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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양낭포암(Adenoid cystic carcinoma)은 주로 침샘에 
발생하는 드문 암으로 대부분 이하선, 악하선, 소타액선

에서 발생하고 소타액선의 경우 구개, 혀, 협측점막, 입술

과 구강저 순으로 주로 발생한다. 가장 흔한 증상은 암세

포의 신경주위 침입(Perineural invasion)의 경향으로 인
하여 종물은 통증과 함께 느리게 성장한다. 선양낭포암

을 치료하는 첫번째 옵션으로는 신체 부위에 상관 없이 
수술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절제하는 것이다.1 

상악절제술(Maxillectomy)은 대부분 구개부위에 결손

부를 남기고 구강과 비강 및 인두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악안면 보철치료로 폐쇄장치(Obturator)를 통하

여 구개의 결손부를 대체하고 구강과 비강 사이를 폐쇄

하여 구강과 비강을 분리할 수 있다. 연구개의 정상 기능

은 구강과 비강을 분리하며 발음, 연하, 호흡시 생리적 요
구에 따라 운동하게 되고 연구개와 인두벽간의 폐쇄를 
담당한다. 폐쇄장치의 기능은 비강으로 음식이나 액체 

등이 새는 것을 막고 발음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결손부위에 적절한 부피와 무게를 부여하여 저작, 
발음, 연하, 그리고 심미와 같은 구강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다.2

폐쇄장치는 가철성 의치의 지지, 유지, 안정의 원리를 기
본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잔존 자연치, 잔존 치조제, 경구

개, 잔존 연구개 등이 기여하게 되고, 치아가 모두 발거된

다면 임플란트 식립을 통하여 자연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3,4 인두폐쇄장치(Pharyngeal obturator)는 임플란트

를 이용한 서베이드 금관을 제작하여 폐쇄장치의 전방부

는 가철성 국소의치의 형태를 따르고 연결부를 통하여 결
손부를 대체하는 인두부와 연결되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본 증례는 선양낭포암으로 인하여 좌측 상악골 절제술

을 받은 환자를 인두폐쇄장치로 결손부를 수복하였다. 상
악의 잔존치를 모두 발거 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임플란트

를 식립하여 장치의 유지부를 설계하고 인두폐쇄장치로 
결손부를 수복하였다.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을 통하여 
심미적 부분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 졌으며, 기능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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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본 증례환자는 57세 남자환자로 본원 구강악안면외

과에서 좌측 연구개측에 선양낭포암(Adenoid cystic 
carcinoma, stage III: pT2N1M0)으로 진단받은 후 좌측 
후방부위에 부분적인 상악골 절제수술을 받고 본원 보철

과에 내원하였다(Fig. 1). 구강 내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
사에서 하악은 비교적 건전하였으며 상악에 다수의 상실 
치아와 함께 잔존치인 #13, 14, 23, 24, 25는 치은연하 우
식 및 불량한 치관 대 치근비를 보였다(Fig. 2, 3). 또한 환
자는 좌측 연구개 부위가 절제되어 구강과 인두 사이가 
개방되어 있어 물은 물론 음식을 삼키기도 어려워 식사도 
불가한 상태였다. 비강으로 음식이나 액체 등이 새는 것
을 막기 위하여 임시 인두 폐쇄장치의 제작이 필요하였다.

처음에는 임플란트 지지 피개의치로 상악골 재건이 고
려되었으나, 환자가 의치 형식 보다는 저작력이 더 뛰어

난 고정성 보철물을 원하였고, 남아있는 잔존 치아들도 
예후가 좋지 않아 모두 발거 하였다. 잔존치 발거 후에는 

임시 인두 폐쇄장치를 제작하였다. 상악에 #12i, 13i, 14i, 
16i, 22i, 23i, 24i, 26i, 총 8개의 임플란트 식립하였다. 골 
폭에 따라 우측 측절치와 견치는 직경이 적은 임플란트

(USll SA Fixture, 3.3 × 13 mm, Osstem implant, Busan, 
Korea)를 식립하였고, 좌측 측절치와 견치는 우측보다

는 직경이 큰 임플란트(USll SA Fixture, 3.75 × 13 mm, 
Osstem implant)를 식립하였고, 나머지 치아들은 동일

한 회사의 4 mm직경의 임플란트(USll SA Fixture, 4.0 
× 11.5 mm, Osstem implant)를 식립하였다(Fig. 4). 임
플란트 식립 4개월 후, 구개 회전 피판을 이용한 구강상

