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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보철물을 성공적으로 제작 및 수복하기 위해선 환자의 전치 유
도, 측방 운동 시의 교합 양상, 중심위 등의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다. 단순히 최대 교두 감합위에서의 교합에만 맞추는 것이 아
니라, 상악에 대한 하악의 운동로를 정확히 기록하여 보철물에 
반영하는 것이 보철물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다.1

Functionally generated path (FGP) technique은 1933년 
Meyer에 의해 소개된 방법으로, 하악의 모든 움직임을 왁스 등
의 재료로 기록하여 보철물 제작에 이용하며, 적절하게 시행

했을 시 구내에서 조정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고된다.2 
Dawson은 이러한 하악의 운동로에 기여하는 전치부 및 구치

부 결정 요인을 보고하였는데, 전치부의 경우 전치 유도, 구치부

의 경우 하악의 운동을 제한하는 관절-원판 관계를 제시하였다.3 
FGP technique은 적절한 수직 고경 상태에서 과두 경사 및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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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편측 운동로를 정확히 기록하기 때문

에 안면 근육 및 측두 하악 관절과 조화로운 교합을 설정할 수 
있다. FGP technique은 처음 제시되었을 땐 양측성 균형교합을 
부여하는 총의치 제작과 연관되어 있으나, 고정성 및 가철성 부
분 의치 제작에도 사용 가능하며 견치 유도 교합, 군 기능 교합 
등 다양한 교합 형태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2,4-9 

FGP technique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 대합치가 건전해야 하며, 구치부 교합 간섭

이 없고 적절한 전치 유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술자의 해
당 술식 및 교합, 그리고 하악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
탕으로 시행되어야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10 이와 같은 조
건 하에 FGP technique이 적용되어야 구강 내에서의 보철물 조
절이 최소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치료 술식 및 기공 과정에서 석
고 인상을 채득하거나 Twin-stage occluder와 같은 특수한 교합

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감 및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

며, 별도의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11 
1974년 Francois Duret에 의해 디지털 치의학이 소개된 이후로 

좀 더 효율적인 보철물의 제작이 가능해졌다.12 구강 및 모형 디
지털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 상에서 진단 및 보철물 디자인이 가
능하고, 저장된 정보로 기공사와 치과의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으며, 동일한 보철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철물 제작시간이 단축되었으며, 기존의 
수작업보다 좀 더 간편하게 정밀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
었다.12,13 여러 장점을 갖는 구내 디지털 스캔 및 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D/CAM) 시스템을 
FGP technique에 접목시켜서, 석고 인상이 환자에게 주는 불편

감 및 거부감을 해소하고 특수한 교합기 없이 정확하고 간편하

게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다.
본 증례는 상악 좌측 대구치를 치주 치료 및 근관 치료 후 FGP 

technique 및 구내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하여 적절한 교합을 부
여함으로써 환자와 술자 모두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철적 수복과정을 설명하고 치료 시 고려사항을 보고

하는 바이다.

증례

증례 1

첫번째 환자는 50세 남환으로, 치주 치료 및 근관 치료 후 보
철 수복을 위해 의뢰되었다. 치주 및 근관 치료 전, 상악 좌측 제 
3 대구치 주위로 국소적인 만성 치주염이 존재하였으며, 제 2 대
구치의 원심까지 확산되어 근단부 쪽 방사선 투과성의 병소가 
관찰되었다. 이로 인해 상악 좌측 제 2 대구치는 치주염으로부

터 기원한 치수 유래 병변으로 진단되었으며, 본원 치주과 및 보
존과에서 제 3 대구치의 발치와 함께 국소적인 치주 치료 및 제 2 
대구치의 근관 치료를 진행하였다 (Fig. 1).

초진 시 구내 검사, 구강 내 사진 촬영 및 진단 모형 제작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Fig. 2, Fig. 3). #27 치아의 수복에 앞서, #28 
치아 발치, #27 치아 근관 치료 및 치주 치료를 완료하였다. 그 
외 #22와 #23 치아 사이 치간 이개 및 하악 전치부 총생이 보였

으며 #26 치아 일부의 파절이 관찰되었다. 최대 감합위 시 구치

부의 균일한 접촉과 측방 운동 시 견치 유도 교합을 보였으며, 
#27 치아에는 별다른 교합 간섭이 관찰되지 않았다. #27 치아의 
지대치 평가 시, 원심부의 치주탐침 깊이가 4 mm로 약간의 치조

골 흡수 외에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치아는 치주염

으로부터 기원한 치수 유래 병변으로 인해 치주 치료 및 근관 치
료를 받았으므로 치아의 장기적인 예후가 불량하다 판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GP technique을 적용하여 환자의 하악 운
동을 정확히 기록한 후 기공 과정에 적용하여 #27 치아에 가해지

