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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구치부 교합지지가 상실된 경우 대합치가 정출하면서 
교합평면의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며,1 전치부의 마모

나 경사, 회전 등과 함께 수직교합고경이 감소되면 교합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2 또한 저작근육의 수축이 정상

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저작 기능이 떨어지고,2 턱관절 통
증이나 장애 등 다양한 병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한다.3 
수직교합고경의 감소는 하안면부의 심미성에 영향을 미
쳐, 구순 지지가 감소하거나 구각부에 주름이 생기는 등 
노인성 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3 임상적으로 정상적

인 교합의 유지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상하악의 교합 
재설정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는 수직고경의 거상

을 통해 보철물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교합 재설

정을 시행하는 보철치료나 악교정수술이 동반된 교정치

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수직교합고경의 거상을 통한 보철치료의 경우, 거상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리적 안정위, 연하, 발음, 안모계

측 등 여러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4 Dawson은 안정위가 
매우 가변적이어서 수직고경의 결정에 역할을 할 수 없
다고 하였다.5 그러나 아직까지 안정위는 동적이고 기능

적인 개념으로 악구강계의 기능과 심미를 회복하는데 있
어 가치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6 교합 재설정

을 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또 다른 요소는 환자의 악간 관
계이다. 특히 II급 악간 관계를 가진 환자의 교합은 전방

활주로에서 운동 범위가 크고 최대 개구량이 작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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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of molar support and abnormal jaw relationship lead to occlusal disharmony and cause pathologic signs. Full mouth 
rehabilitations with reestablishment of occlusal schemes are needed. In this case, the 75 year-old female patient showed posterior 
bite collapse, irregular occlusal plane and Class II jaw relationship. By observing her profile and interocclusal distance, she was 
diagnosed as loss of occlusal vertical dimension. Treatment plan is to restore maxillay class I removable partial denture and 
mandibular fixed prosthesis and to establish vertical dimension and harmonious occlusal plane. Occlusal vertical dimension of 19 
mm, which is obtained by 7.5 mm increase between maxillary right lateral incisor and mandibular canine, was established using 
temporary prosthesis via diagnostic wax-up. Patient adaptation with newly formed vertical dimension was verified during 8 week 
follow-up period. Within the information of interim prostheses, final restoration was constructed and delivered. The patient showed 
sound occlusal scheme and esthetic profile. (J Dent Rehabil Appl Sci 2015;31(3):2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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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위에서의 교합면간거리가 1급 악간관계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 2 - 2.5 mm 인데 비하여 2급 악간관계의 경
우 3 - 5 mm로 증가한다.7

완전 구강회복이란 구강 내 잔존치아와 결손치아를 
모두 수복하여 저작과 발음 및 심미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치료 목표는 구치부에서 안정적인 최대교

두간접촉위 장애가 없는 군기능교합을 확립하고, 전치

부에서 적절한 수직 및 수평피개를 설정하여 전방유도

를 확립함으로써 저작기능을 회복하고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교합이 안정되는 것이다.8,9 이 증례는 II급 악간 
관계이면서 구치부 교합지지 상실로 인해 상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아 저작이 힘들다는 주소로 내원한 환
자에서, 수직교합고경 증가를 통한 교합 재설정을 시행

하여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완전구강 회복을 실현하였기

에 이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증례 보고

1. 환자 개요 및 구강 내외 검사

본 증례의 환자는 75세 여성으로 이가 아프고 씹기가 

어렵다는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구강외과에서 파
노라마 촬영한 결과 수복된 다수의 치아에서 이차우식

과 치주질환이 나타났다(Fig. 1). 이에 따라 예후 불량한 
상악 우측 구치부를 발거하고 치과 보철과로 의뢰되었

다. 의과적 병력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 
초진 결과 환자는 상악 우측 견치와 소구치 및 대구치

가 결손되었고, 상악 좌측 중절치와 대구치도 결손되어 
있었다. 하악은 양 제2대구치가 결손된 상태로, 좌측 제
2소구치의 불량한 치축 경사와 회전 및 좌우 하악 제1대

구치의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의 저위교합으로 인해 
구치부 교합지지가 약화되고 불균일한 교합평면을 보였

다. 상하 전치부에서 과도한 수직 및 수평 피개로 인해 
가위교합(scissor’s bite)이 형성되어 있으며(Fig. 2), 그 

Fig. 1. Panoramic radiograph before treatment.