악동루 폐쇄술(closure of  Oroantral Fistula with palatal 
rotation flap)을 시행하였고, 6개월 후에는 지대주와 임
시 크라운을 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D/CAM) 밀링을 이용하여 제작하였

다. 최종적인 인두 폐쇄장치 제작에 앞서, 임시 크라운을 
지대치로 하여 2차 임시 obturator를 제작하였다. 3개월

이 지난 후 임시보철물의 적응된 교합상태를 그대로 이
전하기 위해 안궁이전을 통한 cross-mounting을 이용하

여 CAD/CAM으로 제작한 지르코니아 서베이드 크라

운을 최종 합착하였다(Fig. 5, 6). 

Fig. 1. Intraoral photograph. Adenoid cystic carcinoma, stage III: pT2N1M0. (A) Pre-operative view, (B) Resected mass view. 

A B

Fig. 2. Initial panoramic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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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itial intraoral photographs. (A) Maxillary occlusal view, (B) Mandibular occlusal view.

A B

Fig. 4. Panoramic radiograph after implant installation.

Fig. 5. Double scanning technique for definitive prosthesis. (A) Abutment with provisional restoration scanning, (B) 
Superimposion, (C) Final restoration. 

A B C

Fig. 6. CAD/CAM full contour monolithic zirconia surveyed crown.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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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시적 된 후에 최종 
인두 폐쇄장치의 제작이 시작되었다. 통상적인 방법으

로 개인트레이를 제작하였다. 구강 내에서 기능인상을 
후 실리콘인상재(Exadenture, GC,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인상을 채득하였다. 금속프레임은 장치의 파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구개부와 인두부를 연결하는 부
위를 약간 넓게 제작하였다. 결손부 정밀 인상 채득을 
위해 금속프레임을 트레이로 사용해 케 타입 컴파운드

(Impression Compound, Kerr, Salerno, Italy)를 이용하

여 인두부위의 인상을 채득하였다(Fig. 7). 환자의 턱이 
가슴에 닿도록 몸을 완전히 구부리게 하여 폐쇄장치의 
후방면의 접촉을 이루게 하고, 턱을 오른쪽과 왼쪽 어깨

에 닿도록 목을 구부리게 하여 폐쇄장치의 측방을 형성

하였다(Fig. 8). 또한 컴파운드를 연화시킨 후 따뜻한 물
을 삼키게 하여 인두근육을 활성화시켰다. 변연형성이 완
성된 후에는 물을 삼켰을 때 비강으로 새지 않는 것을 확
인하고 b, p 같은 파열음과 m, n, ng 같은 비음을 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5 최종적으로 모든 변연의 컴파운

드를 균일하게 삭제 한 후에 목의 운동을 반복하여 기능

시 근육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하여 점막조정제(Coe-
comfort, GC America Inc., Alsip, USA)를 이용하여 인
상을 채득하였다. 인상채득 후 안정성을 위해 24시간 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임플란트를 이용한 서베이드 
금관으로부터 얻은 유지, 지지력을 이용한 인두 폐쇄장

Fig. 7. Bordermolding and Pharyngeal obturator final impression. (A) Metal framework, (B, C, D) Functional impression for 
pharyngeal part, (E, F) Bordermolding.

A B C

D E F

Fig. 8. Flexion and lateral movement. (A, B) Flexion the neck, (C, D) Lateral movement, (E, F) Rotation the neck.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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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완성되었다(Fig. 9, 10). 
장치를 장착하고 난 후 1주일 뒤에 환자의 발음과 연

하, 기능상의 문제점은 없는 지 등을 평가하였다. 인두부

에 연장된 부분을 약간씩 조절하였지만 첨상은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폐쇄 보철장치의 유지력, 편리성, 저작 능
력, 그리고 발성 능력에 대해 임시장치에 비해 크게 만족

했다.

