

(mentalis muscle) 긴장도가 높아 보였다. 양측 구각구순

염(angular cheilitis) 소견을 보아 교합접촉 상실로 인한 
수직고경 감소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안모의 심
미적 평가에서 Willis, McGee 방법10 모두 양호한 비율

을 보였으나 환자 보호자가 장안모인 것을 고려했을 때 
환자 또한 본래 장안모형(dolicocefalic face)을 나타내나 
교합 수직고경이 줄어들면서 안모 비율 또한 달라진 것
으로 보였다. 실제로 안정시 교합면간 거리(interocclual 
rest space) 평가 시 수직고경을 상실한 것으로 보였다

(Fig. 2). 
방사선 검사 시 전반적인 치조골소실이 보이며 상하

악 견치, 소구치를 제외하고 모두 소실된 상태였다. 최
후까지 남아있던 견치의 과정출에 의한 전상악골(pre-
maxilla)의 치조골 수준이 유지되었으며, 대합치가 가하

는 국소적인 응력은 부분적인 치조골 소실을 유발하였

다고 추정되었다(Fig. 3). 진단모형을 분석한 결과 상악

의 불규칙한 교합평면을 볼 수 있었으며 상하악 치조정

간 8 mm 정도의 수평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수평적인 악골관계 부조화 정도를 계측하기 위하여 

측방 두부 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다. 환자의 상악은 수
평적으로 더 많이 나와 있었으며, 하악의 위치는 정상으

로 간주할 수 있었다. 안면평면(facial plane)에 대한 A 
point의 관계로 미루어 측방안모의 볼록한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상악에 대한 하악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친다.11 환자의 A point는 안면평면에 비해 전방에 위치

하였다. 코, 턱끝, 입술의 위치 관계는 심미평면(esthetic 
plane)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상적으로 하순은 이 
심미평면과 가깝게 위치하나 무치악 환자의 경우 치조

제흡수로 인해 입술이 후방에 위치한다.1 상순 기저부의 
함몰부위를 통과하는 진성 수직선을 기준으로 상순의 
돌출도를, 하순과 턱 끝 사이의 함몰부위를 통과하는 수
직선을 통해 하순 돌출도를 평가하였다. 환자는 구외사

진과 측방 두부 방사선사진에서 모두 하순이 심미평면 
후방에 위치하였다(Fig. 4).

삭제할 골의 위치와 높이를 가늠하기 위해 써베잉하

였다. 진단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한 후 상악 전치부를 먼
저 배열하였다. 인공치 배열 시 상순 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돌출도가 가장 적도록 모형상에서 배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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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raoral examination: multiple missing teeth and dental caries.

Fig. 2. Extraoral examination: angular stomatitis, drooping labial commissure and muscle hyperactivity.

Prosthetic treatment with correcting edentulous maxillomandibular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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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악 전치부가 배열된 교합제를 시적한 결과, 순측 
풍융도가 크고 상순 긴장도가 컸다. 심미평면에 대한 상
순의 돌출도에 기준하여 상악 치조골을 3 mm 수평 삭
제하기로 계획하였다(Fig. 5). 술전 수평골 삭제량을 계
측하고 수술용 템플레이트(surgical template)를 제작하

기 위해 모형상에서 삭제지점을 확인하였다. 균일한 골 
삭제를 위하여 인덱스를 제작하여 비교하였다. 진단모

형을 수평적으로 3 mm 삭제 후 인공치아를 재배열 하
였다. 또한 삭제된 모형 상에서 제작한 수술유도장치를 
이용하여 눌리는(blanching) 부위와 악간공간을 확인하

며 수술하였다. 수술 후 재내원하여 심미선을 기준으로 
구순 지지량을 다시 조절하였다(Fig. 6). Willis, McGee 
법으로 안면 하부 1/3의 조화와 입술의 형태, 구순지지, 
하순과 턱사이 피부 양상 등의 안모의 심미적 평가를 시
행하여 수직고경을 평가하였다. 안정시 교합면간 거리

Fig. 3. Radiographic evaluation: generalized alveolar 
bone loss.

Fig. 4. Cephalometrics for occlusal analysis. (A) Horizontal position of maxilla, (B) Horizontal position of mandible, (C) 
Anterior-posterior relationship of maxilla to mandible, (D) Evaluation of soft tissue profile, (E) Esthetic plane of patient.
N, Nasion; Po, Porion; Pn, Pronasale.