Fig. 2. Intraoral view after extraction 
of hopeless teeth.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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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비기능적 습관이나 턱관절 장애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안모를 관찰하였을 때 깊은 비순구와 굳게 다문 
형태의 입, reverse smile line, 안면 표정근의 긴장도 상
실을 보여 수직고경이 감소된 환자의 특징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좀더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진단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진단 모형 분석과 치료계획의 수립

예비 인상을 채득하여 진단 모형을 제작하고 Dawson
의 양수조작법을 이용하여 중심위를 채득하고 안궁이

전을 시행하여 반조절성 교합기(KaVo PROTAR evo 7, 
KaVo Corp., Biberach, Germany)에 부착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 상악 좌측 제2소구치와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에서만 교합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악 우측 견치

는 상악 구개부의 연조직에 접촉되는 상태로 심한 가위

교합을 보이고 있었다. 하악 자연치열의 교합평면은 좌
측이 우측에 비해 다소 높았고 제1대구치의 저위교합으

로 인해 매우 불균일한 상태였다. 또한 치주지지가 불량

한 상악 좌측 측절치와 제1대구치는 발거 하기로 하였

다.
상악 우측 측절치와 하악 우측 견치의 zenith line을 기

준으로 수직교합고경을 측정한 값은 11.5 mm로서 평균

치인 18 - 20 mm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Fig. 3).10 이상

의 분석 결과 전치와 좌측 소구치부에서의 과개교합과 
구치부의 지지 상실로 인해 수직고경의 감소를 동반한 
교합 붕괴로 진단하고, 완전구강회복의 필요성을 환자

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환자의 나이와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상악 결손

부를 임플란트지지 고정성 보철물 대신 Kennedy Class 
I modification 1 국소의치로 수복하도록 결정하였고 국
소의치를 위한 악간 간격을 확보하고 조화로운 교합평

면을 형성하기 위해 환자의 수직고경을 증가시키기로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직교합고경의 거상량을 결정

하기 위해 생리적 안정위와 연하 역치 및 Willis 법을 복
합적으로 이용하였다(Fig. 4). 이 때 수직고경의 거상량

B CA

Fig. 3. Mounted diagnostic model analysis. (A) Posterior collapsed bite on right side and mandibular canine had a 
contact with soft tissue of maxillary palate, (B) Intergingival distance between zenith lines of right maxillary lateral 
incisor and mandibular canine was 11.5 mm, (C) MICP contact between the maxillary left 2nd bicuspid and mandibular 
1st molar.

B CA

Fig. 4. Determination of vertical dimension. (A) Physiologic resting position, (B) Measurement of distance between the 
pupil and mouth corner using Willis method, (C) Measurement of length of lower 1/3 of the face using Willis method.

Kim JH, Cho HW, Jung JH



265J Dent Rehabil Appl Sci 2015;31(3):262-72

은 상악 우측 측절치와 하악 견치 사이의 치은연간 거리

를 기준으로 7.5 mm 증가시킨 19 mm로 결정하였으며 
임시치아 수복 단계에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

다. 
진단용 납형을 형성하기 위해 먼저 교합기의 incisal 

guide pin을 7.5 mm 거상하고, 하악 잔존치아 교합면에 
전후 및 측방 만곡을 부여하여 이상적인 교합평면을 형
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교합면 형판을 이용하여 점검하

고 납형을 완성하였다. 대합되는 상악 잔존치아는 결정

된 수직교합고경에 맞추어, 적절한 전방유도와 군기능 
교합이 가능하도록 납형을 형성하고 결손부는 임시의치

를 위한 인공치를 배열하였다(Fig. 5). 상하악의 임시 고
정성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 앞서 이상적으로 진단 납
형 형성한 모형을 복제한 뒤 putty index를 제작하고 이
를 이용하여 임시보철물 쉘(shell)을 만들었다. 상악의 
진단 납형 형성 및 치아배열 한 모형을 매몰 및 레진 온
성하여 임시 가철성 국소의치를 제작하였다. 

3. 지대치 삭제와 임시 수복물의 장착 및 평가

II급 악간 관계에서는 전방운동 시 하악의 이동량이 
크고 상하악 전치의 길이와 순설적 위치, 상악 전치 설면

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전방유도의 형태가 가능하다.7 상
하 잔존치아의 기존 수복물을 제거하고 지대치 형성한 
다음 임시보철물 shell을 개면하여 고정성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고 시적하였다. 상순의 지지도와 F 발음을 이용해 
상악 전치의 길이와 수평적 위치를 조절하였다. S 발음

을 이용해 하악 전치의 위치와 길이를 대략적으로 잡은 
다음, 상악 기록상을 이용하여 수직교합고경을 우측 측
절치 zenith line에서 19 mm로 증가시켜 중심위를 채득

하였다(Fig. 6). 이차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여 진단용 
왁스업을 확인하고 상악 임시의치를 제작하였다. 