고찰

상악 결손부위는 양성이나 악성 암종의 수술적 절제로 
인하여 생성된다. 결손부위의 크기는 다양하며 경구개, 
연구개, 치조제, 비강저 등을 포함할 수 있다.6 상악 결손

부는 보철적으로 재건되어야 하는데, 폐쇄장치를 통하여 
저작, 발음, 연하, 그리고 심미와 같은 구강의 기능을 회
복 할 수 있다.2 폐쇄장치의 지지와 유지는 잔존치, 치조

제, 잔존 경구개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술 후 발생한 

결손부위를 폐쇄하여 비강과 구강 사이를 분리한다.7,8

잔존 치아는 폐쇄장치의 유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잔존치의 위치, 수, 치주상태가 잔존치의 유지력을 결정

할 수 있다.9 본 환자의 잔존치는 치은연하 우식이 진행되

어있고, 치주 상태 또한 지대치로 사용하기에 불량하였

다. 또한 치관 대 치근비가 좋지 않아 잔존치를 모두 발
거하고 폐쇄장치의 지대치로서의 기능을 위해 고정성 임
플란트 보철을 시행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상악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

물로 우측은 제1대구치, 좌측은 제2소구치까지 잔존치

아를 형성하였으나 후방 인두부의 결손부위가 매우 광범

위하였다. 의치의 유지 및 지지를 증가시키고 응력을 분
산시키기 위하여 가능하면 많은 치아를 지대치로 사용하

였다. 주 연결장치는 구개판형을 사용하여 구개의 해부

학적인 외형을 따름으로서 주조물의 균일한 두께를 부여

하고 얇은 금속판 형태로 혀에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클라스프는 wrought wire, embrasure clasp, Akers 

Fig. 9. Definitive pharyngeal obturator. (A) Lingual view, (B) Lateral view, (C) Intraoral view.

A B C

Fig. 10. Definitive restoration.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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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p를 이용하여 최대의 유지를 얻고자 하였고 클라스

프는 교합시 대합치와 접촉하지 않게 하였다. 가능한 많
은 치아에 직접유지장치와 간접유지장치를 이용하여 스
트레스를 넓게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0 임플란트의 
장축방향으로 부하를 전달하고 정교한 지지를 얻기 위하

여 교합면 레스트, 설면 레스트를 형성하고 레스트시트

를 충분히 확장시켜 폐쇄장치의 위치를 지지하면서 조직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방지하며 연조직이 눌리는 것을 방
지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는 수술 시 결손부위의 좌측 연구개가 
후방까지 제거되어 폐쇄장치를 비 인두까지 연장하여 변
연 폐쇄를 확보하였다. 개인트레이를 이용하여 기능인상 
후 인상 채득한 모형으로 금속구조물을 제작한 뒤 금속

구조물을 기반으로 다시 결손부위를 정밀 인상 채득하였

다. 금속구조물은 후방부위의 무게를 견디고 금속구조

물의 파절에 저항하기 위해 얇지만 폭이 다소 넓게 제작

하였다. 후방 결손부위는 케 타입 컴파운드로 대략적인 
인상을 채득한 후 점막조정제로 기능운동하여 정밀인상

을 채득하였다. 결과적으로 결손 부위의 측벽에서 충분

한 유지를 얻고 인두 후방부위가 적절히 폐쇄될 수 있도

록 하였다.
환자가 최종적으로 상악 폐쇄장치를 장착한 후 기능적

으로 우선 만족하였고, 장치를 끼고 있지 않을 때에도 지
르코니아 금관으로 인하여 심미성을 얻을 수 있었다. 환
자의 저작, 발음, 연하 기능에 큰 개선과 함께 현재 1년간

의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플란트 부위는 골 흡수

나 치은 염증 등의 문제점을 보이지는 않았다. 앞으로 주
기적인 내원 지도하여 임플란트 부위의 점검과 함께 필요

하다면 후방 인두부에 첨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결론

본 증례는 선양낭포암으로 인해 좌측 상악구치부에서 
비인두에 이르기까지 상악골부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

서 전악 고정성 임플란트를 이용한 인두폐쇄장치를 제작

하여 저작, 발음, 연하 기능을 회복하고 심미적인 부분에

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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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낭포암 환자에서 전악 고정성 임플란트와 인두 폐쇄장치를 이용한 악안면   

수복증례 

반민희, 양홍서, 박상원, 임현필*, 윤귀덕, 박  찬, 신진호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보철학교실

상악절제술 후 환자들의 재건 치료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상악골 결손은 저작, 발음, 연하 장애를 초래하여 기능적인 회
복이 필요하다. 폐쇄장치 제작의 목표는 결손부를 대체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환자에게 편안함과 심미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증례에서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인두 폐쇄장치 제작 후 획득한 저작력과 심미성 그리고 개선된 유지력을 보고

하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6;32(4):351-7)

주요어: 선양낭포암; 상악절제술; 인두 폐쇄장치; CAD/C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