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할수있는총의치인상법

CASE
PRESENTATION

적절한 상악기성Tray를 선택

한 후 구개부에 Utility wax를

이용하여 Stopper를 설치하고 구강내에

서 적합( )시킨다.

Alginate 인상재를 조금 걸쭉하

게 혼합하여 Tray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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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총의치인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총

의치인상은 지 치를 치열이 있는 그

로 정확히 인상하는 Crown Bridge

의 인상채득과는 다르게 제작의치의

최종적인 형태를 이미지하면서 인상

을 만들어 가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

다. 그러나 해부학적인 지식과 합리

적인 술식을 이해하고 인상의 원칙을

지키면 총의치의 인상은 비교적 간단

히 채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

의치의 유지력은 의치상( )과

점막과의 접착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상의 원칙은

① 인상면적의 확 를 도모하고 접

착면적을 크게 한다.

②정 인상으로 의치상과 의치상

아래조직과의 사이를 근접시킨다. 

③점막에 의한 변연봉쇄가 가능한

변연형태와 확보한 유지력을 유지시

킨다는 의외로 간단한 세가지 원칙이

다. ①②의 원칙에 관해서는 거의

부분의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실행하

고 있지만, ③의 변연형성에 해서

는 Compound취급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종 경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의치의 유지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③의

변연봉쇄이며, 이것을 확실히 시행함

으로써 의치의 유지가 향상되고 의치

장착후의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

한다. 

그래서, 누구라도 간단히 할 수 있

는 Alginate 2회법에 의한 개형(槪

)인상법, Rubber base인상재에 의

한 변연형성법과 무치악용 Silicone

인상재를 사용한 정 인상법을 소개

한다. 

도쿠시마( ) 학치학부 치과보철학 제1강좌

(코우노 후미아키)  
도쿠시마( ) 학치학부 치과보철학 제1강좌

(이치카와 테츠오)
메이린( ) 단기 학

(마츠모토 나오유키)

치은협이행부는 5㎜정도 짧게

그리고, 변연부의 두께는 3㎜

정도로 하고, 소 부는 트리밍을 많이

하여 2차 인상용의 개인 Tray를 만든다. 

5 인상내면과 외측면에서

Alginate 인상재용 접착재인

GC Technical Bond를 도포하고 건조한

다. 

6

상악에서는 인상재가 흘러들

기 어려운 Buccal space와 치

은협이행부에 Alginate 인상재를 미리 도

포해 둔다. 

3

경화 후, 인상을 구강 밖으로

빼내어 점검한다. 치은협이행부

가 긴 부위나 변연부의 두께가 두꺼운

부위, 소 부분을 나이프로 트리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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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게 혼합한 Alginate인상

재(표준혼수비의 1.5배정도)를

Tray에 담는다. 또한, 1차인상면의 변연

부 뿐만 아니라 외측부에도 Spatula를

이용해서 담는다.

7 Tray를 소정의 위치에 압접시

킨 후 변연형성을 시행한다.
8 Alginate 인상재를 사용한 상악

의 개형인상. Tray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연형성을 충분

히 시행할 수 있다.

9

적절한 하악용 기성 Tray를 선

택한 후 좌우 구치부 및, 정

중앙의 3곳에 Utility wax를 이용해서

Stopper를 설치하고 구강내에서 적합시

킨다.

10 하악의 1차인상은 조금 걸죽

하게 혼합한 Alginate 인상재를

담은 Tray를 그 로 구강내에 압접한다.

경화후 철거하여 상악과 같이 트리밍한

다.

11

구강내에 Tray를 시적( )하

여 관찰한다. 개인Tray의 외형

은 예상된 완성의치의 상연보다 2�3㎜

정도 짧게 수정한다. 

변연형성에는 Rubber base인

상재 Surflex F Regular type을

사용한다. 따라서, Tray의 변연부와 외

측면에 전용의 접착재를 도포해서 충분

히 건조시킨다.

14 15

접착재를 도포한 후, 표준분액

비율로 혼합한 Alginate 인상을

1차 인상면에 담아 구강내 원하는 위치

에 고정시키고 변연형성을 시행한다. 하

악의 개형인상.

12

정 인상용인 개인 Tray. 하악의 개인Tray는

Tray의 유지가 용이하고, 협측부위의 팽창을

인기( 記)하기 위해 교합제 형태인 재료를

이용하면 인상채득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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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lex F를 혼합한 후, 3-4분

기다려 Spatula로 Tray변연에

담는다. Buccal space부에는 조금 많이

담아 놓는다.

16 젖은 손으로 형태를 조정하고

귓볼정도의 강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변연형성을 시작한다. 변연형

성의 시간은 충분하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 

17 구개후연부는 Peri Compound

를 담아 봉쇄지역의 연조직을

조금 가압한 상태로 인상을 채득하고

후연봉쇄를 확실하게 한다.

18

개인 Tray내면에 부착된

Surflex F는 카바이드바로 제거

한다. 내면에는 접착재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제거된다. 

19 상순소 , 협측 소 부의 운동

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위로

조금 크게 트리밍하여 둔다.

20 설측 소 부의 변연봉쇄를 적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화한

Modelling Compound를 좌우 소구치 사

이의 Tray위에 첨가한다.

21

구강내에 개인Tray를 적합시키

고 혼합한 Modelling Compound

가 압접되도록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변연형성을 시행한다.

22 연화된 Modelling Compound위

에 저온에서 연화한 Peri

Compound를 올리고 다시 압접하여 혀

의 안정상태를 인기한다.

23 남은 부분에는 상악과 같이

접착재를 도포한 후, Tray변연

부에 Surflex F를 올려 형태를 수정하고

근형성을 시행할 타이밍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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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재를 변연부외측에도 발

라 두면 인상재는 끊기는 일

없이 변연형태가 정확하게 인기된다.

31 상악의 최종인상. 하악의 최종인상. 32 33

상악의 Tray에는 인상재가 가

득 차거나, 남은 인상재가 인

두(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구개부에 인상재가 빠지는 길

을 설치한다. 

28 최종 인상재는 무치악용실리

콘인상재 Exadenture를 이용한

다. 따라서 실리콘인상재용접착재를

Tray전체에 도포하고 건조시킨다.

Exadenture를 tray에 담는다.

Exadenture는 무미ㆍ무취하여

환자에 한 자극이 적으며 점막면 인

상을 채득하기에는 적당한 점조성을 갖

고 있다.

29 30

Tray를 구강내에 압접, 유지하

고 가벼운 정도의 혀운동 및

연하( )를 시켜서 설측후연부의 변

연형성을 시행한다.

25 Tray를 손가락으로 고정하고

순협측의 변연형성을 시행한

다. 협측의 소 부는 그 주행을 고려해

서 볼을 외, 상, 내, 전후방으로 들어 올

려서 형성한다.

26 개인Tray내면에 부착된 Furflex

F는 카바이드바로 제거하고

변연형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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