잔존 자연치인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와 제2소구

치, 하악 좌우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를 임시적으로 삭
제하고 진단용 납형을 기초로 고정성 임시 보철물을 제

Fig. 5. Diagnostic wax up using new vertical dimension for interim prostheses.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Harmonious occlusal plane establishment using occlusal plane 
guide, (F)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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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으며, 상악 임시의치를 장착하고 교합조정하였

다. 수직거상을 하면 하악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II급 악간 관계의 경향이 더욱 심해져 전방유도가 어려

우나, Jensen7이 추천한 바와 같이, 하악의 전방운동 시 
견치가 접촉되기 전까지 소구치에서 유도를 담당하게 
하였다. 

임시보철물은 2주 간격으로 내원하면서 8주간 사용하

게 하였으며, 설정한 수직고경에 대한 환자의 적응 여부

를 평가하였다. 약간의 교합 조정 후, 이상 소견이나 불
편감이 없었으므로 임시수복물의 상태로 상하악 인상을 
채득하고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여 맞춤 전방유도판을 
제작하였다(Fig. 7).

4. 최종 인상 채득과 고정성 보철물의 제작

최종 보철물 제작을 위해 상하악 지대치의 삭제를 완
료하고 하악 양측 제1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에 인상

용 지대주를 연결한 후 실리콘 인상재(Honigum, DMG, 
Hamburg, Germany)로 정밀 인상을 채득하여 작업모형

을 제작하였다(Fig. 8). Anterior jig를 이용하여 중심위

를 채득하고 교합기에 이미 부착된 임시 보철물 모형과 
cross-mounting하여 최종 주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였다.

하악 전치부와 구치부에 최종 수복물 형태로 납형을 
형성한 다음 되깎이 과정을 거쳐 금속 코핑을 제작한 뒤 
구강 내 시적 후 적합을 확인하고 상악 임시의치에 준해 

B

A

Fig. 7. (A) Mounted models after temporization, (B) Fabrication of customized anterior guide table.

A

Fig. 6. (A) Newly placed temporary fixed partial denture (FPD) after removal of old FPD, (B) New centric relation record 
with increased vertical dimens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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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면 도재를 축성하였다. 양측 견치를 지대치로 하는 
전치부 6본 금속도재 고정성국소의치와 좌우 제1소구

치, 제2소구치 및 양측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는 각각 
단일 도재금속관의 형태로 제작하였다(Fig. 9). 

5. 상악 국소의치의 제작

상악 국소의치에서 좌측 전치부 결손부위는 우측 지
대치의 불리한 치관 대 치근 비율로 인해 장기적인 예후

를 확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고정성 보철물 대신 국소

의치의 추가결손부위로 수복하고, 우측 지대치 발거 시 
과도의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소의치를 설계하였다. 
진단용 납형과 임시수복물의 형태를 기준으로 상악 고
정성 보철물의 근원심 폭경과 형태를 재현하였으며, 맞
춤 전방 유도판과 인덱스를 이용하여 상악에 두 개의 고
정성 국소의치를 제작하고 구강 내에 시적 및 임시 합착

하였다(Fig. 9). 
자가 중합형 트레이레진(Ostron 100, GC Dental 

Products Corp., Kasugai, Japan)으로 제작한 개인트레

이를 모델링 콤파운드로 변연 형성한 후 폴리설파이

드 인상재(Permlastic, Kerr Corporation, Romulus, MI, 
USA)로 최종인상을 채득하였다(Fig. 10A). 국소의치를 
위한 주모형을 제작한 후 서베잉하여 금속구조물을 설
계하였다. 주연결장치는 우측 측절치와 좌측 제2소구

치를 최후방 지대치로 하는 complete palatal plate type 
connector로 결정하였다. 직접유지장치는 의치의 기능

운동을 허용하기 위해 좌측 제2소구치에 RPI 클라스프

를 설계하고, 의치의 기능운동 시 가해질 수 있는 지대

치의 측방력을 줄이기 위해 우측 측절치에는 가공선 유
지암을 설계하였다. 간접유지장치로는 좌측 중절치 설
면 레스트와 우측 제1소구치 근심 레스트를 설계하고 
각 지대치 인접면에 유도판을 형성하여 의치의 유지, 지
지, 안정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Fig. 10B). 완성된 금속 
구조물은 구강 내에 시적 하여 적합도를 확인한 후 교합

제를 제작하고 악간관계를 채득하여 상악 주모형을 교
합기에 부착하였다. 

