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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보철 수복에서 과정을 단순화 시키고 환자의 내
원 횟수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1 그러나 보철적 수복에는 필수 불가결하

게 치과 기공작업을 위한 시간과 예후 관찰 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 보철물이 필요하다.2 임시 보철물

이란 ‘심미, 안정 그리고 제한된 기간 동안 기능을 확보

하기 위해 디자인 된 보철물’로서 정의된다.3 특히, 외상

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보철 수복이 필요한 
경우, 환자는 심미, 안정, 기능을 모두 급속히 상실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임시 보철물을 통한 빠른 회복이 
요구된다.4

다양한 치과 영역에서 열형성 기술(themoforming 
technique)이 이용되고 있다. 열형성 기술 이란 열가소

성 polymer film 또는 plate에 열을 가하여 연화한 후 삼
차원적으로 늘려서 원하는 형태로 형성하고 다시 단
단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5 본 증례에서 사용한 열

형성 재료는 Erkocryl rose (Erkocryl rose 2.0 mm, 
ERKODENT, Pfalzgrafenweiler, Germany)이며 이
를 열형성하여 임시 의치의 의치상으로 이용하였다. 
Erkocryl roes는 polymethylmethacrylate (PMMA) 계열

로 자가 중합 아크릴 레진과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작 과정에서 레진치와의 화학적 결합을 도모

할 수 있다. 본 증례는 예상치 못하게 치아 상실이 일어

난 환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임시 의치로 수복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증례 보고

첫 번째 환자는 46세의 남자 환자로 외상으로 인한 상
악 우측 측절치 발치 후 임시 수복물 제작을 주소로 내
원하였다(Fig. 1). 의과적 병력은 없었다. 환자는 상악 전
치부에 고정성 보철물 진료는 원하지 않았고 추후 임플

란트 진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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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of interim denture applying for thermoform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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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ho get tooth loss would also lost their esthetic, stability and functional aspect suddenly. They have to get provisional 
restoration immediately. This case reports a satisfied result that thermoforming technique is good for patients to get injury from 
unexpected tooth loss. (J Dent Rehabil Appl Sci 2016;32(2):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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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과 하악에 알지네이트로 인상채득을 시행하여 
진단모형을 제작하였다. 상악 우측 측절치의 근원심 길
이를 측정하였고 이에 맞추어 레진치(DURACROSS, 
NISSIN DENTAL PRODUCT, Kyoto, Japan)를 준비

하였다. 레진치는 기계적인 유지력 확보를 위하여 치아 
구개측 면에 #2 round bur로 홈을 형성하였다. 기존의 
좌측 전치부와 대칭적으로 배열하여 치은측에 유틸리티 

왁스를 연화하여 모델 상에 고정하였다. 의치상의 유지

력을 위하여 클라스프를 디자인했다. 대합치 모델과의 
교합 상태를 확인하여 상악 양쪽 견치와 제1소구치 사
이 공간에 강선이 지나갈 만한 충분한 공간을 확인하였

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ball 클라스프를 위치시켰다(Fig 
2). 위치시킨 레진치와 클라스프를 치과용 석고를 이용

하여 고정하였다(Fig. 3). 이 때 레진치에 치과용 석고가 
위치한 부위는 추후 Erkocryl rose와 화학적 결합이 일
어나지 않는 부위가 된다. 따라서 레진치의 순면 전체와 
설면의 절단면에 치과용 석고를 위치시켰다. 또한 클라

스프의 순면과 순면에 위치한 언더컷 부위, 그리고 기공

작업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후방 구치부 교합면과 순측

과 구개측 인접면에도 치과용 석고를 바르고 경화시켰

다. 레진치 하방의 유틸리티 왁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
온 압축 증기 분사기를 이용하였다. 모델에 분리제를 적
용하였다. 이 때 분리제가 레진치의 구개면과 하방, 클
라스프에 닿지 않도록 하였다. 가압 공기 분사기를 이용

하여 5분 간 충분히 건조시켰다. 

