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

서론

우식이나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소수의 잔존 치아 만이 
존재하는 구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
려사항이 필요하다. 우선 치아의 상실은 가철성 보철물

을 위한 지대치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보철물의 유
지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발거된 치아의 
잔존치조제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철성 보
철물의 유지, 지지 그리고 안정이 부족해지게 된다. 이러

한 단점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

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잔존 치근 위에 제작되는 피개의

치는 치근을 발거 하지 않음으로써 잔존치조제의 흡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치를 지지함으로써 지대치

와 의치 조직에 가해지는 응력 집중을 분산 시킬 수 있으

며, 많은 발거를 시행해야 하는 환자에게서 심리적인 안
정감을 줄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 또한 존재한다.1 이와 
같은 장점과 더불어 부가적인 유지력을 주기 위해 다양

한 상품화된 어태치먼트를 치근에 부착하여 유지를 얻기

도 한다. 치주적인 상태가 양호하거나 치료 가능한 상태

이며, 근관 치료나 수복 치료 상태가 양호하며, 지속적인 
교합을 견딜 수 있는 위치의 치근이라면 이러한 어태치

먼트를 이용하기에 유용하다.2 이번 증례에서는 상악에 
소수의 잔존 치아와 잔존 치근이 존재하는 환자에게서 
잔존 치근에 Locator Root Attachment (Zest Anchors 
Inc., Escondido, USA)를 적용한 가철성 피개의치를 제
작하여 기능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보였기에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 

증례보고

본 증례의 환자는 82세 여자 환자로 기존의 상악 보철

물의 파절로 인한 저작 장애 및 심미적 불만족을 주소로 
내원하였다(Fig. 1). 특별한 의과적 질환은 없었으며, 20
여년 전 제작한 상악 우측 중절치, 좌측 측절치, 견치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이 수일 전 충치로 인해 탈락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단지 2개만 남은 상악 치아를 
이용한 저작 활동만 가능한 상태였다. 

상악의 탈락된 보철물 지대치 뿐만 아니라, 하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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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아(#31,32,33,34,36,45,46)에서 우식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상악 다수의 치아(#13,14,15,16,21,24,25,26,27)
는 이미 상실된 상태였다. 하악의 전돌양상으로 악골 간 
Class III 관계였으며, 남은 상 하악 전치는 절단 교합 양
상을 보였으며, 치축은 순측으로 경사되어 있었다. 대부

분의 전치부 치아에서 동요도를 보였으며, 특히 하악 전

치부 우식이 심한 부위(#31,32,41)에서는 동요도 3도를 
나타내었다. 방사선학적 소견에서도 우식 부위 및 다수 
치아 상실 부위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중등도

의 치주질환을 보였으며 특히 하악 대구치부(#36,37,46)
의 치주낭 깊이는 약 6 mm로 이개부 병변이 관찰되었다

(Fig. 2).

Fig. 1. Preoperative photograph: intraoral view. (A) Occlusal view of maxilla, (B) Lateral view (right side), (C) Frontal 
view, (D) Lateral view (left side), (E) Occlusal view of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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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operative photograph: radiograph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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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환자는 높은 치아 우식 지수, 하악 구치부 정출로 인
한 교합 평면의 부조화, 악골 관계에 의한 반대교합 양
상, 노령의 나이, 우식과 관련한 구강 위생의 불량, 그리

고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기로 하였

다. 하악의 경우 다수의 치아(#31,32,35,36,41,45,46)를 
발거하더라도 잔존 치아(#33,34,37,42,43)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국소의치 제작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그렇지만 상악의 경우 잔존 치아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좌측은 전혀 치아가 없는 관계로 교합 부조화가 발
생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치근의 길
이가 길고 위치적으로 유리한 상악 좌측 견치(#23)를 잔
존 시키고, Locator Root Attachment를 활용하여 상악 
가철성 국소의치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보철 전 치료로써 전반적인 치석제거 및 치주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하악 우측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고 회
생 불가능한 치아(#11,21,22,31,32,35,36,41,45,46)의 발
거를 시행하였다. 하악 좌측 제1소구치(#34)는 깊은 우
식으로 인해 신경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상악 좌측 견치

