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Tray에 접착재를 바르고

Exahiflex tray type을 Cartridge

에서 압출하여 개인Tray의 변연에 담아

구강내에서 근압형성을 시행한다.

개인Tray의 Resin부분에 접착

재를 도포하고 Exadenture를

담는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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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성 부가중합형 실리콘인 Exaden-

ture는 작은 압력에도 흐르기 때문에 총

의치의 교좌인상에 적합한 인상재이다.

교좌인상을 시행할 때에 최종인상단계

에서 인상재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Wax

denture에 들뜸이 생겨 어렵게 채득한

교합관계가 변해버리는 문제가 있다. 그

러나, 인상재의 흐름성이 좋다면 종래의

교좌인상을 채득할 때의 Wax denture의

변연설정위치보다 더 완성의치에 가까

운 형태로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최근 복제의치등 치료용 의치를 이용

해서 새롭게 만드는 의치제작전에 교합

위와 악제점막의 조정을 시행하는 경우

가 많아 졌다. 아래의 증례에서 제시하

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Wax

denture의 기초면은 통상의 교좌인상시

와 비교하여 악제 및 가동점막에 적합

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례에 있어서

교좌인상에 Exadenture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교

좌인상을 시행할 때 먼저, 근압형성인상

으로 작업용모형을 제작하지만 종래와

같이 Modelling Compound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위생관리상 문제가 된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으로 최근 개발

된 친수성 비닐실리콘 Exahiflex tray

type을 개인Tray의 변연에 담아 근압형

성을 완성한 후, 그 위에 Exadenture에

의한 최종적인 인상채득을 시행 할 수

도 있다.

아래는 2개의 응용례에 한 소개이

며 각각 복수의 환자증례로부터 모은

사진으로 구성했다.

교합상을 제작하여 교합채득

을 시행하고 작업모형을 교합

기에 부착하여 인공치를 배열한다. 

1-5
Wax denture의 상연이 협측

점막, 소 등의 가동부를 과

도하게 압박하고 있지 않은가 확인한

후 상악에서 교좌인상을 시행한다.

1-6

입을 벌린 상태에서 가동부의

협측 점막의 상태도 표시하고

가능한 완성의치의 상연( )에 가까

운 형태를 표시한다.

1-3

작업용 모형상에서 교합상을

제작하지만 종래의 실리콘 인

상재로 교좌인상을 채득하는 경우 보다

상연( )의 위치는 완성의치에 가깝다.

1-4

1. 일반적 교좌인상법의 응용

Exadenture를 응용한

교좌인상법(咬 )

CASE
PRESENTATION

동경 신주쿠 개업의

崎 (야자키 히데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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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x denture를 소정의 위치에

서 교합시킨 뒤 인상재가 경

화하기 전에 2-3번 가볍게 입을 벌리게

하여 상의 연마면에 가동점막의 상태를

인기한다. 

1-7
채득한 상악의 교좌인상재면.

상의 연마면의 형태를 가능한

정확히 완성의치로 재현하도록 매몰, 중

합, 연마를 시행한다. 

1-8
교좌인상은 상하악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가능하면 상악을 먼저 완성시키고 이것

에 맞추어서 다시 조정 후에 하악의 교

좌인상을 시행한다.

1-9

기존의 의치와 복제의치. 총의

치제작 전에 교합위나 점막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증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 복제의치를 제작해 놓으면

편리하다.

2-1
복제의치의 수정. 먼저 복제의

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Mild Rebaron을 사용하여 직접법에 의한

Relining을 시행한다.

2-2

교합위와 의치가 안정되면 상

하악의 복제의치를 교합안정

위에서 구치교합면에 Exabite등을 개재

시켜 고정한다.

상하복제의치를 고정시킨 상

태에서 Soft conditioner의 면에

석고를 주입시켜 그 로 교합기에 부착

한다. 환자는 그동안 기실에서 기다리

게 한다.

2-5 2-6

교합위의 수정. 복제의치의 구

치부교합면에 작은 Resin덩어

리를 한쪽에 2개정도 만들어 이 Resin덩

어리를 구강내에서 삭제 조정하여 교합

고경 등을 조정한다. 

2-3

복제의치의 상의 기초면에는

GC Soft conditioner를 첨가하

여 주2회 정도 반복하여 의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의 연장범위를 결정한다.

2-4

2. 기능적 교좌인상법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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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기에서 복제의치를 철거

하여 환자에게 장착시키고

그 로 사용하게 한다. 교합기에 부

착된 상태의 Wax denture를 제작하

는 작업용모형을 얻을 수 있다.   

2-7
Under cut부분이 크고, 의치

가 철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부위에 Exafine

Putty type을 주입시켜 탄력성을 갖

게 해놓는다.

2-8
이 작업용모형상에서 Soft

conditioner로 얻은 형태와 거

의 같은 모양의 기초상을 상온중합레진

필적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2-9

교합상을 제작할 때에 전치

부는 복제의치의 배열위치를

참고하면 편리하고, 이 때문에 이 부

분의 인상을 Putty type의 실리콘으

로 채득하여 Wax면에 재현한다.

2-10
교합제에 재현된 치료용 의치

의 전치부형태.
2-11

구강내에서 구순(口 )이나

안면 등을 참고하여 인공치를

선택한다. Wax를 제거하여 인공치를 실

제로 배열해 보면 인체와 조화시키기

쉽다.        

2-12

인공치를 배열하고 삭합( )

한다. 상하악의 악제의 교합관

계를 충분히 관찰하고 조금 큰 음식 덩

어리를 개재(介 )시켰을 때 편측성 균

형을 얻을 수 있도록 고려한다.

2-13
구강내에 Wax denture를 시적

하고 교합상태 및 기초상의

변연과 가동점막과의 관계를 살펴 본다. 

2-14
먼저 상악의 교좌인상부터 채

득한다. Wax denture의 상의

기초면에 실리콘의 접착재를 얇게 바르

고 Exadenture를 담는다.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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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좌인상에 의해 완성된 상악

의치. 환자의 가동점막에 적합

한 상연의 형태가 되어 있다.

2-22
의치를 보강할 목적으로 구개

부 연마면에 금속판이 접착되

어 있다. 상의 기초면은 Resin이기 때문

에 이장등의 처치가 용이하다.

하악의 교좌인상에 의한 완성

의치. 협측부분에 상연이 연장

되어 있어 충분한 교합력을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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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24

교좌인상은 원칙적으로 상악

을 완성시키고 하악으로 이어

지지만, 특별히 안정된 경우는 교좌인상

한 상악을 구강에 장착시켜 하악의 교

좌인상을 당일에 채득할 수도 있다.

2-19
가볍게 교합시킨 후, 일상적으

로 말할 때나 저작할 때 정도

로 입을 벌리게 하여 개구시의 협측 점

막의 상태를 Wax denture에 표시한다.  

하악의 Exadenture에 의한 교

좌인상면. 구치부 설측상연의

위치나 소 가 표시되어 있는가 확인한

다.

2-20 2-21

Exadenture는 흐름성이 우수하

여 상악에 있어서도 Wax

denture를 소정의 위치에 삽입시키기 쉽

다. 먼저 가볍게 하악과 교합시킨다.

2-16
이어서 가볍게 입을 벌리게

하고 가동점막상태를 상의 연

마면에 표시하고 기능운동시에 의치가

가동점막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2-17
채득한 상악의 교좌인상. 인상

재경화후에 구강에서 꺼내어

인상면을 신중히 점검한다.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