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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상하악의 불안정한 교합관계는 구치부 지지 상실(pos-
terior bite collapse)과 같은 치아상실에 따라 인접치아의 
위치변화 뿐만 아니라 대합치열의 변화와 전방치열에도 
영향을 미친다.1-3 이러한 경우 중심교합위나 습관적 폐구

위에서 하악이 전방으로 활주하면 전치부에 과도한 하중

이 가해져 전치부의 순측경사이동(flaring)이 발생할 수 
있고, 하악 전치도 보상성으로 정출하거나 flaring 현상

이 발생하고 교합평면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한 만곡을 갖
게 되어 교합수직고경(occlusal vertical dimension)의 감
소와 악관절 기능 장애까지 나타낼 수 있다. Ramfjord와 
Ash2는 구치부 상실로 인한 중심위 활주(slide in centric)
가 커져 전치부에 하중이 증가하고 저작습관과 근활성

(muscle tonicity)의 변화에 의해 교합관계의 변화가 생긴

다고 하였다. 구치부 지지상실은 치아 자체의 상실뿐 아
니라 치간공극 증가, 치아우식, 잘못된 수복물, 잘못된 
교합치료, 치아마모와 부정교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1

과개교합(deep bite)은 하악이 최대교두감합위 또는 
중심교합위에 있을 때 상하악 절치 절단 간의 수직 거리

가 정상보다 과도한 경우를 말한다.3-5 정상적인 수직피

개량의 평균치는 하악의 최대감합위에서 상악 절치에 의
해 하악 절치 1/3 정도가 피개된다.6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전치부의 수직피개는 달라질 수 있으며, 수직피개량이 크
다고 해서 그 자체로 치열이 병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7 Dawson은 과개교합이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전치부의 안정된 유지 접촉이 없을 경우에만 문제

가 된다고 주장하였다.8 따라서 과개교합 환자를 진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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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현재의 교합접촉이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세심하게 평
가해야 하며, 하악 전치가 상악 전체에 안정된 교합 접촉

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반드

시 중심위로 장착된 진단모형상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8 만약 전치부의 교합접촉이 안정적으로 하악 전치

의 정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지접촉이 아니라면, 하악 전
치는 계속적인 마모와 정출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8

치열궁 크기의 부조화는 상하악 기저골 자체는 정상

이지만 상하악 치열궁의 크기와 형태의 부조화가 원인이 
되어 구치부의 전후방 및 측방관계와 전치부의 수직, 수
평관계 및 정중선 편위 등의 3차원적으로 복합적인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9 치열궁 크기 부조화로 나타나는 전
치부의 과개교합과 구치부의 가위교합은 불안정한 교합

접촉과 충분하지 못한 교합접촉면적을 야기하며, 구치

부 교합지지 상실로 인해 과도한 정출이 발생하기도 한
다.7,8,10 Tomonari 등11은 구치부 가위교합을 보이는 경우

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저작 시 하악의 작은 측방

운동과 느리고 수직적인 저작양상(chopping pattern)을 
보이며, 저작효율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앞서 언급한 구치부지지상실, 증가된 수직 및 수평피

개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 구치부 지지 회복과 더불어 적
절한 수직수평관계를 가지는 안정적인 교합의 형성이 필
수적이다.4 본 증례는 불안정한 교합접촉 및 교합평면의 
붕괴로 인하여 치열궁 크기의 부조화를 보이고 전치부의 
과개교합과 구치부의 가위교합으로 환자의 전악보철수

복을 진행하여 수직고경을 적절하게 회복함으로써 조화

로운 수평피개와 교합평면을 재설정하여 교합접촉면적

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였기에 이를 보고하

고자 한다.