(#23)은 우식 제거 및 어태치먼트를 위한 치은 절제술

을 시행 하였다. 발거 후 임시 의치 장착하였으며, 약 2

달정도 보철 전 처치와 치은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Fig. 3). 최종 상하악 국소의치를 위한 지대치 수복을 위
해 #12,13,33,34,37,42,43 치아를 임시 의치와 보철물을 
기반으로 한 진단 납형에 의거하여 삭제 후(Fig. 4), 적응

된 교합 평면 및 수직 고경을 적용하여 교합기에 거상 하
였다. 지대치 도재소부전장관은 미리 설정된 교합 평면 
및 수직 고경에 기초하여 제작하였으며, 특히 상악의 경
우 #23 어태치먼트의 삽입 경로와 평행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Fig. 5). 구강내 장착 후 실리콘 계열 인상재

(Exadenture, G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최종 인상

을 채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모형을 제작하였고, 
국소의치를 위한 금속 구조물을 제작하였다(Fig. 6). 금
속 구조물 디자인 시 상악 좌측 견치 부위에 설치될 어태

치먼트가 금속 구조물에 닿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금속 
구조물을 구강내 시적하여 동공 간선과 비익 이주선을 
기준으로 교합 평면을 설정하였으며, 양손 조작법을 통
한 통법의 악간 관계 기록과 안궁 이전을 시행하였다. 인
공치아 배열은 자연치아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군기능교

합을 부여하였으며, 납의치 시적을 거진 후 최종 국소의

치를 완성하였다(Fig. 7). 

Fig. 3. Interim prostheses (temporary denture). (A) Occlusal view of maxilla, (B) Lateral view (right side), (C) Frontal 
view, (D) Lateral view (left side), (E) Occlusal view of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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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paration photograph. (A) Occlusal view of maxilla, (B) Lateral view (right side), (C) Frontal view, (D) Lateral 
view (left side), (E) Occlusal view of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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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finitive restoration (surveyed crown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 (A) Occlusal view of maxilla, (B) Lateral 
view (right side), (C) Frontal view, (D) Lateral view (left side), (E) Occlusal view of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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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ster cast and framework. (A) Master cast of maxilla, (B) Framework of maxilla RPD, (C) Master cast of 
mandible, (D) Framework of mandible 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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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finitive restoration (removable partial denture). (A) Non-working side of right lateral view, (B) Occlusal view 
of maxilla, (C) Non-working side of left lateral view, (D) Lateral view (right side), (E) Frontal view, (F) Lateral view (left 
side), (G) Working side of right lateral view, (H) Occlusal view of mandible, (I) Working side of left later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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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달간의 적응 기간 후, Locator Root Attachment
를 상악 좌측 견치에 적용하였다. 우식처치와 근관치료

가 완료된 견치에 자연치 Locator Root Attachment 삽입

을 위해 약 10 mm의 드릴링을 해당 사이즈에 맞는 드릴

로 시행하였다. 체크용 포스트를 삽입하여 현재 사용중

인 의치의 삽입 철거로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0도 
10도 20도의 다양한 각도 중 각도가 부여되지 않은 0도 
Locator Root Attachment를 선택한 뒤, 레진(Luxacore. 
DMG, Hamburg, Germany)을 이용하여 어태치먼트와 
치근을 부착 시켰다. 이후 충분한 릴리프를 통해 어태치

먼트에 의치가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레진 배
출로를 만들었으며, 기공용 black nylon cap과 메탈 하
우징을 어태치먼트에 연결한 뒤, 자가중합레진(Pattern 
Resin LS, GC)을 릴리프된 국소의치에 적용하고 이를 구
강 내에 시적하여 교합이 되게 하였다. 중합 시간 경과 후 
완성된 피개의치는 다시 제거하여 여분의 레진을 제거하

였으며, 탈착이 올바로 됨을 확인하였다. 양측성 균형교

합 형성이 바람직하게 이뤄짐을 보여주었으며, 만족스러

운 유지력을 갖는 피개의치를 완성 할 수 있었다. 

