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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피개 의치는 소수의 잔존치나 치근, 임플란트에 의해 
지지를 받는 가철성 의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

인 고정성 보철물이나 가철성 국소의치를 이용한 보철

수복이 부적절한 경우 총의치의 대체 치료로 종종 선택

된다.1,2 피개 의치는 치조제의 흡수를 방지하고 저작근

의 위축 또한 방지해서 저작효율을 높이고 의치의 안정

과 유지력 증가라는 장점을 갖지만, 지대치가 우식 또는 
치주질환에 이환되기 쉬우며 의치의 두께가 얇아짐으로

써 의치가 파절되기 쉽고 일반적인 총의치에 비해 유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3-5 요즘의 피개 의치

는 어태치먼트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유지와 안정을 얻는 
어태치먼트 유지형 피개 의치가 주로 사용되며 크게 바

형, 단추형, 자석형, 이중관형의 4가지 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다.6,7 바형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피개 의치는 수평

력에 강하나, 협설 및 수직으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는 단점이 있다. 단추형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피개 의치

는 차지하는 공간은 바형보다 작고 유지력 또한 우수하

나, 유지력을 얻는 내부의 고무링과 같은 부품이 소모품

이라 잦은 교체를 해주어야만 한다. 이중관 어태치먼트

를 이용한 피개 의치는 이중관을 이용한 형태이며 치료

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많이 들며, 유지력 조절이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석형 어태치먼트를 이용

한 피개 의치는 수직적 유지력은 크지만 수평적 유지력

은 작으므로 지대치나 임플란트에 덜 위해한 힘을 가하

며, 다른 기계적 유지장치에 비해 마모나 파손 등이 적다

는 장점이 있다. 단, 자성 어태치먼트는 부식이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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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denture has the advantage of improving the stability and retention of the denture but the abutment may be easily affected by 
caries or periodontal disease and the thin denture can be easily broken. The magnetic attachment overdenture has a high vertical 
retention but a low horizontal retention, thus, exerting a less disruptive force to the abutment or implant and shows less abrasion 
or damage compared to other mechanical retainers. Denture fractures in overdenture is caused by the thin denture base as the 
attachment is inserted, but it may also be caused by the difference in detrusion between soft tissue and hard tissue, and between 
an implant and a natural tooth. To compensate this shortcoming, a magnetic attachment with a silicone ball inserted in the magnet 
was developed as we report a successful case using this specific type of magnetic attachment overdenture. (J Dent Rehabil Appl Sci 
2015;31(4):3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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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자력이 급속도로 소실되어 유지력이 저하되는 결
과를 낳게 되며, 자석과 보자 장치의 관계가 벌어지거나 
어긋났을 때, 유지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
다. 이외에도 자석 재료 자체의 특성상 재질 자체가 취
약하며 모든 피개 의치가 갖는 공통적 문제점인, 의치의 
파절이 나타날 수 있다. 

피개 의치에서 나타나는 의치의 파절은 어태치먼트가 
의치상 안에 삽입됨으로써 의치상의 두께가 얇아져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압박에 따른 구강 내 연조직과 경조

직의 변화량 차이 및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수직 또는 수
평적 동요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8-13 이를 보
상하기 위해 개인트레이의 완압량을 다르게하는 선택

적 가압 인상법, 인상채득시 기능압을 가해서 기능시의 
조직상태를 인기하는 기능압 인상법 등이 존재하나 최
근에는 완압기능을 어태치먼트에 추가한, silicone ball
이 자석안에 삽입되어 있는 자성 어태치먼트가 개발되

었다. 이를 이용해 피개 의치를 제작하면, 저작력과 같
은 힘이 의치에 가해졌을 때, 자연치나 임플란트의 움직

임과 연조직의 움직임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상해줄 수 
있으므로 의치상의 파절, 어태치먼트의 손상 등을 방지

해줄 수 있으며, 잔존해 있는 지대치나 임플란트의 수명 

또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에서는 
완압형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피개 의치 증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본 환자(초진시 50Y/F)는 2004년 5월 초진 당시 잇몸

이 부어있다라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심한 만성복합치

주염으로 인해 대구치의 심한 치조골 소실과 더불어 다
른 치아들의 전반적인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었다(Fig. 
1). 또한, 치주염뿐만 아니라 항고혈압 약물에 의한 치은

비대가 발생하여 치은절제술을 계획하였다(Fig. 2). 예후

가 불량한 #17, 27의 발치 후 잔존치의 치주관리 및 치
은절제술 후 총의치를 계획하고, 상악 유치악-하악 무치

악인 편악 의치를 사용하게 되므로 하악의치의 지지 및 
유지를 위해 피개 의치를 계획하였다.