BA

Fig. 8. Abutment preparation for definitive prosthesis. (A) Maxillary occlusal view, (B) Mandibular occlusal view.

BA

Fig. 9. Deivery of definitive FPDs with increased vertical dimension. (A) Maxillary occlusal view, (B)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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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보철물의 완성과 장착

구치부에서의 교합양식은 중심위에서 좌측은 상하 고
정성 보철물, 우측은 하악 고정성 보철물과 상악 국소의

치에서 안정적인 최대교두간접촉위를 확립하였다(Fig 
10C - 10F). 편심위에서는 상하악 전치가 기능적으로 유
도되는 전방운동이 가능하게 하였고, 상악 국소의치의 
인공치에 맞추어 하악 금속 도재 보철물의 교합면을 완
성하여 우측 구치부의 군기능 교합이 조화되도록 제작

하였다. 상악의 악궁이 넓고 잔존치조제가 풍융하며 인
공치가 잔존치조제 정상에 배열되어, 좌우 측방운동 시
에도 의치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성 
균형교합이 아닌 군기능 교합으로 설정하였다. 광택소

성 과정을 거쳐 완성한 하악 고정성 국소의치와 제1대

구치의 임플란트지지 고정성 국소의치를 임시 합착하였

다. 상악 납의치를 시적하여 설정한 교합양식 및 임시보

철물에서 회복한 수직고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매몰, 레진 온성 과정을 거쳐 상악 국소의치를 완성

하였다. 
완성된 국소의치를 시적하고 교합기 재 부착과정을 

통해 교합조정을 시행하였다. 구강 내에서 수직고경을 
재확인하고 전방운동 시 fremitus 여부와 의치 삽입 철
거 시 수직고경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Fig. 11). 
환자는 저작기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안모에 가까워졌

으며 장착 후 구강위생관리와 의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최종 수복 후의 측두하악관절 방사선사진

에서 안정적인 과두 위치를 확인하였고(Fig. 12) 현재 3
개월의 임상적 및 방사선상의 주기적 경과 관찰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10. Definitive prostheses. (A) Maxillary master cast, (B) Maxillary occlusal view of removable partial denture, (C) 
Right lateral view, (D) Frontal view, (E) Right lateral view, (F) Mandibular working cast, (G) Mandibular occlusal view of 
metal ceramic restoration.

A

D EC

F G

B

Kim JH, Cho HW, Jung JH



269J Dent Rehabil Appl Sci 2015;31(3):262-72

Fig. 11. Establishment of occlusal scheme. (A) Left lateral movement, (B) Right lateral movement, (C) Protrusion.

A

B

C

Fig. 12. TMJ radiograph series after treatment. (A) Centric occlusion (Rt side), (B) Maximum opening (Rt side), (C) 
Maximum opening (Lt side), (D) Centric occlusion (Lt side).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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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수직교합고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

되고 있으며 한가지 방법만 사용하기는 어려워 복합적

으로 이용하고 있다. 발치 전 기록이 있다면 수직고경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나,11 수직교합고경을 상실한 경
우에는 생리적 안정위를 이용하여 유추한다.6 환자를 직
립위로 앉히고 안정위 수직고경을 계측한 다음 교합면

간 거리 2 - 4 mm를 감해 수직교합고경을 결정하게 된
다. 또한 연하와 발음을 참고할 수 있는데, 수직 고경 평
가에 주로 사용되는 발음으로는 “M”, “S” 등이 있다. 안
모의 심미성을 이용하여 수직고경을 계측하는 방법으로 
하안면부의 조화와 상하순의 형태, 하순과 이부의 외형 
등을 참고로 하기도 한다.12 Willis는 코 아래 bony shelf
부터 하악 하부까지의 하안면 1/3의 길이가 동공에서 
구각부까지의 거리와 일치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13 

이 증례에서 상하악 전치부 zenith line을 기준으로 한 
치은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바 11.5 mm로 평균치인 
18 - 20 mm보다 매우 적었으며, 안모를 관찰한 결과 수
직교합고경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수직교합