고찰

잔존 치근을 발거하지 않고 의치를 제작하는 경우 부
가적인 지지, 유지,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어태치먼

트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
다. 이번 증례에서는 소수의 치아와 치근만 잔존하는 상
악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서 치근에 Locator Root At-
tachment를 적용함으로써 기능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
일 수 있었다. 

의치 제작 시 잔존 치근의 이용은 여러 장점이 있다.1 
우선 치근 주위의 치조골을 보호 할 수 있으며, 치근 주
변의 치주인대막이 존재함으로써 분별 감각을 줄 수 있
다. 또한 의치를 지지함으로써 안정된 의치 상을 제공하

고, 그밖에 남은 치아라도 유지하여 환자의 상실감을 조
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특별히 이번 증례에서는 대합되

는 하악 치아가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되었기 때문에, 안
정된 의치상을 위한 지지역할로써 해당 잔존 치근을 신
경 치료한 후 보존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치근을 남
기는 경우, 해당 치근에 치아 우식증이나 혹은 치주질환

이 추후 생길 수 있으며, 잔존 치근 주위로 골 언더컷으로 
인해 의치 탈착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그렇지만 Renner 등

Fig. 8. Locator Root Attachment application. (A) Lateral view (right side), (B) Frontal view, (C) Lateral view (left side), (D) 
Occlusal view of maxilla, (E) overdenture inn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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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년간 관찰한 피개의치를 위한 치근의 경우 50%는 동
요도가 관찰되지 않았고, 동요도가 있었던 치근이라도 
25% 동요도 감소를 보였다.3 따라서 충분한 검사가 선행

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증례에서는 상악 견치 잔존 치근에 부가적인 어태치

먼트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어태치먼트의 사용은 추
가적인 유지력을 얻을 수 있다. 기존 문헌에서 다양한 어
태치먼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4 이 증례에서는 
그중 Locator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Locator는 Stud 
형태 어태치먼트 일종으로 낮은 높이로 인해 수직 고경

에 제한이 적으며, 유지력이 좋고, 20도 정도의 평행하지 
않은 치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의치 장착에 용이하

다.5 Locator는 의치에 장착하는 어태치먼트 종류에 따라 
다양한 유지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교체함으로써 유지

력의 보강이 가능하다. 해당 증례는 우선 유지력이 거의 
없는 기공용 어태치먼트를 의치 내에 장착하였으며, 추
후 환자의 요구와 구강내 상태에 따라 교체할 예정이다. 

최종 보철물이 장착한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어태치먼트 주변은 의치의 
파절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본 증례의 경우 파절에 대비한 금속 설계가 부족한 점이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의치 탈착에 대해 어태치먼

트와 지대치 간의 삽입철거로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처

럼 대합되는 고정성 보철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소수의 
잔존 치근만이 남아있는 국소의치 증례에서 치근을 발거

하지 않고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오버덴쳐는 유지력, 안
정성, 저작효율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어태치먼트 사용 증례는 오랜 시간 예후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증례는 상악에 소수 잔존치와 잔존 치근이 남아있

는 환자에게서 잔존 치근에 Locator Root Attachment 
를 이용한 가철성 피개의치, 하악은 고정성 도재소부전

장관을 지대치로 한 가철성 국소의치로 수복한 증례이

다. 이와 같이 잔존 치근이 전략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치
근 길이가 충분한 경우 어태치먼트를 활용한 피개의치는 
기능적으로 좀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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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잔존 치근에 Locator Root Attachment를 활용한 상악 가철성 국소의치 

증례

신진호*

디자인치과의원 

최종 수복물을 가철성 국소의치로 계획하였을 때 구강내 소수 잔존 치근을 유지하고 활용한다면, 기능적으로 좀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증례는 소수 치아와 잔존 치근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Locator Root Attachment’를 활용하여 
상악 가철성 피개의치로 최종 수복한 증례이다. 잔존 치근에 대한 정확한 임상적, 방사선학적 평가 후 어태치먼트를 적용

하여 기능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7;33(3):199-206)

주요어: 잔존 치근; Locator Root Attach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