A B

C D

E

N point

A point

Frankfort horizontal plane
90˚

N point

A point

Facial plane (N-Po)

Po point

N point

Facial plane

Po point

Pn point

Esthetic plane

Po point

Frankfort horizontal plane
90˚

Rhee YK, Huh YH, Park CJ, Cho LR



343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4):339-49

가 8 mm였으며 교합기 상에서 임의로 6 mm 거상하였

을 때 전방부, 측방부에서 모두 수복공간이 회복될 것으

로 추정되었다.10 정신지체 환자이기에 술 후 2 - 3일 동
안 수술유도장치를 고정하는 것이 치유에 더 유리할 것
으로 생각하여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인위적으로 뜯어 
제거하여 오히려 광범위한 궤양이 생겼다. 

상악 치조제의 교합정지점이 되는 부위가 이상 각화

Fig. 5. (A) Preoperative cast analysis, (B) Facial appearance with anterior teeth.

A

B

Fig. 6. (A) Preoperative evaluation, (B) Centric relation record.

A B

되었을 것이라 예상하여 생검을 시행하였다. 다른 부위

와 비교를 위해 전방 치조정 부위와 상악 결절부위를 함
께 시편을 채취하였다. 생검 결과 교합 정지점 부위가 
더 두꺼운 각화층을 보였으나 전방 치조정 부위와의 차
이는 크지 않았다. 정상치은과 비교하였을 때 각화층 두
께에 차이가 있으며 구강점막이 섬유화 되어 있고 기
저층(basal layer)이 저형성되어 있었다. 세포의 액포화

Prosthetic treatment with correcting edentulous maxillomandibular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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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olization) 경향이 있어 점막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이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과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Fig. 7).

술 후 두 달 뒤 인상채득 후 제작한 모형과 초진모형

을 중첩하여 상악의 전방 치조정 부위 변화를 관찰하였

다. 3차원중첩 결과 수술 전후 상악 전치부 치조정 형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상대적인 악궁의 크기

와 전후방적인 관계 때문에 교합접촉을 형성할 수 있는 

Fig. 7. (A) Biopsy on anterior crestal, palatal gingiva, tuberosity area, (B) Comparison between normal gingiva and 
patient’s palatal gingiva area, (C) Vacuolization.

A

B

C

� Anterior crestal area � Palatal gingiva area � Tuberosity area

Normal gingiva � Palatal gingiva area

Normal gingiva � Palatal gingiv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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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제한되었다. 하악을 전방으로 내미는 경향과 일
정하지 않은 폐구위치로 인해 중심위, 편심위에서 전후

방으로 다수의 교합접촉점이 필요하였다(Fig. 9). 의치시

적 후 교합점을 확인은 할 수 있었으나 무는 힘이 약하

여 분명하지 않았다. 구외검사를 여러 번 반복하여 시행

하였을 때 의치시적 직후에는 입 주위 근육 긴장도가 과
도하여 교합을 조정하면서 환자의 적응기간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었다. 첫 번째 의치 제작 후 환자가 한달 이
상 내원하지 않았으며 의치를 분실하여 두 번째 의치 제
작이 필요하였다. 두 번째 의치를 구외 검사하였을 때는 

Fig. 8. Superimposition of 3D digital models, evaluation of surgical outcome.

Fig. 9. Artificial teeth arrangement and polymerization (laboratory remounting).

Prosthetic treatment with correcting edentulous maxillomandibular relation



346 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4):339-49

처음 의치 시적 시보다 교합이 안정적이며 입가 주위 근
육 긴장도 또한 감소하였다. 측방에서 보았을 때 초진 
시 상하순이 심미평면 후방에 위치하였으나 두 번째 의
치 상에서는 이에 근접하게 위치하였다(Fig. 10).

 

고찰 

본 증례에서는 불규칙적인 치조골의 변화가 잔존치조

제의 치아상실 시기와 위치에 따른 국소적인 골 흡수나 
골 수준의 유지로 생긴 악골부조화를 가진 환자의 수직 
교합고경을 재설정하고 교합을 재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치아발거 후 치조골의 변화는 일정한 양
상을 보이며 상악의 경우 전방부와 후방부에서 모두 수
직적, 수평적인 골 흡수가 발생한다.12 잔존 치조제의 높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중 기계적인 
자극은 종종 해당 부위의 심각한 형태의 치조제 감소를 
일으키는 병적 원인이 된다.6 특히 대합치가 가하는 국
소적인 응력은 부분적인 치조골 소실을 유발할 수 있다. 
기계적인 자극의 정도에 따라 골이 형성되거나 흡수될 
수 있으며 골 수준을 보존하는데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

져 있다.6 하지만 골의 회복능력을 넘어서는 미세손상과 
역치를 넘어서는 기계적인 힘의 축적은 골의 흡수를 일
으킬 수 있다. 이것은 골세포(osteocyte)가 매개하는 반
응이며 골모세포(osteoblast), 파골세포(osteoclast)의 기
계적 자극에 대한 반응의 균형이 깨지면서 일어난다.9

