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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Pontic ridge lap 제작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aking of Anterior Pontic Ridge Lap 

 김욱태  

  신한 학교 치기공학과

Wook-Tae Kim(wrdeul@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보철치료의 최종 목 인 결손치아  그 주  조직의 정상  기능의 회복과 유지를 한 치

부 교의치의 반 자정(ridge lap)형 가공치의 체계 인 제작 방법을 연구하 다.

가공치가 갖추어야 할 설계 기 를 제도화 하 고, 치과의사의 소견으로 염증, 치주질환, 음식물 잔류  

자정작용의 효과가 기존의 제작 방법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가공치 제작방법은 임상에 용해도 무방하다고 단된다. 

■ 중심어 :∣반 자정형∣가공치∣염증∣치주질환∣음식물 잔류∣자정작용∣

Abstract

This research is studied the systemic production method of missing teeth and ridge lap type 

pontic for the maintenance and restoration of normal function of the surrounding tissue as the 

goal of prosthetic treatment. 

According to the dentists' opinions, with the illustrated design criteria that  pontic has to be 

equipped, inflammation, periodontal disease, food residues, and self-cleaning effect are obtained 

a better result than the conventional production method.

The pontic production method presented in this paper is considered good enough to be applied 

to a clinically. 

■ keyword :∣Ridge Lap∣Pontic∣Inflammation∣Periodontal Disease∣Food Residue∣Self-cleaning∣

    

I. 서 론

치부의 손상은 심미  회복이 매우 요하며, 손상

된 부분을 회복시키는 수복물은 연조직에 하여 

한 형태를 갖도록 제작되어야한다. 일반 으로, 치부 

수복물은 심미  요소가 강조되는 부 는 속 도재

으로 제작되며 구치부 보철물은 기능  요소가 강조

되는 속 주조 으로 제작된다[1].

치부 교의치의 가공치(Pontic)는 결손된 치아를 

치하는 인공치아로서, 지 치에 장착되는 유지장치

(retainer)와 연결되어 기능회복(mastication & speech), 

결손치 공간 보완  치궁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인  

연조직(soft tissue)의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가

공치(pontic) 기 면(base)은 안장(saddle)형, 원추

(conical)형, 자정(hygienic, sanitary)형, 반 자정(ridge 

lap)형 등으로 구분되며, 가공치(pontic)는 이차  질환

을 방하기 한 비와 기능   심미  회복을 고

려하여 제작된다. 안장(saddle)형은 상실된 치아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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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그 로 재 해주는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한 형태

이다. 하지만 가공치(pontic)  치조 융선(alveolar 

ridge)과 가장 많은 면을 갖는다. 원추(conical)형은 

면은 으나 치은 embrasure가 커서 심미 인 면

에서 치부 수복물에 용이 알맞지 않다. 자정

(hygienic, sanitary)형은 base와 치조 융선(alveolar 

ridge) 사이에 공간이 생성되어 청소가 용이하나 치

부 수복물에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반 자정(ridge lap)

형은 측은 치조 융선을 덮고 설측은 경사지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심미 인 면과 생 인 면을 모두 갖추

고 있다[2].

가공치 기 면(pontic base)은 치조 융선(alveolar 

ridge)과의 을 최소한으로 하여 막의 상피조직이 

건강유지를 할 수 있고 치조 융선(alveolar ridge)에 어

느 정도의 자극을  수 있는 형태를 지녀야 한다[3]. 이

런 들을 고려할 때, 반 자정(Ridge lap)형은 심미 인 

요소를 충족시키고 자정작용이 가능하여 치부 수복

물에 용할 수 있는 알맞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치

부 교의치에 사용된 반 자정형 가공치(ridge lap pontic)

의 순면은 잔존 치조제를 덮으며 자연치의 형태와 유사

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설면은 순설 폭과 근, 원심 폭을 

이고 근, 원심 embrasure를 넓게 형성하여 음식물의 

침착을 감소시키고 치주 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형태

를 가져야 한다. 치은면은 근심에서 원심까지 최 한 

볼록(convex)하게 형성하여 치태조 을 잘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4]. 한 반 자정(ridge lap)형은 안장

(saddle)형 보다 면과 음식물 꺼기의 잔류를 감

소시키는 형태로써 순면은 자연스러운 외 을 해 치

조제와 되게 하는 것이 필수 이다.  

반 자정형 가공치(ridge lap pontic)는 상, 하악 치

부와 상악소구치  제1 구치에서 리 사용되며 심

미  면과 생  면을 모두 갖춘 가공치로서, 특히 기

능 시 에 보이는 부 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술자에 의해서 임의  형태가 재  되는 경우가 많아 

치주조직에 많은 문제 이 발생되고 있다. 