발치 후 여러 차례 치주관리를 거쳐 건강한 치은조직

을 회복하였으며, 치은 절제 및 항고혈압 약물 교체 후 
정상적인 치은형태로 돌아왔다. 하악에서는 #43을 피개 
의치의 지대치로 사용키로 결정하고 남겨두었다(Fig. 3).

여러 단계에 거쳐 발치를 시행하고 섭식을 위한 임

Fig. 1. Panoramic radiographic view of first visiting.

Fig. 2. Drug induced gingival hyperplasia. (A) Right side, (B) Frontal side, (C) Lef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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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치를 장착했고, 하악 전치부 발치 후 3개월이 지나 
발치와가 회복된 것을 확인한 뒤 #33부위에 임플란트

(OSSEOTITE NT™ 4.0 mm × 13.0 mm, Biomet 3i, 
Palm Beach Garden, USA)를 식립하였다(Fig. 4). 임플

란트 식립하고 3개월이 지나 골유착이 이뤄진 후 2차 수
술로 치은 외형을 형성해주었다(Fig. 5).

치은의 외형이 완성되고, 어태치먼트 부착을 위해 악
간공간 평가를 시행하였다. 악간공간의 평가는 납의치

를 제작하여 열가소성수지로 외형을 인기하고 어태치먼

트가 위치할 부분을 절단하여 공간을 평가하는 방법으

로 행해졌다(Fig. 6). 어태치먼트는 완압형인 Magsoft L® 

(Aichi Steel, Nagoya, Japan)와 일반적인Magfit-IP-BS® 

(Aichi Steel)가 선택되었다(Fig. 7). 그 후 잔존치를 삭제

하여 포스트와 보자 장치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했고, 좋
은 유지력을 얻기위해 서베잉을 통해 양쪽의 어태치먼

트가 평행하게 장착될 수 있게 했다 (Fig. 8). 그 후 주조

되어 나온 포스트와 보자 장치를 치아에 접착하고 임플

란트에는 다른 자성 어태치먼트를 연결한다(Fig. 9). 그
리고 통상의 방법대로 총의치를 제작한다(Fig. 10).

통상의 방법대로 총의치를 제작 시 더미를 제작하여 
의치상 내 어태치먼트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

다(Fig. 11). 총의치를 제작하여 1달 가량 사용하게 한 

Fig. 3. Intraoral condition. (A) After extraction, gingivectomy and 1st periodontal treatment, (B) 2nd periodontal 
treatment.

Fig. 4. First stage of implant surgery. (A) Intraoral photo before the surgery, (B) Installated implant fixture, (C) Sutured 
state.

Fig. 5. Second stage of implant surgery. (A) Intraoral photo before the surgery, (B) Exposed implant fixture, (C) 
Connected a healing abutment and sutured state.

A B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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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자석을 연결했다. 이 때 자석은 구강 내에 정확히 위
치시킨 후, Fit-checkerTM(GC, Tokyo, Japan)와 같은 실
리콘을 이용하여 자석의 의치 내 위치를 확인하고 의치

상에 접착한다. 의치상에 보이는 구멍은 잔여 시멘트를 
위한 퇴출구이다(Fig. 12). 2005년 피개 의치 첫 장착 후

(Fig. 13), 10년이 지난 2015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모습을 보면 큰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14). 사용한지 10년째 되는 2015년의 구내 및 
의치사진(Fig. 15).

Fig. 6. Space measurement for attachment and denture base. (A) Intraoral photo, (B) Fabricated wax denture, (C) 
Duplicate model with wax denture and use thermoplastic resin for taking outer form of wax denture, (D, E) Measure 
the available space for attachment and denture base thickness. 

Fig. 7. (A) Magsoft®(Left; stress breaking type), (B) Magfit-IP-BS®(Right; conventional magnetic attachment).

A B C

D E

A B

Fig. 8. (A) Working cast for fabricating keeper, (B), (C) Surveying for parallization between #33 and #43.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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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B) Casted attachment.

Fig. 10. Fabricating conventional complete denture. (A) Cementing a casted attachment and connecting another 
attachement on the implant, (B) Functional impression taking, (C) Master cast, (D) Casted framework, (E) Record base 
and wax rim, (F) Vertical dimension taking, (G) Wax denture, (H) Bite registration taking for clinical remounting.