증례 보고

64세 남성이 파절된 전치부의 처치를 주소로 내원하

였다. 고혈압으로 인해 투약 중이었고, 특이할 만한 치과

적 병력은 없었으나 파노라마방사선사진 검사에서 전반

적인 골소실을 동반한 치주염과 다수의 파절된 치아가 
관찰되었다(Fig. 1). 구외 안모평가 시 발달된 교근과 작
은 하악각으로 강한 저작력이 예상되고 상순의 지지상실

을 보였다. 구내 검사 시 전치부 과개교합 상태, 대합치가 
상실된 치아의 정출과 상악 전치부 치경부에 하악절치

에 의한 압흔이 관찰되었으며 역전된 윌슨만곡(Curve of  
Willson)의 양상과 함께 교합평면이 불균일했다(Fig. 2A-
C). 비가역성 하이드로콜로이드(Aroma Fine Plus, GC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예비인상을 채득하여 제
작한 진단모형 분석 시 전치부와 구치부에서 큰 수평피

개가 관찰되었다.
보철 전 처치로 치주질환의 처치와 함께 동통이 있는 

치근상태의 상악 전치부와 상하악 구치부를 발거하고 치
유기간이 경과한 후에(Fig. 2D-F),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을 위해 예비인상을 다시 채득하여 진단모형을 제작하

고 중심위에서 실리콘 교합인기재(I-Sil™ Bite, Spident, 
Incheon, South Korea)를 이용하여 악간관계기록 채득 
및 안궁이전을 시행하여 반조절성 교합기에 중심위 악간

관계기록을 이용하여 부착하였다(Fig. 3).
발치 전 진단모형 분석에서 상악 중심와 간 거리와, 하

악 기능교두 간 거리를 비교했을 때, 대구치에서는 두드

러지지 않으나 소구치에서 수평적으로 치열궁 크기의 차
이를 보이면서 상악은 사각형, 그리고 하악은 V자형 악
궁으로 형태적 차이를 보였다. 발치 후 진단모형 분석에

Fig. 1. Initial panoramic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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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raoral photograph. (A - C) At first visit, (D - F) At re-visit after extraction of teeth.

A B C

D E F

Fig. 3. Diagnostic cast analysis on semi-adjustable articulator at re-visit after extraction of teeth. (A) Right unstable 
occlusal contact, (B) Maxillary occlusal view, (C) Left scissor bite, (D) Right lateral view, (E) Frontal view, (F) Left lateral 
view, (G) Irregular occlusal plane, (H) Mandibular occlusal view.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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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좌측은 가위교합(scissor bite)이고 우측은 상악 잔존

치 마모와 함께 사면에서 교합접촉이 형성되어 불안정한 
교합접촉을 보였다(Fig. 3A, 3C). 또한 대구치 교합의 상
실 상태로 Eichner’s index category B-II로 분류되고,12 
Willis법13을 이용한 안모분석비율과 교합안정거리(inter-
occlusal rest distance) 측정 시 수직고경이 감소되어(Fig. 
4), Turner와 Missirlian이 교합수직고경과 관련하여 분
류한 세 가지 분류 중 ‘과도한 치아마모와 함께 교합수직

고경의 상실이 동반된 경우’인 상태로 판단하였다.14 전
치부는 과개교합 상태로 파절된 상악 중절치의 치경부

에 하악 잔존치에 의한 마모와 점막의 압흔을 통해 하악 
절치가 상악 절치 구개측 치은열구에 교합되는 Akerly’s 
classification type II로 판단된다.7 또한 역전된 윌슨만곡

과 잔존치의 전반적인 마모로 불균일한 교합평면 관찰되

었다(Fig. 3G). 경두개방사선영상을 통해 관찰한 과두의 
운동은 1 inch 개구 시 전방운동이 크고 CBCT 영상을 
통한 양측 과두의 전두단면에서는 내상방 관절면의 평탄

화(flattening sign)가 관찰되었다.
앞서 언급한 문제목록을 토대로 하악 전치부와 우측 

제2대구치는 발치하고 상실부위는 임플란트로 수복하

면서 수직고경의 회복을 위해 소구치부위 기준으로 4 
mm 수직고경을 거상하는 전악수복을 진행하기로 하였

다. 좌측 구치부의 수평피개를 개선하고 불균일한 교합

평면을 개선하여 균일한 교합접촉을 가지도록 진단납형

을 제작하였다(Fig. 5). 수평피개 개선을 위해 상악 전치

부와 구치부는 구개측으로, 하악 구치부는 협측으로 임
플란트를 식립하였고, 6개월 후에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치유 지대주를 체결하였다. 상하악 임시보철물

을 제작하기 위해 구강 내 임플란트 수준에서 인상용 코
핑 체결한 후 기성 트레이와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

