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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엇갈린 교합이란 상하악의 잔존치아들이 존재하지만 교합

접촉이 없어서 교두감합위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1 기존

의Kennedy, Cummer, Swenson 등의분류방법2은편악의결손상태

만알수있으므로보철치료의예후를결정하는데한계가있

다. 엇갈린 교합의 치료에서는 기존의 분류 방법을 통한 치료

계획이 아닌, 수직지지의 유무에 따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

이합당하다. 
엇갈린교합에서상하악의치의교합압은각각치아와점막

이 지지하는데, 교합 시 치근막과 점막의 변위량이 다르기 때

문에 의치가 불안정해진다. 의치의 회전 및 침하는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상, 하악 의치가 서로

회전하는것처럼변위한다. 장기적으로교합평면의경사는더

욱 심해져서 결국 의치상 침하에 의한 점막의 동통과 잔존치

조제의흡수, 지 치의동요도증가와탈락, 의치파손등의합

병증이 발생된다. 또한 엇갈린 교합을 가진 환자들은 교합고

경이 붕괴되고 습관성 하악위를 가지고 있어 의치를 통한 수

복 시 하악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잔존치아의 정출과 이미 흡

수된치조제로인해교합평면설정에혼란을초래할수있다.1

일반적으로 후방연장 국소의치는 지점선(fulcrum line)을 축

으로 회전운동을 일으키므로 이러한 회전운동을 방지하도록

국소의치를 설계하여야 하는데, 엇갈린 교합에서는 상, 하악

의치를 한 개 단위로 묶어서 그 회전을 방지하고 생역학적 균

형을이룰수있도록의치를설계해야한다.3,4

본증례보고에서는엇갈린교합을가진부분무치악환자에

서가철성국소의치를활용하여만족할만한결과를보 기에

보고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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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본 환자는 85세 남성으로 상악우측 구치 및 하악 좌측구치

를 상실하여 전반적인 보철 수복을 받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

하 다. 상, 하악 구치부는 무치악 상태로 환자의 진술에 따르

면 1년전상악우측제1 구치와제1소구치의심한동요로인

해 발치하 으며 보철물을 제작하지 않고 전치부로 저작하

다. 의과적 병력은 고혈압 및 협심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으

며 턱관절과 기타 저작근 장애, 비기능적인 악습관은 없었다.
구강 내 소견으로는 전반적인 치태 및 치석 침착을 보이고 있

었고, 하악전치부에서심한마모가관찰되었다 (Fig. 1, Fig. 2).
하악양측중철치와측절치는심한마모및치근단염증으로

치관확장술(crown lengthening procedure) 후수복을하는경우불

량한 치관/치근 비율을 보여 지 치로서 예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모형 분석 결과 순측 전정 최저점으로부터 전치

절단연까지거리는상악 20 mm, 하악 16 mm로한국성인유치

악자평균상악20.8 mm, 하악17.3 mm와크게차이나지않았지

만 상하악 순측 전정간 거리는 27 mm로 평균계측치인 35 mm
보다확연히작았다.5 수직피개량은9 mm 다. Willis 안면계측

시하안모길이가동공에서부터구각까지의거리보다작았다.6

이상의분석결과를종합해보았을때구치부의상실로인해

수직 고경이 감소한 것으로 진단하 다. 예후가 의심스러운

하악 양측 중철치와 측절치는 발거 하기로 하 고 환자의 수

술에 한 거부감과 고혈압, 협심증, 고령 같은 전신질환을 고

려하여임플란트식립보다가철성국소의치로수복하기로결

정하 다. 
환자가전치부로저작해왔으므로임시수복물장착기간동

안 중심위에서 적응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 다. 예비 인상을

채득하여 진단 모형 제작 후 교합제를 제작하여 구강 내에서

교합평면을 동공간선과 Camper’s plane에 맞춰서 설정하 다.
생리적 안정위를 이용하여 수직고경을 설정하 고 안모를 평

가했다. 양손수조작술을이용하여중심위로악간관계를채득

하 으며 안궁이전을 시행하 다. 진단모형을 반조절성 교합

Fig. 1. Intraoral photograph before treatment. (A) Upper, (B) Right, (C) Frontal, (D) Left, (E)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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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noramic radiograph befor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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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Artex, Girrbach Dental, Pforzheim, Germany)에장착하 다. 수직