는 측방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결정하였다. 첫번

째 과정으로 #27 치아를 전부 주조 금관 수복을 위한 치아 삭제

를 진행하였으며, 상악 예비 인상 채득 후 임시치아를 제작하여 
수복해 주었다 (Fig. 4). 그 후 석고 모형에서 패턴 레진(Pattern 
Resin LS, GC, Tokyo, Japan)으로 레진 코핑을 제작하여 추후 
왁스 기록 시의 유지력을 도모하였다 (Fig. 5). 다음 내원 때 치은 
압배사 적용 후 실리콘 인상재(Honigum, DMG, Hamburg, Ger-
many)와 기성 편악 교합 트레이를 이용하여 편악 교합 인상을 

Fig. 1. Initial radiographic images. (A) Panoramic radiograph, (B) Periapical radiograph before endodontic treatment and #28 tooth extraction, (C) Periapical 
radiograph after endodontic treatment and #28 tooth extractio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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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itial intraoral photographs. (A) Frontal view, (B) Maxillary occlusal view, (C) Mandibular occlusal view.

A B C

Fig. 3. Fabrication of diagnostic casts and mounting procedures. (A) Facebow transfer, (B) Diagnostic casts, (C) Mounting diagnostic casts to an articulator.

A B C

A B

Fig. 4. Tooth preparation and provisional crown fabrication. (A) Tooth prep-
aration, (B) Provisional crown fabrication.

Fig. 5. Pattern resin coping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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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득하였다 (Fig. 6). 기존에 만들어 놓은 레진 코핑을 치아에 장
착한 후 하악의 모든 움직임에 걸리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Fig. 
7A). 다음 FGP technique 전용 왁스(S-U-FGP-FUNKTIONS-
WAX, Schuler Dental, Ulm, Germany)를 치아 크기로 잘라 
52℃ 물에 약간 녹인 후 레진 코핑 위에 적용하고 환자로 하여금 
최대 감합위, 측방 운동, 전후방 운동 순서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Fig. 7B). 왁스가 굳은 후 전통적인 석고 인상이 아닌 구내 디지

털 스캔(TRIOS 3, 3Shape, København K, Denmark)을 진행하

여 왁스 기록의 단면을 촬영하였다 (Fig. 8A). 작업모형을 만든 
후 스캔하여 기존에 스캔한 상악 스캔 파일에 중첩시켰다 (Fig. 
8B,C). 이 후 CAD 프로그램(3Shape CAD Dental software, 
3Shape, København K, Denmark)으로 보철물을 디자인하는데, 
Shillingburg는 FGP technique을 위한 왁스업을 시행할 때, 구치

부에 측방력을 가하지 않는 교합을 설정하려면 구치부 협측 교
두의 설측 사면에 교합접이 찍히지 않도록 조정하라고 제시하였

다.11 따라서 CAD 프로그램으로 보철물을 디자인을 할 때, 먼저 
교합면이 wax tracing의 단면과 완전히 닿도록 제작한 후, 접촉

점을 축소시켜 최종적으로 설측 교두정 및 중심구 주위로만 설
정되도록 디자인하였다 (Fig. 9). 디자인 파일로 왁스 블록(Cast-
ing Wax, Huge, Shanghai, China)을 밀링하여 주조하였고, 마운

팅된 작업모형 상에서 적합도 및 교합을 최종 확인하였다 (Fig. 
10). 그 후, 환자 구강 내에 시적하여 접촉면, 변연 및 교합 등을 
확인하였다. 교합 조정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의도했던 교합

을 얻었으며, 임시접착 및 2주간 관찰 후 환자의 사용에 불편함

이 없음을 확인하여 레진 강화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Fuji-
cem 2, GC, Tokyo, Japan)로 최종 접착하였다 (Fig. 11).

치료 전후 비교 분석 시, 전부 주조 금관으로 수복한 #27 치아

에 가해지는 측방력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환자 또한 별다른 불
편감을 호소하지 않았다. 3개월 정기 검진 시 환자와 술자 모두 
기능적인 면에서 만족하였고 좋은 예후를 보여주었다.

A B

Fig. 6. Gingival cord retraction and final impression taking. (A) Gingival 
cord retraction, (B) Taking bite impression with silicone impression material 
and plastic bite tray.

A B

Fig. 7. Records of mandibular movement using resin coping and wax. (A) 
Resin coping adaptation, (B) Recording mandibular movement after placing 
wax on resin coping.