(I-Sil™ Regular Body & Light Body, Spident)를 이용하

여 인상을 채득하고, 교합인기재 이용한 중심위 악간관

계기록을 채득하였다. 진단납형을 기준으로 제작된 진
단용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지대치 삭제를 시행하고, 맞
춤형 지대주와 임시치아를 장착하였다 (Fig. 6). 1차 임시

수복물 평가 시 전반적인 교합접촉을 형성하였지만 일부 
사면에서 이루어져 불안정하고, 구치부 수평피개와 교합

평면 수정이 부족하며, 특히 수직고경 증가 시 좌측의 수
평피개가 진단 시보다 크게 관찰되었다(Fig. 6B). 하악 
운동 기록 시 우측으로 약간의 편위가 있으나 1차 임시

수복물에서 중심위 상태이고 수직고경이 적절함을 확인

하였다(Fig. 7). 이를 토대로 2차 임시수복물을 제작하였

다. 
역전된 윌슨만곡 개선하기 위해 하악 설측교두를 추가 

삭제하였고 좌측의 수평피개를 개선하기 위해 좌측 하악 
구치부 임플란트의 맞춤형 지대주를 재제작하여 2차 임
시수복물을 장착하였다(Fig. 8). 1차 임시수복물에 비해 
개선된 수평피개와 교합접촉을 형성할 수 있었고, 3개월 
간 사용 후에도 교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하여 최종보철물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Fig. 4. Vertical dimension evaluation. (A) Facial appearance evaluation, (B) interocclusal rest distance evaluation 
(maximum intercuspation), (C) interocclusal rest distance evaluation (physiologic rest positio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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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agnostic wax-up.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Right 
posterior teeth overlap, (F) Mandibular occlusal view, (G) Left posterior teeth overlap.

A

B C D

E F G

Fig. 6. Teeth preparation procedures. (A) Occlusal view (maxilla), (B) Frontal view with centric occlusion, (C) Occlusal 
view (mandible), (D) Frontal view of matrix.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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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트레이와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Imprint™ 
II Garant™, 3M ESPE, St. Paul, USA)를 이용해 상하

악 최종인상채득을 시행하고, Type IV 초경석고(GC 
Fujirock EP, GC Europe, Leuven, Belgium)를 이용하여 
최종모형을 제작하였다. Milled bonnet crown을 제작하

고 이를 이용해 악간관계기록 및 안궁이전하였고, 2차 임

시수복물 장착상태의 모형과 최종모형을 반조절성 교합

기에 교차부착(cross-mounting)한 후 2차 임시수복물 상
태의 전방유도를 재현하기 위해 맞춤전방유도판을 제작

하였다(Fig. 9). 길이에 비해 폭이 좁은 상악 중절치를 보
상하기 위해 측절치를 구개측으로 진단납형을 형성하였

고, 2차 임시수복물과 동일하게 견치유도 교합방식을 부

Fig. 7. Mandibular movement registration. (A) Chewing pattern, (B) Centric relation.

A B

Fig. 8. Intraoral photograph after the placement of 2nd provisional restoration. (A) Working side during right lateral 
excursion, (B) Maxillary occlusal view, (C) Non-working side during right lateral excursion, (D) Left lateral view at centric 
occlusion, (E) Frontal view at centric occlusion, (F) Right lateral view at centric occlusion, (G) Non-working side during 
left lateral excursion, (H) Mandibular occlusal view, (I) Working side during left lateral excursion.

A B C

D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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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다(Fig. 10). 납형을 토대로 단일구조 지르코니아 
전부도재관으로 최종보철물을 제작하였고 임플란트는 
SCRP (screw-cemented retained prosthesis)의 형태로 
제작하였다(Fig. 11). 완성된 최종보철물은 진료실재부착

(clinical remounting) 과정을 거친 후 교합조정 및 마무

리하여 장착하였다(Fig. 12).
최종보철물 장착 후 구외 안모 관찰 시 상순의 지지와 

하안모의 길이가 개선되었고(Fig. 13), 악궁 크기의 부조

화가 개선되었으며(Fig. 14), 수직고경의 증가 후에도 하
악 과두의 위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Fig. 9. Cross-mounting procedure. (A - C) Interocclusal relationship registrations using 2nd provisional restorations and 
milled bonnet crown, (D - F) Cross-mounting of master cast with 2nd provisional restoration cast, (G) Anterior guide table, 
(H) Mounted mast cast.