Fig. 3. Block-out by plaster. (A) Frontal view, (B) Occlusal view.

Fig. 2. Working cast. (A) Artificial tooth arrangement, (B) Bended ball clasp.

Fig. 1. Initial intraoral photo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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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tar (SCHEU-DENTAL, Iserlohn, Germany)를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예열시켜 준비하고 온도를 190℃, 
160초로 설정한 후 Erkocryl rose 2.0 mm를 위치시켰

다. 가열이 끝나기 1분 전에 레진치의 구개측 및 구개측 
홈 그리고 치아 하방에 분홍색 아크릴릭 레진(ProBase 
Cold pink,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을 적
용하였다. 클라스프 하방에도 아크릴릭 레진을 적용하

였다. 가열 시간을 채운 후 신속하게 Erkocryl rose를 모
델에 적용하고 가압, 냉각을 180초간 시행하였다. 이 때 
압접된 Erkocryl rose는 레진치 하방에 위치한 아크릴릭 
레진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 레진치와 의치상 간의 화
학 결합을 이루게된다(Fig. 4). Erkocryl rose 및 아크릴

릭 레진의 경화, 냉각을 마친 후 의치의 디자인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을 남기고 제거하였다. 계획된 디자인대

로 마무리 과정을 시행하였다. 열형성을 이용한 재료로 

외형이 형성되어 추가적인 연마 과정은 거의 필요로 하
지 않았다.

환자의 구강 내에 임시 의치를 시적하였다(Fig. 5). 임
시 의치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유지력, 교합을 정검하

였다. 환자에게 임시 의치를 시적하여 유지, 안정, 심미

적으로 만족할만한 임상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증례의 환자는 27세의 여자 환자로 문에 부딪

혀서 상악 우측 중절치와 측절치의 상실을 주소로 내원

하였다. 치과적, 의과적 병력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전반

적으로 양호한 치관 치근 비율을 보이며 치주적으로 문
제가 없었다. 환자는 결혼을 2주 가량 앞둔 상황이었고 
심미적이면서 빠른 전치부 수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상악 전치부에 고정성 보철 진료는 원하지 않았고 추후 
임플란트 진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결
정하였다.

Fig. 4. Thermoforming material. (A) Pressed Erkocryl rose plate, (B) Fabricated interim denture.

Fig. 5. Interim denture setting.

The case of interim denture applying for thermoform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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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이
에 맞추어 레진치(DURACROSS, NISSIN DENTAL 
PRODUCT)를 준비하였다. 레진치는 기계적인 유지력 
확보를 위하여 치아 구개측 면에 #2 round bur로 홈을 
형성하였다(Fig. 6). 이 후 클라스프의 디자인과 레진치

의 고정, 의치상 제작 과정은 첫 번째 증례와 같은 방식

으로 진행하여 임시 의치를 완성하였다(Fig. 7).
환자의 구강 내에 임시 의치를 시적하였다. 결혼을 앞

둔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심미와 발음을 중
점적으로 정검하였다. 환자는 레진치의 색조와 자연치

에 대한 대칭에 만족하였고, “식사하셨어요? 선생님”과 
같은 발음을 시행시켜 혀가 구개에 접촉하며 내는 발음

에 대한 평가하여 양호한 발음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밖

에 임시 의치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유지력, 교합을 정
검하였다. 환자에게 임시 의치를 시적하여 유지, 안정, 
심미적으로 만족할만한 임상 결과를 보였다(Fig. 8).

고찰

즉시의치는 ‘자연치의 발거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

록 제작된 총의치 또는 가철성 국소의치’라고 정의된

다.3 이렇게 만들어진 의치는 일반적인 의치보다 치과의

사나 환자 모두에게 도전적인 술식이다. 왜냐하면 사전

에 의치를 시적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의치를 장
착하는 날 맞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외모에 완
전히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치과의사는 이렇게 발치 
후 바로 사용하는 임시 의치의 한계성에 관하여 치료가 
시작되기 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들은 이것을 완
전히 이해해야 한다.6 전치부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치
아 상실은 임시 수복물을 통하여 심미와 발음의 저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3,4 본 증례는 열형성을 이용하

여 전치부 임시 의치를 제작하였다. 이 과정은 열형성을 
위한 가열과정과 plate를 모델에 가압하는 과정만을 거

Fig. 6. Washed-out utility wax which fix the artificial 
teeth.