Fig. 8. Intraoral scanning and model scanning. (A) Intraoral scan, (B) Master cast scan, (C) Superimpositio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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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Initial and final designed prosthesis using CAD program. (A) Initial design of prosthesis, (B) Final design of prosthesis after occlusal adjustment. 

Fig. 10. Wax milling and casting full veneer crown. (A) Wax milling, (B) Wax pattern adaptation on master cast, (C) Casting full veneer crown.

A B C

A B

Fig. 11. Cementation of final prosthesis (A) Temporary cementation, (B) Final cementation after 2-week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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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2

두번째 환자는 30세 남환으로 상악 좌측 구치부에 음식물이 
낀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상악 좌측 제 1 대구치 원심 쪽에 있
던 레진 수복물 하방의 이차우식이 원인으로 의심되어 치아 우식 
제거를 시도하였고, 제거 도중 치수 노출이 관찰되어 근관 치료

를 시행하였다 (Fig. 12). 그 후 보철 수복을 위해 본원 보철과로 
의뢰되었다

초진 시 구내 검사, 구강 내 사진 촬영 및 진단모형을 제작하

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Fig. 13, Fig. 14). #26 치아는 우식 치료 
및 근관 치료가 완료된 상태였다. 그 외 구치부 다수 치아들의 우
식 및 상,하악 전치부 총생이 관찰되었다. 최대 감합위 시 구치부

의 균일한 접촉과 측방 운동 시 견치 유도 교합을 보였으며, #26 
치아는 신경 치료 후 대합치와 접촉되지 않게 교합 조정이 되어 
있었다. #26 치아의 지대치 평가 시, 원심부의 지속된 식편 압입

으로 인해 치조골 흡수, 치은 퇴축 및 탐침 시 출혈이 관찰되었

다. 치아 우식과 근관 치료에 의한 치질손상이 심하므로, 치아에 
가해지는 불리한 교합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되

어 FGP technique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첫번째 과정으로 
#26 치아를 전부 주조 금관 수복을 위한 치아 삭제를 진행하였으

며 상악 예비 인상 채득 후 임시치아를 제작하여 수복해 주었다 
(Fig. 15). 첫 증례와 동일하게 석고 모형에서 패턴 레진(Pattern 
Resin LS)으로 레진 코핑을 제작하였으며 (Fig. 16), 다음 내원 

때 치은 압배사 적용 후 실리콘 인상재(Honigum)와 기성 트레

이를 이용하여 최종인상을 채득하였다 (Fig. 17). 기존에 만들어 
놓은 레진 코핑과 FGP technique 전용 왁스(S-U-FGP-FUNK-
TIONS-WAX)를 적용한 후 환자로 하여금 하악 운동을 시행하

게 하였다 (Fig. 18). 왁스가 굳은 후 구내 디지털 스캔(TRIOS 3)
을 진행하여 왁스 기록의 단면을 촬영하였으며, 작업모형을 만든 
후 스캔하여 기존에 스캔한 상악 스캔 파일에 중첩시켰다 (Fig. 
19). 이 후 CAD 프로그램(3Shape CAD Dental software)으로 보
철물을 디자인할 때 첫 증례와 동일하게 측방력이 가해지지 않게 
교합점을 설측 교두정 및 중심구 주위로만 설정되도록 디자인하

였다 (Fig. 20). 디자인 파일로 왁스 블록(Casting Wax)을 밀링하

여 주조하였고, 마운팅된 작업모형 상에서 적합도 및 교합을 최
종 확인하였다 (Fig. 21). 그 후,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하여 접촉

면, margin 및 교합 등을 확인하였다. 교합 조정을 거의 하지 않
았음에도 의도했던 교합을 얻었으며, 임시접착 및 4주간 관찰 후 
환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음을 확인하여 레진 강화형 글래스아

이오노머 시멘트(Fujicem 2)로 최종 접착하였다 (Fig. 22).
치료 전후 교합점을 비교 분석했을 시, 전부 주조 금관으로 수

복한 #26 치아에 가해지는 측방력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원심

부의 치은 부종 및 탐침 시 출혈이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3개월 정기 검진 시 환자와 술자 모두 기능적인 면에서 만족

하였고 좋은 예후를 보여주었다.

Fig. 12. Initial radiographic images. (A) Panoramic radiograph, (B) Periapical radiograph before dental caries removal and endodontic treatment, (C) Periapical 
radiograph after dental caries removal and endodontic treatment.