고경을 결정하기 위해 Willis법에 따라 안모의 심미성을 
회복하는 정도로 상악 교합제를 조정하고, 구강 내에서

“M”발음과 연하역치를 이용해 생리적 안정위를 계측하

였다. 또한 전치부의 심미성과 “F, S”발음을 이용해 상
하 전치의 길이와 순설적 위치를 결정하였다. 이들 계측

치를 통합해 전치부 치은연간 거리를 기준으로 7.5 mm
의 거상량을 결정하고 상악 국소의치와 하악 고정성 보
철치료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치부에서 5 mm 이내의 수직교합고경 
거상은 생리적으로 허용할만한 범주라고 하나, 교합면

간 거리는 2 - 4 mm로 범위의 형태로 존재하며, 필요하

면 환자의 적응력에 따라 그 이상의 거상이 가능하다.10 
따라서 수직고경을 거상하였을 때는 환자의 근신경계 
적응 범주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증
례에서도 임시보철물을 장착한 상태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평가하여 확인하였다. 만일 재설정된 수직고경이 
생리적 범위를 벗어난다면 2주 안에 부정적인 증상을 
나타내었을 것이다.14 본 증례는 상악 국소의치 제작을 
위하여 7.5 mm를 거상하여 일반적인 허용치인 5 mm를 
초과하였으나 생리적 범위 내에 있어 근신경계가 잘 적
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10,15

Williamson과 Lundquist16는 편심위 운동 시 적절한 

전방유도에 의해 작업측을 제외한 구치부가 모두 이개 
되어야 근신경계의 생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견치

의 접촉 여부보다 구치부에서의 장애가 없는 교합이 훨
씬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II급 악간관계 환자는 최대교

두간접촉위에서는 구치부만 접촉하고, 측방운동 시에 
군기능교합 혹은 약한 양측성 균형교합의 성향이 있다. 
그러나 하악의 전방 운동 시 전치부 접촉이 늦게 시작

되며, 전치부가 접촉하기 전까지 소구치에서 전방운동

을 유도하게 되고 안정위에서는 3 - 5 mm의 긴 교합면

간 거리가 존재한다.7 수직교합고경을 증가시키면 하악

의 시계방향 회전으로 인해 2급 악간 관계의 경향이 더
욱 심화된다. 이 증례에서도 전방 운동시 소구치부에서 
전방운동을 보조하도록 하고 절단연에서는 end-to-end 
relation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결론

본 증례는 구치부 지지 상실 및 교합평면을 고려하지 
않은 보철물과 2급 악간관계에 따른 전치부의 심한 과
개교합으로 인해 교합평면의 부조화를 보이는 환자의 
수직교합고경을 거상하고 임시 보철물을 사용하여 적응

여부를 평가하였다. 8주 후 심미적, 기능적 적응에 문제

가 없어 상악 고정성 및 가철성 국소의치, 하악 고정성 
보철물을 사용하여 교합을 재설정하였다. 상하악에 이
상적인 형태의 보철물을 형성하여 최대교두간접촉위에

서의 교합접촉을 확립하였고 전방유도를 유지하였으며, 
생리적인 범위 내에서 교합고경의 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현재 3개월의 관찰 기간 동안 턱관절 증상 
및 보철물 파절 등의 특이할 만한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

고 이후에도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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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부 교합지지가 상실된 II급 악간관계 환자의 교합 재설정을 통한 완전 구강회복 

증례

김재현, 조혜원, 정지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구치부 교합지지 상실과 비정상적 악간 관계는 교합 부조화로 이어지며 다양한 병적 징후를 동반한다. 저작, 심미 및 
발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교합고경과 교합평면 재설정에 따른 완전구강회복이 필요하게 된다. 본 증례는 75세의 여
성으로 교합지지 상실과 불균일한 교합평면 및 II 급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었다. 안모를 관찰하고 악간관계를 평가한 
결과 상하악의 최대교두간접촉위가 상실되면서 수직교합고경이 감소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상악 국소의치와 하악 고
정성보철물로 상실된 교합수직고경을 회복하고 조화로운 교합평면을 형성하였다. 수직고경 거상량은 7.5 mm로 하였

고, 임시보철물을 이용하여 8 주간 경과 관찰 후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였으며 저작효율과 심미성은 개선되었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5;31(3):262-72)

주요어: 수직고경; 완전구강회복; 2급 악간 관계; 구치부 교합붕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