치조골의 변화는 잔존치조제의 일련의 흡수과정으

로 일어나지만 치아 상실시기와 위치에 따른 보상기전

에 의한 골침착으로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치
아의 과정출이나 마모에 의해 일어난다. 본 증례에서 전
상악골(premaxilla)의 치조골 수준이 유지된 것은 최후

까지 남아있던 견치의 과정출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보
상기전에는 치아의 정출, 백악질 침착, 골의 침착이 있
다.13 골 침착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발치와의 깊이

를 감소시키는(socket shallowing) 차별적인 골생성(dif-
ferential bone growth)와 교합평면으로 골이 전체적인 
이동을 하는 전반적인 골생성(general bone growth)이
다.13 보상기전의 50%는 치아의 정출로 보상되며 여기

서 31.3%는 차별적인 골생성이 차지한다. 전반적인 골
생성은 전체 보상기전의 10%를 차지한다고 한다.13 치
아의 과정출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능동

Fig. 10. Extraoral reevaluation.

Initial examination            1st provisional denture         2nd provisional denture

Initial examination                   1st provisional denture                2nd provisional d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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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출(active eruption)과 치근막(periodontium)의 성
장이다.14 능동적 정출은 치근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

면서 치조와 바깥으로 치아가 정출하는 것이다.14 이때 
치조골이 치아 교합면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일조하면

서 골의 침착이 이루어진다.14 반면 수동적 정출(passive 
eruption)은 실제적인 정출이 아니고 치은의 퇴축이 일
어나는 것이다.14 해당 증례에서는 상악 전후방의 치조

골 높이 차이로 미루어 보아 초기에 대합치의 소실에 따
른 좌우 견치의 능동적 정출로 차별적인 골생성이 일어

났으며 그와 함께 교합평면 방향으로 골이 이동하여 견
치 주위로 전반적인 골생성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골격성 3급 무치악에서 보철전 수술을 통해 악골크기

를 수정함으로써 심미성과 지레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
다고 알려져 있다.10 하지만 골절제술로 인해 연조직의 
과잉잔존은 오히려 얼굴주름을 강조할 수도 있다. 골격

성 2급 무치악 악간관계를 가지는 환자에서의 악골크기 
수정을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악간관계

에서는 하악이 후방 회전되고 교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악 치조골 수평삭제를 시행함으로써 악골관계를 개선

하고 전방부의 수평 피개량을 줄일 수 있어 전후방으로 
고른 교합접촉을 부여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증례와 같
이 과도한 근긴장을 가진 환자에서는 근긴장도 줄일 수 
있어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전방유도와 과두유도를 가지며 교
합점이 일정하지 않아 중심위와 편심위에서 모두 다수의 
교합 접촉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증례에서도 교합기 
상에서 최대한의 교합접촉점을 부여하려 노력하였다. 하
지만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구강 내에서 이러

한 교합접촉점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본 증례는 수평적인 악간관계 부조화를 진단하기 위

해 측방 두부 방사선계측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심
미평면(esthetic plane)을 사용하여 구외에서도 함께 비
교면서 진단을 시행하였다. 모형상에서 계측한 만큼 전
상악골의 치조골을 삭제하였고 의치 제작시 악간관계를 
보상하고 급격한 전방유도를 없애기 위한 하악 전치부

의 순측 배열이 필요하였으며 교합점이 전후방으로 고
루 분포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결론 

잔존치조제의 치아상실 시기와 위치에 따른 국소적

인 골 흡수나 골 수준의 유지로 생긴 불규칙적인 치조골

의 변화는 악골부조화를 야기하고 교합재구성을 필요로 
한다. 지적 장애인 환자에게 보철 전 치조제수술과 수직 
교합고경의 재설정으로 교합을 전면 재구성하였다. 장
기적으로 더 높은 치료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

이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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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악치조제의 개선을 통한 보철치료 

이예규, 허윤혁, 박찬진, 조리라*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및 구강과학연구소

상악과 하악의 크기부조화가 있거나 악간관계가 불안정한 환자의 치료목적은 안정적인 교합접촉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등도의 정신지체 환자로 부족한 수직고경, 수평적 악골관계 부조화, 광범위한 치질소실로 인하여 보철치료가 필요하

였다. 두부계측학적 평균치를 기준으로 악골위치를 판별하고, 연조직 측모분석 후 수평 골삭제량을 결정하였다. 수술

부위의 안정적인 치유 및 설정된 상하악관계에 대한 의치 적응여부를 평가하였다. 만족할만한 심미성과 안정적 교합상

태를 얻었으나, 추가적인 교합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4;30(4):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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