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악 총의치 흡착 테크닉의 임상(전편)

C A S E
P R E S E N T A T I O N

인상과 교합을 시작으로 출발하는 의

치의 제작기술은 젊은 의사에게 있어

서 어려운 기술로 인식되어져 있습니

다. 따라서, 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다수의 강연회가 기획되고 있으며 지

금도 많은 치과의사들이 수강하고 있

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 사이 치주치

료의 기술향상뿐만 아니라 임프란트,

이식ㆍ재이식술( )등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

은 치아의 장기보존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뒷면에는 무치악환자의 고령화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최초의 무치악환자의 치조제가 빈

약해서 총의치를 제작하는 치과의사에

게 까다로운 문제를 안기게 된 것입니

다.

이 같은 시 가 되면 지금과 같은 방

법으로 제작기술을 배우는 데에는 시

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보

다 빨리 확실한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

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하악 총의치의

제작기술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내

용 속에는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을 해결

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

는 환자 개개인의 구강내에 적합한 크

기의 의치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제

시하며, 목표로 하는 크기로 인상 채득

할 수 있는 기술에 하여 기술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악 총의치의 장착 테

크닉입니다. 이 모든 순서를 이번 호

(전편)와 다음 호(후편)에 증례와 함

께 소개하겠습니다.

동경도 쵸우시 개업

아베 지로

1. 연조직의 진단

서 문

상악의 치조제입니다. 상악 결절상태와

Flabby gum의 유무를 진단합니다1.
1

하악의 치조제입니다. 치조제( )

가 발달한 하악총의치의 흡착에 있어 조

건이 좋은 치조제입니다

1.
2

설하주름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설하주

름이 풍부하고 탄력이 있으면 하악 총의

치의 흡착력은 증가합니다

1.
3

후악설골근와( 骨筋 )와

Retromolar pad의 검사를 실시합니

다. 발달한 Retromolar pad입니다.

후악설골근와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1.
4

Retromolar pad의 하방에 있는 협측

의 힘줄을 확인합니다. Mirror를 눌러

넣어 옆으로 면 보이지만 악제형태가

나빠질수록 보기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

습니다

1.
5

개구시의 혀위치를 검사합니다. 혀가 전

방에 있으므로 흡착의 조건은 상당히 좋

은 증례 입니다. 반 로 혀가 후방으로

말려서 혀끝이 좁게 된 경우는 흡착이

어렵습니다

1.
6

하악 총의치 흡착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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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틀 Tray의 제작 방법

하악은 유치악 Tray를 개조하여 무틀

Tray를 제작합니다. 각자 오래 사용한

Tray를 개조하여 보세요. 개조전과 개

조후의 사진입니다

2.
1

충분한 힘으로 Tray의 손잡이를 구부립

니다2.
2

금속가위로 잘라냅니다

2.
3

15

손잡이를 구부린다

절 단

절 단

절 단

교합면

순측면

설측면

무틀Tray의 설계도



3. 예비 폐구인상( 口 )

무틀 Tray에도 Alginate 인상재를 담

습니다. 혀를 Tray위에 가볍게 얹고 천

천히 입을 손잡이 위까지 다물고 경화를

기다립니다. 자연스런 구강내의 공간을

인상채득 하는 것이므로 Tray를 무리하게 집

어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이 있으면 필

요 이상으로 인상이 크게 채득됩니다

3.
7

협측 구치부에 인상재가 고이기 쉬우므

로 시술자가 후방에 서서 뺨을 쓸어 올

립니다

3.
8

구강외로 철거한 하악의 예비인상입니

다. 틀이 없으므로 누구라도 이와 같은

인상을 채득할 수 있습니다

3.
9

Tray  후연의 폭을 콤파스로 잽니다

3.
1

무틀 Tray를 환자의 구강내 콤파스 폭

에 맞추어 구부려 늘입니다3.
2

구강내에서 Tray를 시적합니다. 혀를

Tray 위에 가볍게 얹고 천천히 입을 다

물게 합니다

3.
3

Alginate 인상재「AROMA FINE

MIXER TYPE」및「자동혼합기」를 사

용합니다

3.
4

Retromolar pad의 위치를 확인하고

「AROMA FINE MIXER TYPE」를 시

린지로 주입합니다

Retromolar pad치은경계이행부

Retromolar pad설측부의 순으로 주입

하고, 악제도 Alginate 인상재로 파도

처럼 주입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3.
5

3.
6

무틀 Tray를 사용한 Alginate 인상의 장점은 1. 누구라도 같은 크기로 인상을

채득할 수 있다. 2. 개인 Tray의 길이를 간단히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

기서는 개인 Tray의 외형과 길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연( )의 두께는

다음의 정 인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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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Tray의 기초상( ) 제작

분리재인 바셀린을 바르고 OSTRON

Ⅱ를 사용하여 개인 Tray를 제작합니다4.
7

레진 중합수축시에 레진 변연이 말려 올

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 치조정

부에 에반스나이프로 갈라진 틈을 만듭

니다

4.
8

기초상의 베이스의 완성입니다. 여기에

Wax rim을 붙여 하악폐구인상용ㆍ개

인 Tray를 완성합니다

4.
9

우선 Retromolar pad를 형태 로 그

립니다4.
1

협측의 설계선입니다. 악제의 형태가 좋

은 경우에는 악제정에서 협측으로 한 번

내려갔다 올라간 곳입니다

4.
2

악제의 형태가 나쁜 경우에는 악제정에

서 협측으로 내려가 수평으로 이행하는

곳입니다

4.
3

다음은 설측입니다. 설측은 인상내연부

의 최하점을 연결합니다. 인상재가 옆으

로 퍼져나오기 전의 부분입니다. 펜을

세우듯이 해서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4

개인 Tray의 외형선을 그렸습니다 석고 모형에 옅은 연필 흔적이 남아 있

습니다. 한번 더 확실히 그려 줍니다4.
5

4.
6

채득한 예비인상에 직접 점막연필 또는 피부연필로 개인 Tray의 외형선을 그립

니다. 모형에 개인 Tray의 외형라인을 기입하려고 하면 모형을 읽을 수 있는 능

력이 필요하며 오히려 어려워집니다.(Marking pencil :BEROL HYDRO

MARKE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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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구인상을 위한 Wax rim 부착 개인 Tray

이 개인 Tray에는 하악 총의치의 흡착에 필요한 혀와 협점막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종래의 교합채득용 Wax rim과 다른 점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상하악 Wax rim의 평평한 왁스면끼리를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

은 단히 어려우므로 고경을 미리 낮게 설정한 Wax rim의 제1소구치와 제1

구치 부분에 4군데 왁스돌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돌기의 높이는 종래의 Wax

rim높이 보다도 왁스연화분 2.0mm 높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교합채득을 짧은

시간내에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Wax rim의 중앙은 치조정

8mm(연화분 2mm를 포함)

12mm 

Retromolar pad보다 2mm 높은 왁스 돌기를

64  46  부에 부여한다

2   2 를 오목하게

혀에 방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한다

7mm

3mm

Retromolar pad를

형태 로 엷게 덮는다

힘줄을 피한다

Buccal shelf부는 Retromolar

pad를 향해 점차로 움푹하게 한다

Wax rim의 중앙은 악제 폭의 중앙. 치조정(백선)보다도 다소 협측에 위치하게 된다

[ 종래의 교합채득용 Wax rim ]

10mm

5mm

18

18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