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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환자 구강의 생리

적 변화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부터 치
아 마모와 연령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는 활발히 이
루어져왔다.1 마모된 치열을 지닌 환자의 보철 수복 시 우
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수직교합고경

에 대한 고려이다. Dawson,2 Ramfjord와 Blankenship3

은 마모와 수직교합고경의 관계에 있어서 마모에 따른 
수직교합고경의 감소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니며, 
Turner와 Missirlian4은 마모에 따른 보철적 수복 치료 
시 수직교합고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분류를 강조하

였다. 이에 마모된 치열을 지닌 노인 환자의 보철 수복 시 
정확한 진단 및 분석과 예지성 있는 치료계획을 통해 악
간관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며, 고령의 환자 나
이를 감안한 단계별 치료접근을 필요로 한다.5

본 증례는 93세 남자 환자로 전반적인 치아 마모 및 
기존 고정성 보철물의 동요도를 보이고 있었다. 진단 및 
평가 결과 수직교합고경을 유지한 상악 전악 보철 수
복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고, 수직교합고경을 유지

한 채 임시 보철물로 수복 후 3개월 간 경과 관찰을 시
행하였다. 금속 도재관을 이용한 long span fixed dental 
prosthesis로 상악 전악 구강회복술을 시행하였으며, 기
능 및 형태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 보고하는 바
이다.

증례보고

상기 환자는 93세 남성으로 상악 전치부 고정성 보철

물의 동요도 및 하악 좌측 구치부의 치아치조농양과 함
께 전반적인 치아 마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임상 및 방
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21에서 #2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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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llary full-arch fixed dental prosthesis of the elderly patien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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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th wear, one of the physiological changes in the elderly patient’s mouth, generally does not require treatment, but requires 
prosthodontic restoration when occlusal disharmony, poor masticatory function, pulp exposure occurs. One of the primary 
considerations in prosthodontic restoration for tooth wear is vertical dimension. It is necessary to make an accurate diagnosis and 
analysis, correct judgement of the interdental relationship for predictive treatment plan. A step-by-step approach considering dental 
care for aged is also required. In this case, a 93-year-old male patient presented with worn dentition and mobility of existing fixed 
dental prosthesis. After diagnosis and evaluation, maxillary rehabilitation without any change in the occlusal vertical dimension was 
performed and this shows satisfactory results both functionally and morphologically. (J Dent Rehabil Appl Sci 2017;33(2):1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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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고정성 보철물에서 #21을 중심으로 3도 동요

도를 보였고, #16에서 치아 주위 치조골 소실에 따른 3
도 동요도를 보였다. 또한 #25에서 2도 동요도 및 #26
에서 1도 동요도를 보였으며, #17 원심면에서 치아 우식

이 관찰되었고, #36을 원인치로 한 치아치조농양이 관찰

되었다(Fig. 1, 2).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측두하악

관절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3). 

B C D

Fig. 1. Intra-oral status in the initial examination. Generalized toothwear was shown. Dentoalveolar abscess was 
observed around #36. #47 was missing.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at maximum 
inter-cuspal position,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A

E

Fig. 3. Initial TMJ series. No evidence of pathologic 
change. (A) Right side in closed state, (B) Right side in 
opened state, (C) Left side in closed state, (D) Left side 
in opened state.

A B

C D

Fig. 2. Initial panoramic radiographic image. Alveolar 
bone resorption was observed around #16, #21, 
#25. Distal caries was observed at #17. Periapical 
radiolucency was observed at #36. 

Maxillary full-arch fixed dental prosthesis of the elderly patient with worn den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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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가철성 보철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고정성 보철치료를 간절히 원하였다. 또한 고
령의 나이와 심장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임플란트 식립 없이 상악 전악 고
정성 보철 치료를 진행하였다. 