고경의회복을위해절치유도핀을기준으로수직고경을6 mm
거상하기로 결정하 으며, 거상한 수직고경 하에서 진단납형

및임시보철물을제작하 다 (Fig. 3). 수직고경을확립한이후

안모평가를시행하 다 (Fig. 4). 임시수복물을장착하여약8주
간 변화된 교합 관계에서 적응 여부를 관찰하고 기능과 심미

를평가하 다 (Fig. 5). 교합은좌우엇갈린교합소견을보이므

로양측성균형교합을부여하 다. 
최종 치아 삭제 후 polyvinyl siloxane (Imprint II Garant. Light

Body, 3M ESPE, St. Paul, MN, USA)으로인상채득후작업모형과

다이를제작하 다 (Fig. 6). 임시수복기간동안적응된환자의

교합 고경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수복물을 교차로 제거하여

기록상과 함께 임시 보철모형과 작업 모형의 악간 기록을 하

다. 

Fig. 3. Diagnostic waxup model.

Fig. 5. Provisional restoration. (A) upper, (B) frontal, (C) lower.

A B C

Fig. 6. Surveyed crown Fabrication (A) Impression taking for maxillary surveyed crown, (B) Impression taking for mandibular surveyed crown.

A B

Fig. 4. Extraoral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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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성국소의치의지 치인좌측상악중절치와 구치, 우
측 하악 견치와 구치는 설면 레스트와 원심 레스트가 부여

된 surveyed crown으로 수복하 다 (Fig. 7). 가철성 국소의치의

framework와의치상제작을위해자가중합형레진(Vertex Trayplast,
Vertex dental B.V., Zeist, Netherlands)으로개인트레이제작후, 모
델링컴파운드(Pericompound, GC., Tokyo, Japan)로변연형성하여,
polyvinylsiloxane 인상재(Exadenture, Light body, GC Co., Tokyo,
Japan)로최종픽업인상채득하 다 (Fig. 8).

국소의치의주연결장치는상악은구개판형연결장치(palatal-
plate type connector)로제작하 다. 금속구조물의적합도를확인

후제작된상, 하악고정성보철물과상, 하악구치부교합제상

에서 중심위를 다시 채득하여 교합기에 모형을 부착하고, 치

아배열(Endura teeth, SHIGA SHOFU INC., Kyoto, Japan) 후의치상

용레진(SR TripleX Hot, Ivoclar Vivadent, Schaan, Germany)을중합

하여의치를제작하 다 (Fig. 9). 
의치가조직과균일한접촉을갖도록내면을확인후조정하

고 (Fit Checker II, GC Co., Tokyo, Japan) 전방부의고정성보철과균

일한교합접촉을구치에서도갖도록의치의교합조정을시행

하 다. 최종 보철물은 임시합착(Rely-X TempNE, 3M ESPE,
Neuss, Germany)하여2주간평가후최종합착(Fuji CEM, GC Co.,
Tokyo, Japan)하 다 (Fig. 10, Fig. 11). 최종수복후측두하악관절

방사선 사진에서 안정적인 과두 위치를 확인하 다 (Fig. 12).
10개월간의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심미와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 

Fig. 7. Surveyed crown try-in. (A) Maxillary surveyed crown try-in, (B) Mandibular surveyed crown try-in, (C) Frontal view.

A B C

Fig. 8. Final impression taking (A) Maxillary border molding, (B) Impression taking for maxillary removable partial denture, (C) Mandibular border molding, (D) Impression
taking for mandibular removable partial denture.

C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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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Jaw relation registration procedure. (A) Centric relation bite taking, (B) Facebow transfer.

A B

Fig. 10. Final prosthesis. (A) Upper, (B) Right, (C) Frontal, (D) Left, (E) Lower, (F) Right working, (G) Protrusive, (H) Left working. 