A B C G

D E F H

Fig. 10. Wax-up pattern for definite prosthesis. (A) Working side during right lateral excursion, (B) Maxillary occlusal view, 
(C) Non-working side during right lateral excursion, (D) Left lateral view at centric occlusion, (E) Frontal view at centric 
occlusion, (F) Right lateral view at centric occlusion, (G) Non-working side during left lateral excursion, (H) Mandibular 
occlusal view, (I) Working side during left lateral excu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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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efinitive prosthesis on master cast.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A

B C D

E

Fig. 12. Intraoral photograph after the placement of definitive prosthesis. (A) Working side during right lateral excursion, 
(B) Maxillary occlusal view, (C) Non-working side during right lateral excursion, (D) Left lateral view at centric occlusion, 
(E) Frontal view at centric occlusion, (F) Right lateral view at centric occlusion, (G) Non-working side during left lateral 
excursion, (H) Mandibular occlusal view, (I) Working side during left lateral excu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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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acial evaluation at lateral view. (A) Before treatment, (B) Provisional prosthesis, (C) Definitive prosthesis.

A B C

Fig. 15. Chewing pattern analysis. (A) Initial stage of right side, (B) Initial stage of left side, (C) Definitive restoration stage 
of right side, (D) Definitive restoration stage of left side.

A B

C D

Fig. 14. Inter-dental arch discrepancy. (A) Before treatment, (B) After treatment.

A B

Full mouth rehabilitation in patient with deep bite, inter-dental arch discrepancy and loss of vertical dimension: a case report



166 J Dent Rehabil Appl Sci 2021;37(3):157-70

고찰

본 증례는 불안정한 교합접촉과 교합평면의 붕괴로 상
하악 치열궁의 크기 부조화를 보이고, 구치부의 지지상

실과 더불어 좌측 구치부 가위교합 및 전치부 과개교합

을 보이며 수직고경의 상실을 보이는 상태였다. 구치부

가 가위교합인 경우 측방운동이 제한되고 느리며 수직적

인 저작양상(chopping pattern)의 하악 운동을 하게 된
다.11 또한 정상보다 교합면적이 적고 저작 효율이 떨어지

기 때문에 정상교합을 갖는 부위로 선호저작을 하게 된
다.11 본 증례의 경우에서도 치료 전 하악 운동 검사 시 정
상 범위의 수직적인 하악운동 양상을 갖지만 교차교합을 
갖는 좌측에서 제한된 측방운동과 긴 저작 시간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5, Table 1).15 그러나 수평피개와 
교합접촉을 개선한 후 하악 운동을 다시 측정하였고 초

진 시보다 좌측의 제한된 측방운동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를 나타내진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합 관계가 불안정하고 전치부 과개교합을 보이는 환

자를 치료할 때의 목표 중 하나는 중심위에서 안정적인 
교합접촉을 형성하는 것이다.8 전치부 과개교합이 구치

부 상실과 함께 교합수직고경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면 
구치부의 교합고경 증가가 바람직한 치료 목표가 될 수 
있다.16 다만 교합수직고경을 증가시켰을 때 하악이 후하

방으로 회전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치부 교합관계를 계선

할 수 있는지, 또 진단납형 상에서 상악 설면에 하악 전치 
절단의 확실한 교합접촉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
방 교합관계의 변화에 따른 전치의 각도와 입술지지 및 
미소선을 참고하여 기능과 심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전
치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17

Table 1. Time measured during chewing cycle and maximum lateral width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Lt. (Scissors) Rt. (Non-scissors) Lt. (Scissors) Rt. (Non-scissors)

Opening time 165.2 ± 21.2 ms 153.8 ± 18.4 ms 175.3 ± 21.6 ms 178.3 ± 25.6 ms
Closing time 229.1 ± 16.3 ms 203.7 ± 14.7 ms 184.7 ± 10.2 ms 185.3 ± 14.9 ms
Occlusal time 340.7 ± 11.1 ms 320.5 ± 26.0 ms 282.0 ± 17.7 ms 301.7 ± 20.4 ms
Cycle time 735.0 ± 33.1 ms 678.0 ± 31.0 ms 642.0 ± 23.0 ms 665.3 ± 28.7 ms
Max. lateral width 1.3 ± 0.4 mm 1.9 ± 0.3 mm 2.8 ± 0.5 mm 2.5 ± 0.4 mm