Fig. 7. Fabricated interim denture.

Fig. 8. Clinical view. (A) Initial intraoral photo image, (B) Interim denture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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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이러한 절차는 의치상 형성을 위한 플라스킹 과정 
혹은 자가중합 아크릴 레진 중합 과정을 간단하게 함으

로써 빠르게 임시 의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이렇

게 형성된 의치상의 두께는 미리 제작된 plate를 열연화

하여 펼쳐낸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균일한 두께의 의치상

을 얻을 수 있다. 미리 제작된 plate의 두께를 선택함으

로써 균일하면서도 원하는 두께의 의치상을 수월하게 
얻어낼 수 있다. 특히 이미 표면이 처리된 plate를 이용

하여 열형성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의치상의 질감이 우
수하여 별도의 연마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얻어낸 의치상은 빠른 수복으로 인한 환자 만족도는 물
론이거니와 균일하면서도 적절한 두께로 인하여 발음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연마 상태는 환
자로 하여금 이물감을 적게 느끼고 처음 사용하는 의치

에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사용한 재료에 대해 살
펴보자면, PMMA 계열의 plate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의
치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의치상 첨상 및 수리에 사용해 
오던 재료들과 호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발치 후 변화하

는 구강 내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본 증례에서 사용한 재료는 plate를 이용하여 의치상

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적은 부위의 결손 부위를 수복하

기 위해서도 하나의 plate를 소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
다. 물론 수복하고자 하는 부위만 모델을 트리밍하여 여
러 개의 모델을 한 plate로 열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빠른 수복을 위하여 환자의 내원 즉시 치과 기공작업이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환자와 함께 기공작업 
과정을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최종 보철물

에 비하여 사용되는 기본 재료의 소모가 크다는 단점을 
지닌다. 또한 압력을 통한 모델과의 압접을 이용하기 때
문에 언더컷 하방으로 적절하게 추가적인 자가중합 아
크릴 레진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 때 과도한 양의 아크

릴 레진을 적용하게 되면 적용한 레진이 내면에 퍼진 상
태로 의치상이 완성되는데, 이는 이미 제작된 plate를 사
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질감의 내면이라는 장
점을 상쇄하게 된다. 그리고 레진치와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plate와의 압접 후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세밀한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화
학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할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
위에 대한 처리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치아의 순면과 절단연은 의치상과의 화학

적 결합이 필요로 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에는 
플라스터를 이용한 블록 아웃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는 치과 기공작업을 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매우 간
단하게 의치를 제작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지만, 잘못 형
성하여 준 경우 기공작업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을 만큼의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
히 재작업의 경우 기존의 모델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본 증례에서는 전치부 치아 상실로 인하여 수복이 필
요로 하는 환자에게 임시 수복물을 이용하여 신속한 수
복을 이루었다. 환자는 발음과, 심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고 최종 보철물을 사용하기까지 임시 수복

물을 사용하기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결론

임시 의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은 전통적으

로 열중합 레진 혹은 자가중합 레진을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본 증례는 PMMA 재료를 이용하

여 열형성 기술을 사용하여 임시 의치를 제작하였다. 제
작 과정은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환자

에게 적용한 결과 기능적과 심미적으로 모두 만족할만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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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형성 기술을 활용한 임시 의치 수복 증례

윤준구, 송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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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치아를 상실하게 된 환자에게 정신적 안정, 심미성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빠른 임시 보철물 
수복이 필요하다. 본 증례는 외상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치아 상실이 발생한 환자에게 열형성 기술(thermoforming 
technique)을 이용한 수복을 시행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6;32(2):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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