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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적장애란 정신 발육이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로 
지능지수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뉜다. 지적장애 1급의 경
우 지능지수가 35미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
호가 필요하다. 지적장애인은 단순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

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 정서, 성격 등 전반적으로 장애를 
가진다. 장애의 경중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에 차이가 있
으나 대부분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고 사회성 발달에 문
제가 있다. 또한 운동기능의 발달문제가 있어 수조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구강

상태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다발적 우
식이 쉽게 관찰되며 치주질환 이환율이 높다.1 

본 증례는 지적장애를 가진 환자에서 치주염과 다발적

인 우식으로 인해 붕괴된 교합을 가철성 국소의치로 교
합을 재구성하여 심미와 기능을 회복시킨 증례이다.

증례보고

환자는 지적장애 1급의 33세 여환으로 치아와 잇몸

이 좋지 않아 식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소로 내원하였

다. 환자는 문장을 만들어 의사표현을 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었으나 간단한 단어로 의사는 표현할 수 있었으며 
치료 시 협조도는 적절하였다. 환자의 구내 검사 결과 전
반적으로 치은이 붓고 출혈이 있었으며 다발적인 우식

이 관찰되었다(Fig. 1). 또한 구치부 지지 상실과 치주염 
및 우식으로 인해 치아 이동이 일어나 전치부, 구치부 과
교합으로 교합이 붕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잔존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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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disability is an imperfect disorder in which mental development is permanently retarded and development of 
intellectual ability is inadequate. Having intellectual disabilities makes it difficult to handle their own work and adapt to social 
life.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hygienically manage the patient’s oral condition, multiple caries are easily observed, and the 
periodontal disease incidence rate is high. The patient in this case is a 33-year-old female with a mental retardation first grade 
who had a problem with meals. In first visit, Patients had decreased occlusal vertical dimension and posterior bite collapse due to 
periodontitis and multiple caries. This case reports a satisfactory functional and esthetic results by reconstructing occlusion using 
partial removable dental prosthesis. (J Dent Rehabil Appl Sci 2017;33(3):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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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32,41,42,43,44는 치아가 우식과 치주질환으로 
인해 예후가 불량하였으나 그 외 방사선 분석 결과 특이

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2). 
교합수직고경 분석을 위해 Willis method로 안모를 

분석한 결과 짧은 하안모를 보였으며, interocclusal rest 
space는 약 7 mm, ‘s’ 발음 시 전치부간 거리는 5 - 6 mm, 
intervestibular distance는 29 mm로 감소된 수직고경의 
회복과 함께 교합평면을 재구성하기로 하였다. 환자에게 
치료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 이나 가철

성 보철 또는 자연치를 이용한 가철성 보철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 진행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와 잔존 치조

골의 폭경이 좁은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임플란트보다는 
자연치를 이용한 가철성 국소의치 제작으로 치료계획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특성상 치료에 앞서 가철성 

보철물 사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였다. 
예후가 불량한 치아들을 발거하고 치주치료 및 치아우

식증 치료를 시행한 후 치아 삭제를 하였다. 제작한 진단 
왁스업 모형을 이용해 중심위상태에서 임시보철물을 제
작하였다(Fig. 3). 환자는 수조작이 서툴긴 하였으나 임
시의치 사용에 무리가 없었다. 임시보철물 상태에서 3개

월 간 적응능력을 판단하였다. 3개월 동안 악관절 문제나 
근신경계 문제는 보이지 않았으나 적응력이 떨어지는 환
자의 특성상 임시의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교합

상태를 보였다. 3개월 추가적인 적응 기간을 두어 총 6개

월이 지나서야 환자는 안정된 교합을 보였다. 또한 심미

적, 기능적으로도 환자, 보호자 모두 만족하였기에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가철성 국소의치의 지대치인 #11,12,13,21,24,25,26,
33,34,35,45,46을 polyvinyl siloxane 인상재(Honigum, 
DMG, Hamburg, Germany)로 인상채득하였다(Fig. 4). 
제작된 써베이드 크라운을 치아에 시적 후 레진 접착제

(Rely X luting cement, 3M ESPE, St. Paul, USA)를 사
용하여 접착하였다(Fig. 5).

개인트레이의 제작을 위해 상, 하악 예비인상을 채득

하였다. 연구모형에서 개인트레이를 제작하여 변연형성 
후 폴리설파이드 인상재(Permlastic, Kerr Manufacturing 
co, Romulus, USA)를 사용하여 최종 인상채득하였다

(Fig. 6). 하악의 경우 전방부 전정과 좌측 구치부 전정이 

Fig. 1. Initial intraoral photographs. (A) Maxillary occlusal view, (B) Frontal view, (C) Mandibular occlusal view.

A B C

Fig. 2. Initial panoramic radiography.

Fig. 3. Provisional prosthesis. (A) Lateral view (right), (B) Frontal view, (C) Lateral view (left).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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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eth preparation and final impression. (A) Maxillary teeth, (B) Mandibular teeth, (C) Final impression of Maxilla, 
(D) Final impression of Mandible.

A B

C D

Fig. 5. Definitive restoration. (A) Surveyed crown on maxilla, (B) Surveyed crown on mandible.