A B C

Fig. 13. Initial intraoral photographs. (A) Frontal view, (B) Maxillary occlusal view, (C) Mandibular occlusal view.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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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abrication of diagnostic casts and mounting procedures. (A) Facebow transfer, (B) Maxillary diagnostic cast, (C) Mandibular diagnostic cast, (D) 
Mounting diagnostic casts to an articulator.

A B C D

Fig. 16. Pattern resin coping fabrication. 

BA B

Fig. 15. Tooth preparation and provisional crown fabrication. (A) Tooth 
preparation, (B) Provisional crown fabrication.

A

Fig. 17. Gingival cord retraction and final impression taking. (A) Gingival cord 
retraction, (B) Taking final impression with silicone impression material and full-
arch metal tray.

A B

Fig. 18. Records of mandibular movement using resin coping and wax. (A) 
Resin coping adaptation, (B) Recording mandibular movement after placing wax 
on resin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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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Intraoral scanning and model scanning. (A) Intraoral scan, (B) Master cast scan, (C) Superimposition.

A B C

A B

Fig. 20. Initial and final designed prosthesis 
using CAD program. (A) Initial design of 
prosthesis, (B) Final design of prosthesis af-
ter occlusal adjustment.

A B

Fig. 22. Cementation of final prosthesis. (A) 
Temporary cementation, (B) Final cementa-
tion after 4-week follow-up.

A B

Fig. 21. Wax milling and casting full veneer 
crown. (A) Wax pattern adaptation on master 
cast, (B) Casting full veneer crown.



236 대한치과보철학회지  58권 3호, 2020년 7월 

김성호�이종혁�최유성 Functionally generated path technique 및 구내 디지털 스캔을 이용한 상악 구치부의 고정성 보철 수복 증례

고찰

다양한 증례 보고에서 FGP technique을 약간씩 변형하여 사
용하였는데, 하악 운동로를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다양

한 형태의 기록용 재료를 사용하였다.14 Hammad와 Nourallah15

는 플라스틱 코핑 위에 자가 중합형 아크릴릭 레진을 사용하였

으며, Saafi 등10은 임시치아를 제작한 후 교합면 부위를 1 mm 삭
제하여 하악 운동로를 기록할 자가중합형 레진의 공간을 확보

하여 적용하였다. Minagi 등16은 retentive beads가 포함된 base-
crown을 우선 주조한 후, 교합면에 자가중합형 레진을 적용하여 
하악 운동로를 기록한 다음 추가 주조하여 최종 보철물을 제작

하는 이중-주조법을 소개하였다. 기존의 소환-주조법과 체적 정
확성을 비교했을 시 더 우수한 결과값을 보였다. 하지만 자가중

합형 레진은 경화시간이 길며 하악의 운동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시 왁스와 다르게 수정할 수 없고 재채득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증례에서는 FGP technique을 위한 전용 
왁스를 사용하였는데, 경화시간이 짧고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지만 왁스만으로는 충분한 유지 및 지지가 부족하다고 판
단되어 패턴 레진으로 코핑을 제작한 후 그 위에 왁스를 적용하

여 하악 운동로를 기록하였다.4

본 증례의 경우 하악 운동로를 기록한 후, 구내 디지털 스캐

너를 이용하여 운동로의 단면을 기록하였다. 전통적인 FGP 
technique에선 하악 운동로를 기록한 후 석고 인상을 채득하여 
대합치 대신 사용할 ‘stone core’를 제작하였다.4,6,7,10 하지만 구
강 내에서 석고로 인상 채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환자

에게 불편감과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

하기 위해 본 증례에서는 석고 인상이 아닌 구내 디지털 스캐너

를 이용하였다. CAD/CAM 기술이 치과계에서 상용화됨에 따
라, 전통적인 인상채득이 아닌 구내 디지털 스캐너가 자주 사용

되는데, 여러 문헌에서 구내 디지털 스캔을 통해 제작된 보철물

들이 우수한 적합도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13,17 Boeddinghaus 
등18과 Abdel-Azim 등은 구내 디지털 스캐너를 사용하여 보철물

을 제작했을 시 전통적인 인상채득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
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내 디지털 스캔

이 충분한 정밀도를 보인다 판단하여 스캔한 왁스의 단면 정보

를 CAD 상에서 대합치로 설정하였으며, 치료하는 치아에 가해

지는 측방력을 최소화하는 교합으로 디자인한 후 보철물을 제작

하였다. 
CAD/CAM으로 보철물을 만드는 방법에는 블록 형태의 재료

를 미리 디자인한 보철물의 형태로 깎는 밀링 방법과, 디자인한 
정보를 3차원 프린터로 전송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프린팅 방
법 두 가지가 있다.19 이러한 방법으로 보철물을 제작했을 시 전
통적인 소환-주조법으로 제작한 보철물보다 더 우수한 적합도