Fig. 11. Attached dummy on the master cast.

A B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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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ementing the magnet with complete denture in oral area. (A) Make the hole for flowing excessive resin and 
checking correct location of the magnet, (B) Block-out, (C) Attaching a dummy for space maintaining of the magnet, (D) 
Corrective located magnet assembly, (E) Try-in, (F) Trimming and polishing excessive resin.

Fig. 13. Panorama radiographic view of first delivery of 
the overdenture.

Fig. 14. Panorama radiographic view using 10 years 
after first delivery.

Fig. 15. 10 years follow-up check after delivery. (A) Intraoral photo, (B) Overdenture (cracked surfaces are relining 
material).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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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무치악 환자의 구강회복을 위한 보철수복방법은 꾸
준히 발전해왔다. 총의치부터 전악 임플란트 수복까지, 
무치악 환자로 하여금 최대한 치아 상실 이전의 상태로 
돌리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피개 의치는 그 노력

의 일환으로써, 전통적인 총의치보다 더 나은 유지, 안
정, 지지를 원하지만 전신상태, 경제적능력 등으로 인해 
전악 임플란트 수복이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제
공하고 의치사용의 만족도를 높인다.1,2,4-6,14,15 그러나 이
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총의치보다 높은 초기

비용, 유지비 등의 경제적 부담감은 물론이거니와 어태

치먼트의 삽입으로 인해 얇아진 의치상에서 기인한 의
치의 파절, 어태치먼트 자체의 파절 및 기능상실 등으로 
인한 잦은 교체, 후방 무치악부위 치조제의 흡수로 인한 
의치의 움직임 증가 등의 단점 역시 존재하여 많은 임상

가로 하여금 피개 의치를 주저하게 만든다.11,12,16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단점들을 차치할 수 있을 만큼 
피개 의치가 갖는 장점들은 크고, 어태치먼트의 개발, 
임플란트의 발전 등으로 인해 피개 의치의 활용도는 더
욱 높아지고 있다.

본 증례보고에서는 다양한 어태치먼트 종류 중, 임플

란트나 지대치에 접촉함으로 인해 유해한 힘을 유발하

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성 어태치먼트를 사용했다.16-18 또
한, 의치의 사용시에는 지대치의 동요도와 연조직의 압
하량의 차이에서 기인한 의치의 움직임 또는 지대치에 
유해한 힘이 가해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silicone 
ball이 내부구조에 삽입되어 완압 역할을 할 수 있는 어
태치먼트를 사용했다.16 마찬가지로, 지대치나 임플란트

의 동요도와 의치 지지조직의 압하량의 차이에서 기인

할 수 있는 의치상의 파절, 지지조직의 흡수, 기존 자성 
어태치먼트 사용시 발생하는 자석의 파절 역시 방지하

고자 했다.8-13,17,19,20 실제로 본 증례의 환자는 10년의 사
용기간 동안, 2번의 첨상, 2번의 자성 어태치먼트 탈락

만이 존재하였을 뿐, 어태치먼트의 교체나 의치의 파절 
등은 없었다. 환자의 의치 사용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
았으며 사용한지 10년째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도 
잔존치나 임플란트의 주변골이 건전하였다.

결론

피개 의치의 사용시 자성 어태치먼트는 충분히 좋은 

선택지이며 특히, 완압형 장치가 달린 자석은 치아와 임
플란트가 혼재되어 있을 때 좋은 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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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에서 완압형 자성 어태치먼트를 부착한 임플란트-자연치 피개 의치: 

10년 증례보고

박은철, 이수연, 김희중*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피개 의치는 의치의 안정과 유지력 증가라는 장점을 갖지만 지대치가 우식 또는 치주질환에 이환되기 쉬우며 의치의 
두께가 얇아짐으로써 의치가 파절되기 쉽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자성 어태치먼트 피개 의치는 수직적 유지력은 크지

만 수평적 유지력은 작으므로 지대치나 임플란트에 덜 위해한 힘을 가하며, 다른 기계적 유지장치에 비해 마모나 파손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피개 의치에서 나타나는 의치의 파절은 의치상의 두께가 얇아져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연조

직과 경조직,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압하량 차이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silicone ball이 자석 안에 
삽입되어있는 자성 어태치먼트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이용해 피개 의치를 제작한 증례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타나 보고

하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5;31(4):3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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