A B

Fig. 6. Bordermolding and final impression. (A) Bordermolding for maxillary denture, (B) Final impression of maxilla, (C) 
Master cast of maxilla, (D) Bordermolding for mandibular denture, (E) Final impression of mandible, (F) Master cast of 
mandible.

C D D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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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소대가 높아 설측 판 이용하여 금속구조물을 제작

하였다. 또한 금속구조물 제작 시 환자의 의치 탈착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해 직접유지장치는 환상형클래스프로 디
자인 하였다(Fig. 7). 교합제를 평균적인 규격에 따라 제
작하고 임시의치의 상하악 악간관계를 이용해 수직위, 
수평위를 교합기에 이전하였다(Fig. 8). 인공치아를 배열

하여 군기능 교합을 부여하였다. 납의치를 구강 내에 시

적 하였고, 환자와 보호자는 치아 형태 및 배열에 만족하

였기에 온성을 시행하였다(Fig. 9). 그 후 기공실 재부착, 
임상적 재부착을 통해 기공과정에서 생긴 교합오차를 수
정하여 군기능 교합을 부여하였고 구강 내에 장착하였다 
(Fig. 10). 술 후 방사선 영상에서 특이한 병적 변화는 관
찰되지 않았으며 치료 이후 6개월 관찰 결과 기능적, 심
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Fig. 11).

Fig. 7. Metal framework. (A) Metal framework of maxilla, (B) Metal framework of mandible.

A B

Fig. 8. (A) Maxillomandibular relationship registration, (B) Facebow transfer, (C, D) Mounting procedure to semi-
adjustable articulator.

A B

C D

Fig. 9. Wax denture try-in. (A) Lateral view (right), (B) Frontal view, (C) Lateral view (left).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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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efinitive denture. (A) Lateral view (right), (B) Frontal view, (C) Lateral view (left).

A B C

Fig. 11. Patient’s profile. (A) Profile of first visit, (B) 
Profile of after definitive denture delivery.

A B

고찰

본 증례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지며 교합이 붕괴된 환자

에서 상하악 가철성 국소의치를 이용하여 기능적, 심미적

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환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

이였다. 본 증례의 환자는 구강위생지수가 낮고 다발성 
우식이 존재하며 치은염, 치주염이 존재하는 지적장애인

의 전형적인 구강특성을 보이고 있었다.1,2 Shifman에 따
르면 수직교합고경이 감소되어 있고 전치부, 구치부 과
교합, 구치부 지지가 상실되었을 때 교합붕괴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3 그 원인으로는 치아결손, 치주염, 우
식이 대표적인데 본 증례의 환자에서도 이와 같은 원인

이 있었기에 교합붕괴가 나타났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지적장애인의 치과치료시 치아가 결손되었을 경우 유
지와 관리 문제로 인해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 
치료가 우선시 된다.4 하지만 치아 결손이 다수로 존재하

고 경제적인 문제 및 임플란트 시술에 어려움이 있는 해
부학적 구조를 가졌을 경우 가철성 국소의치로 치과치료

를 시행할 수 있다. Phadraig의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가
철성 의치가 필요한 지적장애인 중 의치 제작을 한 장애

인 수는 많지 않지만 의치를 제작했을 경우 약 82.6%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의치를 잘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였

다.5 
가철성 의치 제작을 위한 본 증례의 환자는 지적장애 1

급으로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수조작이 서툴

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였다.6,7 그러므로 치료 
전 환자의 적응을 위해 탈감작을 동반한 여러 단계가 필
요했으며 임시의치 과정에서는 오랜기간 동안 환자가 의
치 사용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였다. 

지적 장애 환자에서 중요한 것은 보철 후 유지관리이

다. 지적 장애 환자의 운동기능이 떨어지는 면을 고려하

여 전동칫솔을 이용하게 하거나 사용이 용이하도록 손잡

이가 변형된 칫솔을 이용하게 하여 구강 위생 효율을 높
일 수 있다. 또한 지적 장애 환자는 단기기억력 보다는 장
기기억력이 좋으므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교육이 가능

하다. 특히 본 증례의 환자는 가철성 국소의치를 사용하

였기 때문에 구강내뿐만 아니라 의치를 탈거하여 세척하

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환자의 구강 
위생 관리 방법에 대한 습득을 위해 내원 시마다 반복적

이고 장시간의 구강 위생 교육을 시행하고 다음 내원 시 
교욱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교육 시행 후 계속

적인 구강 위생 관리를 위해서는 병원 내 구강 위생 교육

을 바탕으로 가정 내 구강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

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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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장기간의 적응 기간을 통해 제작된 최종 의치는 이상적

인 교합 평면과 안정적인 교합 접촉을 이룰 수 있게 하였

다. 현재 환자와 보호자는 기능적, 심미적으로 크게 만족

하고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환자이기에 더 지속적인 검
진을 통한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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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는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 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장애이며, 지적장애를 가지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구강상태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다발적 우식이 쉽게 관찰되며 치주질환 이환율이 높다. 본 증례의 환자는 지적장애 1급을 판정 
받은 33세 여환으로 치아 및 치주 건강이 좋지 않아 식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초진 구내 검사 시 환자

는 치주염과 다발성 우식으로 수직고경이 감소되고 구치부 교합이 붕괴되어 있었다. 이를 가철성 국소의치 이용하여 교
합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7;33(3):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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