Fig. 16. T-scan (T-scan III, Tekscan Inc., Boston, USA) examination at Maximal Intercuspal Position (MICP). (A) Immedi-
ately after definitive restoration, (B) 3 months follow-up after definitive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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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부 지지상실로 인한 상실된 구치부 수복공간을 회
복시키기 위해서는 교합수직고경의 증가를 고려할 수 있
지만 교합수직고경을 증가하게 되면 수평피개가 커지기 
때문에 본 증례와 같이 상하악 치열궁 크기의 부조화를 
갖는 경우 교정을 동반한 보철치료가 이상적이다.11,16 하
지만 전반적인 치주염을 가진 고연령의 환자를 대상으

로 교정치료를 할 경우 치아 이동의 속도가 느리고 치아

의 수평이동보다 경사이동이 유발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치료 기간이 예상되며 교정치료의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

웠다.18 따라서 교정치료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

였고 진단납형 형성 시 보철치료만으로도 상하악 치열궁 
크기의 부조화와 교합수직고경 증가에 따른 전치부 및 
구치부의 수평피개 증가가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Fig. 5).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임시수복물 상태에서는 구치

부 수평피개와 교합평면의 수정이 부족하였는데, 이는 
교합재로 채득한 악간관계기록의 오류가 원인으로 생각

된다. 본 증례의 경우 Angle Class II 악간관계를 가지면

서 불안정한 교합접촉으로 인해 중심위가 일정하지 않고 
우측으로 편위된 하악운동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러한 악간관계기록의 오류가 반영되고 평균적인 관절운

동을 보이는 반조절성 교합기는 실제 환자의 과두운동과 
차이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1차 임시수복물은 
실제 구내에서 많은 양의 조정을 필요로 했으며 결과적

으로 구치부의 수평피개가 진단 시 보다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2차 임시수복물은 이를 바탕으로 지대치

를 수정하고 구치부 임플란트의 맞춤형 지대주를 재제작

함으로써 수평피개를 개선한 후 장착하였고 구치부를 비
롯한 전치부 모두에 조화로운 교합관계를 형성할 수 있
었다.

교차부착(cross-mounting)은 기공실 과정에서 임시수

복물 상태로 확인한 교합평면을 최종수복물에 복제 및 
수정을 가능하게 하여 보철물을 예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교차부착은 심미성과 기능

적인 면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

며, 상악 중절치만을 수복하는 작은 수복범위의 증례부

터 전악수복과 같이 광범위한 증례까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임시수복물 과정을 통해 증가된 
교합수직고경과 달라진 교합평면에 대한 환자의 적응도

를 평가했을 때, 별다른 불편감이나 저작기능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교차부착을 이용하여 2차 임시

수복물 상태의 교합평면 및 악간관계를 최종보철물을 위

한 납형형성에 반영하고 보다 이상적으로 개선할 수 있
었으며 제작 결과 만족스러운 심미적, 기능적 형태를 얻
을 수 있었다.

견치유도교합(canine protected articulation)이란 수
직적, 수평적 피개를 가진 견치가 하악의 편위운동 시 구
치부를 이개시키는 상호보호 형태의 교합관계로 정의된

다.5 편위운동 시 견치가 구치를 이개시키기 때문에 폐구

근의 대부분을 편안하게 하고 악관절이 안정되며 구치

부에서 교모에 의한 마모 또한 방지할 수 있다.8 본 증례

의 환자는 상대적으로 견치가 소구치에 비해 치주적인 
지지가 양호한 상태이며, 치주 처치 후 소구치 자체의 예
후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측방 운동으로

부터 받는 힘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Ambard와 
Mueninghoff19는 건전한 견치가 잔존한 환자에서 견치

에 의한 상호보호교합은 구치부의 이개가 교근의 활성을 
감소시켜 2급 부정교합의 수복에 있어 선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임시수복물 및 최종보

철물을 견치유도교합으로 형성하였고, 환자는 치료기간 
및 유지관리기간 동안 편안한 저작기능을 보였다.