구치부 지지, 발음, 악간 공극 및 안모 평가를 통해 수
직 고경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
심교합위에서의 구치부 지지 및 3 mm의 적절한 자유 공
극(freeway space)을 유지하고 있었고, 발음과 안모 평가

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4 Willis 분
석 시 동공간선에서 구각부까지의 거리와 비주인중 경계

부에서 턱 끝까지의 거리의 비가 1:0.97로 나타나 평균치

인 1:1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며(Fig. 4),6 상하악 순측 
전정간 거리 또한 35 mm로 한국 성인 유치악자 평균 수

치인 35 mm와 일치하는 수치를 보였다.7 이에 상대적으

로 수직교합고경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보철물 수
복을 위한 공간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수직교합고

경을 유지한 상악 전악 구강회복술(Maxillary full arch 
rehabilitation)을 계획하였다. 

안궁이전을 시행하여 환자의 상악 모형을 반조절성 
교합기(Protar evo5, KaVo Dental GmbH, Biberach, 
Germany)에 마운팅하였고(Fig. 5), 환자의 중심 교합

위를 채득하여 마운팅된 상악 모형에 맞춰 하악 모형을 
마운팅하였다. 수직교합고경을 유지한 채 진단 왁스업

을 시행하였으며(Fig. 6), 자가중합레진(Alike, GC Co., 
Tokyo, Japan)을 사용하여 #13, 12, 11, 24, 26, 27을 지
대치로 하는 임시 보철물과 #17, 15, 14를 지대치로 하
는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2도 이상의 동요도를 보인 

Fig. 4. Vertical dimension analysis. In the Willis analysis, 
the ratio of the distance from the pupil of the eyes 
to the parting line of the lips and the distance from 
the bony shelf under the nose to the bottom of the 
mandible was 1:0.97. No decrease in the occlusal 
vertical dimension was observed. (A) Frontal view, (B) 
Lateral view.

A B

Fig. 5. Face-bow transfer (Right side view).

A B C

Fig. 6. Diagnostic wax up without any change in the occlusal vertical dimension. There was enough space for the 
prosthesis. The distance between both bottoms of labial vestibules of upper and lower casts was 35.0 mm which is the 
average distance in Korean adults with natural dentition. (A) Right side view, (B) Frontal view, (C) Left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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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1, 25를 발치하였으며, 치아치조농양의 원인치로 
진단된 #36 또한 extensive pontic 부위와 함께 발치를 
시행하였다. 상악 잔존 치아 삭제 후 미리 제작된 임시 보
철물을 구강 내 조정 및 장착하였다. #17의 원심면 우식 
제거 후에도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여 신경치료를 진행

하였다. 임시 보철물 장착 후 3개월 간의 치유 및 관찰 기
간을 가졌으며, 해당 기간 동안 환자는 저작, 발음, 심미 
등에 있어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임시 보철물 또
한 문제점 없이 환자의 구강 내에서 기능하였다(Fig. 7). 

최종 치아 삭제를 시행한 후, polyvinylsiloxane 인상재

(Delikit, Happiden,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인상 채
득을 시행하였다(Fig. 8). 기존 수직교합고경 유지를 위
해 임시 보철물을 이용하여 anterior jig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anterior jig 및 구치부 임시 보철물을 이용하여 
기존 수직교합고경을 유지한 중심교합위를 채득하였다

(Fig. 9). 상악 full contour wax up을 제작(Fig. 10) 및 확
인 후 상악 양측 구치부 교합면이 형성된 고정성 보철물

의 금속 코핑(VeraBond 2V, AalbaDent, Fairfield, USA)

A B

Fig. 7. Provisional restoration after 3 months. Provisional restoration functioned in the patient’s mouth without any 
problems in mastication, pronunciation, and esthetics. (A) Frontal view, (B) Maxillary occlusal view. 

A B

Fig. 8. Final abutment preparation and impression taking for definitive prosthesis. (A) Maxillary abutment preparation, 
(B) Maxillary abutment impression. 