A

CB D

G H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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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좌우 엇갈린 교합증례의 상악에서는 잔존치에 의한 지지력

만으로는충분하지않고, palatal plate를이용하여경구개에지지

를 얻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의치상의 후연은 최 한으

로 확 하고, 가능한 지지 역을 넓게 하도록 설계한다. 좌우

엇갈린교합의경우첨상에의한점막지지를최 한으로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장착 후 정기검진 시기의 진단이 중요

하다. 하악에서는 치아지지, 항회전 설계를 하고, 하악의 기능

운동시의평형교합을확립하도록해야한다.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이용함으

로써 국소의치의 불안정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줄여줄 수

있다. 특히의치의많은움직임을보이는Kennedy Class I과 II 증
례에서후방치조제에임플란트를사용하면안정과유지를얻

을 수 있고, 의치의 움직임과 연관된 부자연스러움을 줄여줄

수있다.7 하지만환자의전신건강이수술술식을진행하기어

려워 임플란트를 이용한 국소의치의 비적응증에 해당되어 가

철성국소의치를이용한구강회복치료로진행하 다.8

본 증례에서 감소된 수직고경에서 적절한 수직고경의 결정

을위해치관길이평가, Willis 방법, 악간거리측정을통해진단

하 다. 납형의 분석을 통해 진단하여 적절한 보철수복 공간

과 심미적인 안모, 조화로운 교합 설정을 고려하여 임시 수복

물을 제작하여 8주간 적응 여부를 판단하 다. 환자의 근신경

계적응여부및근육의피로감, 턱관절동통등이나타나지않

아최종보철물을제작하 다. 
의치의회전력을감소시키기위해metal framework design을잔

존 지 치의 설측과 근원심을 파지하도록 하 다. 지 치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악의 주연결장치를 구

개판형으로설계하 으며, 지 치의견고한연결, 의치상의연

장, 기능인상 채득, 양측성 균형교합 부여를 통해 의치의 안정

성을증진시키고자하 다. 하악은설측판을이용한 rigid한주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저작압을 잔존지 치와 치조제로 분산

되도록 하 다. 하악의 기능운동 시 평형교합을 확립하도록

설계하기위한방법으로 cap clasp의사용, Konus crown의제작등

이있으며, 의치상면적은최 한으로확 하고, 구후결절을가

능한 한 덮는다. 의치상은 치조제의 흡수변화에 응해서 첨

상을할수있도록전면레진형의설계로한다.1

현재치료가완료된10개월간의경과관찰기간동안환자는

심미적, 기능적으로만족하 다. 레진치아를사용한의치의장

기간사용에따른인공치의교모는교합고경의저하를초래하

기 쉽다. 따라서 추적 관찰하면서 국소의치의 교합면을 금속

또는금으로제작하는것이좋다.1 주기적인점검을통한첨상

및 교합조정을 시행한다면 예후 및 환자의 만족도는 양호할

것이라고예상된다.

결론

본 증례에서는 과도한 마모와 구치부 상실이 있는 환자를

Willis 방법, 치관길이평가, 악간거리측정, 진단납형의제작을

통해 수직 고경을 평가하여 증가 시켰으며, 임시 수복물을 제

작하여 증가된 수직 고경에 한 환자의 기능적, 심미적 적응

을 확인한 후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여 장착하 다. 관찰 기간

동안 합병증을 보이지 않았으며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최종 수복 완료 후에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정기적

인 관찰을 통해 교합의 유지를 확인해야 하고 교합조정, 의치

의이장이필요시시행되어야한다. 

ORCID

Yu-Ra Choi  http://orcid.org/0000-0001-9588-0001
Jeong-Kyung Kang  http://orcid.org/0000-0003-0017-3553

Fig. 11. Panoramic radiograph after treatment. Fig. 12. TMJ series after treatment. (A) Rt. close, (B) Rt. opening, (C) Lt. close,
(D) Lt.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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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엇갈린 교합 환자에서의 가철성 보철을 이용한 전악구강회복 증례

최유라∙강정경∙김나홍∙장희원*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치과보철과

엇갈린 교합을 가진 가철성 국소의치에서는 하중시 의치의 다양한 움직임과 불리한 안정으로 인해 환자의 만족감을 얻는 것이 어렵다. 편측 소수

잔존치 증례에서는 안정적인 양측성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 또는 잔존치근을 이용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증례에

서는 고혈압, 협심증, 고령 등의 전신질환을 고려하여 가철성 국소의치를 치료방법으로 선택하 다. 엇갈린 교합으로 인해 수직고경이 상실된 환

자에게수직고경을회복해주기위해서정확한진단과분석이필수적이며, 근신경계에 한적응을파악해야만수직고경을회복해줄수있다. (
한치과보철학회지 2017;55:38-45)

주요단어:엇갈린교합; 부분무치악; 가철성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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