가공치(pontic)는 치근부 없이 결손된 자연치아를 회

복하는 역할을 하며 악골에 식립되는 것이 아니라 인  

지 치의 유지 장치와 연결 고정되어 기능을 회복한다. 

가공치 기 면(pontic base)은 치유된 발치와 부 의 

막으로 덮힌 융선(ridge) 상태로 바 며, 치은을 압박

하여 음식물이나 기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주병

변으로부터 방하는 곳으로 매우 요하다. 양재호는 

치은 조직은 수복물 재료와 반응해 약간의 염증을 야기

한다는 과 glazed porcelain  잘 연마된 gold가 조직

과 하면 더 좋다는 결과를 “가공치의 종류와 설계

의 원칙”이란 연구에서 제시하 다[5]. 가공치에 한 

다른 선행 연구는 pontic의 갖추어야 할 조건을 생리  

요구조건(physical requirements)과 생물학  요구조건 

(biological requirements)으로 분류하고, 생리  요구조

건은 다시 심미와 기계  강도로 구분하고 있다[6]. 이

러한 생리  요구조건은 생리  기능 회복을 한 

pontic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제작의 술식은 제시

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치부 반 자정 

가공치(ridge lap pontic)의 제작 공정을 통하여, 보철치

료의 최종 목 인 결손치아  그 주  조직의 정상  

기능의 회복과 유지를 한 치부 교의치의 반 자정

(ridge lap)형 가공치의 체계 인 제작을 방법 제시하고 

기술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기 해 실시하 다[7][8].

Ⅱ. 본 론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발된 체계  방법으로 반 자정(ridge 

lap)형의 가공치 기 면(pontic base)을 가진 치부 교

의치를 제작하여 2010년 1월 10일부터 2014년 10월 30

일까지 약 4년 10개월에 걸쳐 서울, 부산, 경남 일부 지

역에 소재하는 15개 치과의원의 환자를 상으로 시술

한 후 임상결과를 조사하 다. 환자의 구강환경과 련

된 장기 인 우 찰, 재 보철치료 시 치과의사의 소

견으로 염증, 기타 치주질환과 음식물 잔류  

self-cleaning의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찰, 기록한 자

료를 확보하 다. 가공치 기 면(pontic base)에 한 

평가는 무작 로 수거된 치부 교의치를 장착했던 환

자 군(A군)과 제시된 체계  ridge lap 제작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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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치부 교의치를 장착한 환자 군(B군)으로 나

어 실시하 다. 가공치 기 면(pontic base)에 나타난 

질환들은 각 군 100 case에 한 검진 기록과 치과의사

의 소견을 바탕으로 분류되었다.

2. 실험에 적용한 반 자정(ridge lap)형 가공치 제
작방법
치부 교의치의 가공치 기 면(pontic base)의 반 자

정(ridge lap)형 제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치부 12번

이 발거된 편측 모형을 선택하 다[Fig 1]. 우선, 12번 

치아에 해당하는 가공치를 안장(Saddle)형으로 제작 한

다[Fig 2]. 가공치 기 면(Pontic base)의 면 이 어

들면 조직과 하는 면이 작아져 모형에서 정확한 

치 계를 알기 어려우므로 putty로 인 치까지 연장된 

index를 제작한다[Fig 3]. 제작할 가공치 기 면(pontic 

base)에 설 1/2 선을 그어 표시한다[Fig 4]. 그런 후 

12번 치아 설면부에 치은 상방으로 5～6mm정도의 

치에 표시를 한다[Fig 5]. 5～6mm부 를 표시한 선과 

fig 4.에서 그어진 선의 양 가장자리를 연결하여 표시 

하고 둥 게 부 를 삭제한다[Fig 6]. 제작할 반 자정

(ridge lap) 형태를 숙지하고, 가공치(pontic)를 제자리

에 치시켜 순면의 embrasure와 이행되는 치질면의 

양끝과 cingulum의 가장자리와 연결 표시 한다[Fig 7]. 