A B

Fig. 9. Registration of inter-occlusal relationship with provisional 
restoration. (A) Anterior bite registration with posterior portion of 
provisional restoration displaying the interpupillary line and midline, (B) 
Posterior bite registration with anterior zig.

Maxillary full-arch fixed dental prosthesis of the elderly patient with worn den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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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작하여 환자의 구강 내 시적하였으며, 채득된 악간

관계를 재확인하고자 금속 코핑이 시적된 상태에서 중심

교합위를 한번 더 채득하였다. 중심교합위 확인 후 도재

(Super porcelain EX-3, Noritake, Aichi, Japan)를 축성

한 최종 금속 도재 수복물을 제작하였으며, 환자의 구강 
내 장착을 시행하였다(Fig. 11). 

초진 시 환자의 교합 양식은 양측 구치부에서 군기능 
교합 양식을 보이고 있었으나 부적절한 전방유도로 인해 

구치부의 지연된 이개를 보이고 있었다. 상악 편악 구강

회복술에 따라 교합 양식의 변화가 가능하였으며, 이에 
전방유도 시 즉시 구치 이개를 부여하였고, 측방 운동 시 
양측 모두 군기능 교합 양식을 부여하였다.8 

이후 주기적인 내원을 통해 교합검사 및 구강위생관리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합 접촉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2, 13). 

A B

Fig. 10. Full contour wax up for definitive prosthesis. (A) Frontal view, (B) Maxillary occlusal view.

B C D

Fig. 11. Definitive prosthesis was delivered. Esthetics and function were restored with the PFM prosthesis.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at maximum inter-cuspal position,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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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노인 환자의 치아 상실률이 낮아짐에 따라 잔존치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마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다.1 생애주기

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는 생리적 마모는 치과 치료의 대
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생리

적 마모 또한 경우에 따라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
다. 마모에 따라 전방 및 측방 운동 시 정상적인 유도를 
얻지 못할 경우 과두 및 저작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지속적인 마모로 인해 저작기능이 저하된다.9 또한 
마모에 따른 지속적인 법랑질 상실은 상아질의 노출을 
초래하게 되며, 내마모성이 낮은 상아질의 노출로 인해 
치수가 노출되는 상황까지 발생 가능하다.10

치과를 찾는 노인 환자 대부분이 틀니와 같은 가철성 
보철 치료보다는 기능 및 심미적인 부분에서 장점을 지니

는 고정성 보철 치료를 선호하고 있다.11 가철성 보철 장

치 사용 시 대부분의 환자들은 헐거움과 통증 발생을 호
소하게 되며, 구강위생관리에 있어서도 불편감을 호소한

다.12 예후에 있어서도 고정성 보철 치료의 경우 더 양호

한 치료 결과를 보이며, 가철성 장치 장착 시 더 높은 충
치 유병, 치은 퇴축 및 지대치 동요도 발생이 보고되고 있
다.12, 13 

더욱이 고령의 나이로 인해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운 환
자의 경우 가철성 보철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잔존치

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 치료를 계획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경우 임플란트 식립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
생을 줄일 수 있고, 특히나 치주질환에 이환된 환자의 경
우 임플란트 주위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기존 자연치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 치료는 고령

의 환자에게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들 중 
하나이다.14 

고령 환자에 있어서 잔존치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 치료

의 경우 지대치의 위치 및 교합관계 등의 생역학적인 측
면에서 젊은 환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