를 보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19-22 본 증례

의 경우 전부 주조 금관 제작을 위해 왁스 블록을 CAD/CAM으

로 밀링하여 주조하였다. 이 방법은 밀링 및 주조 두 단계를 거치

기 때문에 기공상 오류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Vojdani 등23은 전통적인 소환-주조법과 밀링한 후 
주조한 방법의 정확성을 비교하였는데, 전통적인 방법이 좀 더 
우수한 정확성을 보이나 후자의 방법도 임상적으로 충분히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오차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Fathi 등20 또한 
CAD/CAM으로 납형을 밀링한 것이 전통적인 납형 제작 방법과 
비교 시 비슷한 적합도을 보였으며, 측정 부위에 따라 더 우수한 
결과값을 보였다고 제시하였다. 본 증례에서도 왁스를 밀링 및 
주조하여 제작한 보철물의 적합도가 구강 내에서 우수한 적합도

를 보였다. 
본 증례에서는 환자가 근관 치료 및 치주 치료 후 보철 수복을 

위해 본원 보철과에 내원하였을 때, 환자에게 해당 치아의 상대

적으로 불량한 예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단 및 분
석 후 FGP technique 및 구내 디지털 스캔을 통한 보철 치료의 필
요성을 설명하였다. 치아 삭제 후 진단모형 제작하여 FGP tech-
nique을 시행하기 위한 레진 코핑을 제작하였으며, CAD/CAM
을 통해 보철물의 디자인 및 제작을 하였다. 장기적인 예후가 불
량한 치아에 유해한 측방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합점을 
설계 및 조정하였으며, 구강 내 추가 조절 및 임시 접착하여 예후

를 평가하였다. 정기 검진 시 특이할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아 최
종 접착을 진행하였다. 

FGP technique과 구내 디지털 스캔을 접목시켜 정밀한 보철물

을 환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치료 및 기공 과정에서 몇 가
지 한계점들이 존재하였다. 왁스를 통해 하악의 운동로를 기록

하고자 하였으나 기록 도중 왁스의 빠른 경화로 인해 오차 가능

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유지력이 필요하여 레진 코핑을 별도로 
제작하였다.1,4 하악의 운동을 기록하기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진행한 후 진행하였으나 하악의 모든 움직임을 재현하기

엔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기록을 구내 디지털 스캔을 통해 컴
퓨터로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왁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과 구내 디지털 
스캔의 정확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FGP 
technique 및 구내 디지털 스캔에 대한 환자의 협조도 및 기공사

의 이해도와 숙련도가 필요하였기에 진료 과정에 대한 설명 및 
상호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했던 증례였다고 사료된다.

결론

FGP technique을 사용함으로써 하악의 운동로를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고, 정확한 교합이 부여된 보철물을 환자에게 전달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CAD/CAM 시스템을 접목시켜 제
작 과정을 간소화시키고 보철물 디자인 시 교합점을 비교적 용
이하게 조절하여 원하는 교합을 정확하게 부여할 수 있었다. 이
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 치료 및 기공 과정이 필요하며 FGP 
technique 및 구내 디지털 스캔에 대한 치과의사의 이해도, 환자

와의 충분한 대화 및 기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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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Functionally generated path technique 및 구내 디지털 스캔을 이용한 

상악 구치부의 고정성 보철 수복 증례

김성호 � 이종혁 � 최유성*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환자의 교합에 맞춰 적절한 고정성 보철물을 성공적으로 제작 및 수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 그 중 환자가 갖고 있는 교합의 형
태를 파악하여 고정성 보철물에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견치 유도 교합, 군 기능 교합 등 여러가지 교합 형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하악

의 운동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1933년 Meyers에 의해 소개된 Functionally generated path (FGP) technique은 구내에서 왁스 등의 재료를 이용하

여 교두가 지나가는 하악 운동로를 기록한 후 보철물 제작에 적용하는 치료 술식이다. 본 증례에서는 두 명의 환자에 있어서 상악 구치부에 이차 우식 
혹은 치주염으로부터 기원한 치수 유래 병소가 있어, 근관 치료 및 치주 치료 완료 후 고정성 보철물 수복이 필요하였다.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치
아이기에 측방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FGP technique을 이용하여 하악 운동을 기록하였다. 통상적인 석고 인상 방법이 아닌 구내 디지털 스캔을 시행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치료 후 환자와 술자 모두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대한치과

보철학회지 2020;58:228-38)
 
주요단어: 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고정성 보철물; Functionally generated path technique; 구내 디지털 스캔; 하악 운동; 
왁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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