본 증례에서 소구치 부위를 수복하기 위한 재료로 심
미성이 우수한 전부도재관을 우선 고려하였다. 하지만 
본 환자는 작은 하악각과 발달된 교근으로 강한 저작력

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최종보철물은 우수한 기계적 물성

을 가진 재료가 요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부도재관에

서 흔히 발생하는 chipping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한 수복물 두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진단납형과 임시수복물 과정에서 교합수직고경 증가량

에 대한 보철 수복의 가능성과 환자의 적응도를 평가했

을 때, 구치부에서 전부도재관을 위한 적절한 수복물 두
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파절과 
같은 잠재적인 합병증의 가능성이 낮고 심미적으로도 우
수한 재료인 단일구조 지르코니아를 선택하였고 환자는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매우 만족하였다.

교합수직고경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에는 감소된 교합

수직고경의 양을 측정해야 한다. 본 증례의 환자는 교합

안정거리(interocclusal rest distance) 측정 시 6 mm로 
나타났으며(Fig. 4B, 4C) 이는 평균치인 2 - 4 mm 보다 
큰 수치이다. 치아의 상실과 마모로 인한 수직고경의 상
실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다. 환자

의 수직고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합 양식에 영향을 주
게되고, 저작근의 활성과 교합력을 증가시켜 턱관절 장
애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8이 있는 반

Full mouth rehabilitation in patient with deep bite, inter-dental arch discrepancy and loss of vertical dimension: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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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Turner와 Missirlian14은 휴식상태에서의 악간 공간

이 교합상태의 악간공간보다 2 mm 이상 크면 안전하

게 수직고경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Gopi 
Chander와 Venkat20는 안정위 수직고경범위 내에서 수직

고경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용가능하고 특별한 부작용 없
이 새로운 수직고경으로 재설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
라서 수직고경의 증가 여부 및 증가량은 신중히 고려되

어야 하고, 수직고경 증가 시에는 임시수복물을 통한 평
가가 필수적이다. Ambard와 Mueninghoff19는 2급 악간 
관계의 환자에서 수직고경을 증가시켜 보철수복을 하는 
경우, 교합접촉을 올바르게 형성하면 증가된 수직고경에

서 근육의 적응은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증례

의 환자는 교합안정거리를 기준으로 2 - 4 mm의 범위 내
에서 수직고경의 증가량을 결정해야 하는데, 진단납형을 
형성하였을 때 증가량이 2 mm일 경우 교합평면의 개선

이 적절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증가량을 4 mm로 결정하

였고 임시수복물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합접촉을 형성

한 결과 적절한 수평피개와 교합평면을 확인하였다. 본 
환자는 증가된 수직고경에 불편감 없이 잘 적응하였기에 
최종 수복물에 임시수복물의 형태를 반영하였으며, 유지

관리기간 동안에도 교합접촉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Fig. 16).

결론

불안정한 교합접촉 및 교합평면의 붕괴로 인하여 치열

궁 크기의 부조화를 비롯한 전치부의 과개교합과 구치부

의 가위교합, 그리고 교합수직고경의 감소를 보이는 환
자에서 수직고경을 증가시켜 전악보철수복을 진행하였

다. 임시수복물 과정을 통해 조화로운 교합접촉과 교합

평면을 형성하였고 이를 반영한 최종보철물로 기능과 심
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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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개교합과 치열궁부조화 및 수직고경 감소를 가진 환자의 전악수복증례

송한솔 전공의, 이예진 전공의, 고경호 조교수, 허윤혁 부교수, 조리라 교수, 박찬진*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및 구강과학연구소

구치부 지지 상실과 같은 치아 결손은 불안정한 교합 관계를 야기하고 중심위나 습관적 폐구위에서 하악의 전방 활주 시 
전치부에 과도한 하중을 초래하기 쉬워 교합평면이 붕괴되며 교합수직고경의 감소와 악관절 기능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 치열궁 크기의 부조화는 전치부와 구치부에서 수직수평적인 관계의 부조화를 유발하며 이로써 나타나는 전치부의 
과개교합과 구치부의 가위교합은 불안정한 교합접촉과 충분하지 못한 교합접촉면적을 야기한다. 본 증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환자로 임시보철물을 이용하여 교합수직고경 증가 및 새롭게 설정한 교합평면에 대한 적
응을 평가하였고, 교차 모형부착을 이용하여 최종보철물에 반영하여 수복하였다. 그 결과 안정적인 교합과 조화로운 수
직수평피개 및 교합평면을 형성하여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1;37(3):1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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