며, 고정성 보철물의 지대치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자유

롭게 선택이 가능하다.5,15

본 증례에서는 Ante’s law를 감안하여 #13, 12, 11, 
24를 지대치로 하는 고정성 보철물과 #25를 extensive 
pontic 부위로 하며 #26을 지대치로 하는 캔틸레버 고
정성 보철물을 키와 키웨이 부착형 유지 장치(key and 
keyway attachment)로 연결하는 비고정성 연결장치를 계
획하였다.16 하지만 #24, 26의 동요도 고려 시 고정성 연
결장치가 비고정성 연결장치 보다 치주 부착부가 감소된 
치아에 더 유리하며,16, 17 #36, 37이 상실된 하악 좌측 구
치부와의 교합상태 고려 시 key가 위치하는 #25 후방 구
치부에 교합력이 없거나 적을 경우 과맹출 될 가능성을 
감안하여,16 #13, 12, 11, 24, 26, 27을 지대치로 고정성 
연결장치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을 계획하였다. #24, 
26의 동요도 및 long span fixed dental prosthesis에서

의 유리한 치관 대 치근비(crown-root ratio)를 고려하여 
#27을 지대치로 포함시켰다.18 

구치부 지지, 발음, 악간 공극 및 안모 평가를 통한 수
직 고경 분석 결과 수직교합고경의 변화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고, 초진 시의 수직교합고경을 유지한 채 #13, 
12, 11, 24, 26, 27을 지대치로 하는 임시 보철물과 #17, 
15, 14를 지대치로 하는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임시 보철물 제작 시 구치부의 즉시 이개가 가능한 전
방유도를 부여하였으며, 측방 운동 시 기존 교합 양식을 

Fig. 12. Panoramic radiographic image after definitive 
prosthesis delivery. No additional pathologic change 
was seen.

Fig. 13. Extra-oral photos after definitive prosthesis 
delivery. Stable occlusion was observed. (A) Frontal 
view, (B) Later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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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양측 모두 군기능 교합을 부여하였고,8 비작업

측 구치부 이개를 유도하였다. 이후 임시 보철물 상태에

서 환자의 적응여부를 3개월에 걸쳐 관찰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임시 보철물의 파절이나 지대치의 동요도 증
가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최종 보철물은 long span fixed dental prosthesis의 
margin 적합도를 고려하여 금속 도재관을 이용하여 제
작하였으며,19 이후 주기적인 경과관찰을 시행하였다. 
키와 키웨이 부착형 유지 장치와 같은 완압 장치(stress 
breaker)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환자 스스로 구강 위생 
관리 및 유지가 더 용이해졌으며,20 안정적인 교합상태를 
보였고, 심미 및 기능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

본 증례에서는 기존 보철물의 동요도 및 생리적 마모

를 보이는 고령 환자에 대해 Willis 분석 및 악간 공극, 발
음, 진단 납형의 제작을 통하여 수직교합고경을 평가하

였고, 기존의 수직교합고경을 유지한 long span의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여 3개월에 걸쳐 환자의 기능적, 심미적 
적응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최종 보철물을 제작 및 장
착하였고, 경과 관찰한 결과 특이할 만한 합병증은 관찰

되지 않았으며, 일련의 치료 과정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추후 장기적인 보철물의 예후를 위
해 정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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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된 치열을 지닌 고령 환자의 상악 전악 고정성 수복 증례

이재현, 최연조, 류재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치과 보철학교실

노인 환자 구강의 생리적 변화 중 하나인 생리적 치아 마모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교합 부조화, 저작

기능의 저하, 치수 노출 등 구강 내 문제 발생 시 보철 수복을 필요로 한다. 마모된 치열을 지닌 환자의 보철 수복 시 우선

적으로 고려되는 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수직고경에 대한 고려이다. 이에 정확한 진단 및 분석과 예지성 있는 치료계획을 
위한 악간관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며, 노인 환자의 치과 치료를 감안한 단계별 치료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증
례는 93세 남자 환자로 전반적인 치아 마모 및 기존 고정성 보철물의 동요도를 보이고 있었다. 진단 및 평가 후 수직교합

고경을 유지한 상악 구강회복술을 시행하였으며, 기능 및 형태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 보고하는 바이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7;33(2):154-62)

주요어: 노인 환자의 치과 치료; 치아 마모; 수직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