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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다 쥰지( )

초진시 정면모습. 기존 의치의 교합면사진. 치열궁은 넓지만

교합면은 마모되어 안티몬슨 으로 되어

있다. 의치의 유지안정성은 악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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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시 옆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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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하악전돌( )의 무

치악( ) 증례일 경우, 구치부의

치조정간선( 間 ) 각도는 80�이

상이 될 때가 많아서 교차교합(交 咬

)배열법을 도입하여 의치의 역학적

안정을 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

나 Gysi법과 Müller법일 경우, 상악구

치의 배열위치는 정상배열과 비교하여

구개측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치열궁(

弓)이 좁아지고 그 결과, 충분한 설방

( )이 확보되지 않아 발음과 저작

등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 증례에 교차교합배열법 신 도입

시킨 Lingualized Occlusion은 교합양

식이 단순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교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의치의 안정 및 발

음, 저작 등의 생리적 기능까지 만족시

킬 수 있는 교합양식이다. 그리고 교합

력이 가해지는 방향을 설측화시킴으로

써 치조정선각도가 80�이하인 증례라도

정상 피개( 蓋)에 의한 배열이 가능하

며, 설방의 넓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

본 증례는 78세인 상하 무치악환자

(여성)로, 20년 전에 제작한 상하총의

치의 안정성이 점점 악화됨과 동시에

하악의 전돌감( 感)이 증가하여 새

로운 의치제작을 희망하여 방문하 다.

저자 등은 한 증례에 Lingualized

Occlusion과 교차교합배열법인 2종류의

총의치를 제작하여 장착감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Lingualized Occlusion의

유용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보고한다.

구강내 소견(하악). 악제의 흡

수는 크지만 의치유지에는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기존 의치의 측면사진. 전치부

는 뚜렷하게 반 교합을 나타

낸다. 구치부는 교합면이 평평해지고 교

합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구강내 소견(상악). 악제(

)의 흡수는 생각한 만큼 크

지 않고 악제조건은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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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악전돌의 무치악증례에 LINGUALIZED 
구치를 이용하여 기능을 회복시킨 증례

토쿠시마 학부 치과보철학 제1강좌 교수

마츠모토 나오유키 ( )

CASE 
PRESENTATION



통법( )에 따라 인상, 교합

을 채득하고 모형을 교합기에

장착하 다. 교합높이 직경은 안면상에

서 기존의치보다 약 5㎜ 더 높게 설정

하 다. 구치부의 치조정간선각도는

80�이상이다.

7 전치부의 악 상태는 눈에 띄

게 뚜렷한 하악전돌 상태다. 
8 상하악의 치조정 비교. 검은

점선은 상악, 실선은 하악의

치조정을 나타낸다. 전형적인 하악전돌

증례이다.

9

구치부 인공치를 배열한 후의

상악교합면. Lingualized구치

는 지시 로 배열하 다. 단, 제1 소구

치는 공간상 배열하지 않았다.

구치부 인공치 배열후의 하악

교합면 상태. 제1소구치부에

큰 공간이 보인다.

14 15

전치부의 인공치 배열. 수평피

개와 수직피개는 거의 부여하

지 않았다.

1220살일 때 환자의 사진. 치아

가 있을 때도 하악전돌임을

알 수 있다.

전치부 인공치는 GC사의 제품

인 Duradent를 사용하 다.

Mould와 Size는 수직 및 수평 피개를

작게 해야하는 상태에서 상악은 CL3을,

하악은 한 사이즈 큰 L4를 선택하 다.

10 11

구치부 인공치는 GC사 제품인

Lingualized구치를 사용하

다.

13

23



납의치(� ) 완성시 정면

모습. 하악전치부에는 틈을 설

정하는 등 소구치부의 공간을 조정하

다. 순협( )측면 모습은 심미적으로

보아도 정상배열과 거의 차이가 없다.

16 납의치 시험시, 나무젓가락을

물게 하여 확인한 결과 상하

악의치의 유지안정성은 양호하 다.

17 또 다른 의치, 즉 Müller법을

이용한 교차교합배열의 상악

의치 교합면 사진. 제1소구치는 공간상

배열하지 않았다.

18

교합양식의 차이에 따른 저작

기능의 비교. 땅콩 1개를 씹기

시작하여 삼키기까지 소요시간은 교차

교합배열보다도 Lingualized Occlusion

이 더 짧다. 

땅콩 저작시의 분쇄정도는

Lingualized Occlusion(왼쪽)

과 교차교합배열(오른쪽) 모두 잘 분쇄

되어 있다.

23 24

Lingualized Occlusion(왼쪽)

과 교차교합배열(오른쪽)로

만들어진 레진상( )의치의 교합면 사

진. 상악의 치열궁 형태에 큰 차이가 보

인다.

21Müller법을 이용한 교차교합

배열의 하악의치의 교합면사

진.

납의치 완성시의 협측면사진.

구치부는 반 교합으로 되어

있다.

19 20

새 의치를 장착한 측면 모습. 의치 모두

하악전돌감이 사라지고, 심미적 만족감

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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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기능의 비교. 기존의치와

비교하여 치열궁이 좁아졌기

때문에 자각적( 覺 )으로는 의치 모

두 신경쓰 는데 타각적( 覺 )으로는

문제없이 양자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25 장착감의 비교. 전체적으로 교

차교합배열과 비교했을 때

Lingualized Occlusion의 장착감이 더

양호하다.

26 교차교합배열의 의치는 발음

시에 우측 마지막 구치에 해

당하는 혀의 측면 가장자리에 상처(咬

)를 만들었다.

27

Linguaized Occlusion의 새 의치를 장

착하 을 때, 환자는 기능면과 심미면

모두 크게 만족하 다.

참고문헌

1) 마츠모토 나오유키( ) : Linguaized

Occlusion의 실제, 덴탈다이아몬드사, 1993.

32

상악 제1소구치부에서 전두 단

면의 비교. 교차교합배열(오른

쪽)과 비교하여 Linguaized Occlusion

(왼쪽)의 설방이 넓음을 알 수 있다.

30양쪽 의치를 입체적으로 비교

하기 위해서 의치를 복제하여

정중 화살상단( ) 및 상악 제1소구

치와 제1 구치부의 전두단( )을

실시하 다. 

정중앙 선상( ) 단면 비교. 

Linguaized Occlusion(왼쪽)

과 교차교합배열(오른쪽)의 차이는 거

의 없다.

28 29

상악 제1 구치부의 전두 단

면의 비교. 교차교합배열(오른

쪽)과 비교하여 Linguaized Occlusion

(왼쪽)의 설방이 넓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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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ualized
Occlusion자각적∙타각적 발음장애의 비교

피험음( ): 오사루, 하시루, 아타루, 오치루,
오히루. 오카루, 오리루

자각적

타각적

신경쓰임

문제없음

신경쓰임

문제없음

Lingualized

Occlusion
교차교합배열

교차교합배열

�발음을 할때 혀를

깨뭄

(저작시에는 안 깨뭄)

�상악이 거칠다.

�크게 혀를 움직이기

힘들다.

�충분히 저작 가능함.

�양호

�충분히 저작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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