embrasure와 이행되는 순면에 표시된 선과 설면에 표

시한 선[Fig 6]을 연결하여 표시한 후 삭제를 시행한다

[Fig 8]. 제작된 putty를 이용하여 주 모형에 측 치를 

고정시키고 삭제된 부 를 확인한다[Fig 9]. [Fig 8]의 

상태에서 치간 칫솔이 잘 들어가 작된 음식물 잔사가 

쉽게 설측으로 빠져 나갈 수 있게 기 면에 삭제할 부

를 표시하고 양 가장자리를 다듬는다. 이때  면

의 측부는 인 치와 같게 하고 설측부는 치조정

(ridge crest)까지 닿게 하여 구강 막의 건강을 지속

으로 유지, 보호  치간유두를 보존시켜 심미 이고 

발음에 이상이 없게 한다. 하방에 염증의 발생을 방지

하고 self-cleasing이 될 수 있게 한다[Fig 10]. 다음 단

계는 putty를 이용하여 주 모형에 가공치를 고정시켜 

본다[Fig 11]. Labial(순면의) 치은부에 닿는 리한 부

분은 base를 둥 게 만들어 다[Fig 12]. 체 으로 

구강 막에 닿을 부 를 이고 기 면(base) 주변의 

각진 부 를 부드럽게 정리하고 반 자정(ridge lap)형의 

가공치(pontic)를 완성한다[Fig 13][Fig 14].

Fig 1. Maste cast

 

Fig 2. Saddle type pontic crown

 

 

Fig 3. Set up by putty in main model (labial, 
lingual view)

    

Fig 4. 1/2 display in the central line of mesial 
and distal surfaces of pontic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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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5 ~ 6mm line connection in lingual 
surface of anterior tooth. 

 

 

Fig 6. 5 ~ 6mm line connection in lingual 
pontic and removal of connection area.

 

 

Fig 7. Ridge lap form and design of proximal 
area of pontic surface for cleansing.

 

 

Fig 8. Removal for designed proximal surface.

Fig 9. Fix it with putty models confirm the 
deleted region.

 

 

Fig 10. General size is adjusted to reach the 
oral tissue surface.

Fig 11. Set up by putty in main model (lingual 
view) 

 

 

Fig 12. Sharp line angles must be r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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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pplying the new technology to form a 
pontic.

  

 

Fig 14. Ridge lap pontic base is   made as the 
new technology.

3. 결 과
본 연구는 무작 로 수거된 치부 교의치를 장착했

던 환자 군(A군)과 제시된 체계  ridge lap 방법으로 

제작된 치부 교의치를 장착한 환자 군(B군)을 상으

로 실시하 다. 

[Table 1]은 치과의사 소견인 염증, 기타 치주질환과 

음식물 잔류  self-cleaning의 가능성 여부를 구분, 

찰, 기록한 환자의 구강환경에 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두 군의 비교 값들을 나타낸다. 염증, 기타 치주

질환의 발생률은 검진 A군에서 56%, 검진 B군에서 3%

를 나타냈다. 음식물 잔류률은 검진 A군에서 74%, 검

진 B군에서 31%를 보 다. 가  후 음식물 잔류률은 

검진 A군에서 33%, 검진 B군에서 6%로 나타냈다. 

self-cleasing은 검진 A군에서 71%, 검진 B군에서 5%

를 보 다. 재 보철 치료과정  확인된 환자의 정상  

치주 상태는 검진 A군에서 50%, 검진 B군에서 2%를 

나타났다.

Ⅲ. 고찰
본 연구는 체계 인 방법으로 제작된 반 자정(ridge 

lap) 가공치가 이상  가공치의 요구조건인 기능 , 심

미 인 면과 생 인 면  발음의 조건들을 만족하고 

임상 으로 용해도 무방할 것인지를 검증하기 하

여 시행되었다. 치아의 상실로 인한 고정성 보철물 제

작 시 소실된 치아는 가공치로 재 되고, 가공치는 손

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공간을 보완하며 치열

궁의 연속성을 회복해 다. 이러한 가공치는 다양한 

형태의 기 면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치부에는 주로 ridge lap형이 이용되고 있고 일

반 으로 재 가공치 유형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구강 내 환경에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issmann등은  가공치의 외형은 작기능, 심미성, 청

소의 용이함, 환자의 편안함  무치악의 치주건강을 유

지 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공치의 3가지 

설계 기 (biological design criteria와 biomechanical 

design criteria, physical design criteria)을 제시하고 

framework설계 시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9]. 

Table 1. Comparison of Compliant between 
group A(conventional methods) and 
group B(new technology)

Evaluation criteria(%)
Group A 
(n=100)

Group B 
(n=100)     

Inflammation, and other 
periodontal diseases  56 3

Food residues
    

After Goggle 
Residual 

   food residues

74 31

33 6

Self-cleasing        
available

Normal Periodontal 
 maintenance 

71 5

50 2

The existing conventional methods but except B group(A group)

[Table 1]은 모든 지표에서 검진 B군이 우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 방법으로 제작된 가공

치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기 들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생리  요구조건은 외형  요건으로 크기(size), 

형태(shape), morphology의 정확한 회복  황 비

(golden proportion=1.619)의 요성을 포함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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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shade)와 상악 치의 장축 경사(long axis 

incline), 정 선(midline), emergence profile등을 강조

하고 있다[10]. 생물학  요구조건은 기능과 심미  발

음에 이상이 없도록 치간 공극의 발생을 최소화를 우선

으로 하고 있다. 한 빰과 가 편안하고 치주 막

과 닿는 가공치 기 면은 glazing된 porcelain이 되도록 

하여 염증발생을 방지하고, ledge, sharp edge, 

concavity가 없도록 하여 음식물 잔류의 최소화  

self-cleaning을 강조하고 있다[11]. 특히 치경측은 

anatomy보다 폭을 여 칫솔질(tooth brushing) 용이

성과 구강 막의 건강을 지속 으로 유지, 보호  치

간 유두의 보존을 강조하고 있다. 설면은 작과 발음

에 장애를 래하는 기능  요소에 향을 미치지 않도

록 하고 있다.

[Fig. 1-Fig. 4]는 alveolar ridge와 가장 넓은 면

을 갖는 saddle형 가공치의 면 을 여주는 과정

의 시작으로 설면에 음식물의 잔류를 감소시키고 치태

침착의 유발을 방지하는 ridge lap형의 형태 결정에 큰 

향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5][Fig. 6]에서는 가

공치의 순측은 큰 변형을 주지 않았고, 설측은 둥 게 

만곡을 부여하 다. 이것은 alveolar ridge와의 을 

최소화하여 치주 건강유지에 필요한 자극을 부여하고 

음식물 침착을 감소시켜 청결을 유지 시킬 수 있다. 

[Fig. 7-Fig. 9]의 과정에서 cervical측의 폭을 anatomy

보다 여 양치질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청결성을 높이

고 막의 건강 유지와 음식물의 침착 억제  

self-cleansing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가공치 기 면 

부 는 자연치와  다른 형태로서 여러 면에서 병 변화

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막 

부 는 최소한의 을 부여하여 구강내 손상이

나 자극으로 인한 염증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해야 

한다. 그래서 [Fig. 10][Fig. 11]에서 근, 원심을 최 한 

볼록(convex)하게 형성하여 치태조 과 염증 발생 방

지  self-cleasing이 될 수 있도록 하 고 설측은 

ridge crest까지 닿게 하여 구강 막의 건강 유지, 보호 

 치간 유두를 보존시켜 심미 이고 발음에 이상이 없

도록 하 다. [Fig. 12]에서 순면부의 리한 부분을 부

드럽게 함으로써 막 건강과 심미성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하 다. 최종 으로 가공치의 ledge, sharp 

edge, concavity등과 같은 부 를 매끈하게 정리하는 

과정은 막의 상피 조직의 건강과 작  발음에 장

애를 래하는 기능  요소에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Fig 13].

모든 가공치는 생리  기능의 회복과 이차  질환을 

방  외형은 인 치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기

면은 alveolar ridge와의 을 최소한으로 하여 

막의 상피조직의 건강유지와 어느 정도의 자극을  수 

있는 형태가 필요로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완성된 치부 ridge lap형의 순면은 자연스러운 

외 을 해 잔존 치조제를 덮고, 설면은 순설 폭과 근,

원심 폭을 여 근,원심 embrasure를 넓게 형성하 다. 

이 결과는 염증, 기타 치주질환과 음식물의 잔류를 억

제  self-cleaning이 가능하여 발음의 장애와 같은 기

능  요소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 면을 작고, 치주와 은 시키되 압력으로 부

터 보호를 해 slight touch되게 하고, 구강청결을 

하여 embrasure를 넓게 한 것은 칫솔이나 floss silk의 

근을 도울 수 있는 공간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Fig. 14]. 

본 연구에서 제시된 hygienic형과 saddle형의 장 을 

조합한 형태의 ridge lap 제작방법은 생물학  요구조

건(biological requirements)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 

방법으로 제작된 보철물을 장착한 검진 B군에서 모든 

지표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13]. 그러나 

가공치 기 면 제작 방법은 환자에 따라 치아의 크기, 

공간  치은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서 계량  수치를 

용한 방법을 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 면 선

택에 있어서 ridge lap형 가공치를 용하지 못할 경우

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bone의 흡수정도와 보철물

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가공치 기 면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론

제한된 본 연구에서 제시된 ridge lap 제작방법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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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치의 3가지 설계 기 과 가공치가 갖추어야 생물학

 요구조건 측면의 치과의사 소견에서 염증, 기타 치

주질환과 음식물 잔류  self-cleaning의 결과가 기존

의 가공치 부분의 우가 우 으로 나타나므로  임상

으로 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

속 으로 이상  보철물 제작을 한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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