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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고경이 감소된 환자의 디지털 진단 분석을 이용한 완전 
구강 회복 증례

최예원1·이영후2·홍성진2·백장현3·노관태3·김형섭3·권긍록3·배아란3*
Yeawon Choi1, Younghoo Lee2, Seoung-Jin Hong2, Janghyun Paek3, Kwantae Noh3, Hyeong-Seob Kim3, 
Kung-Rock Kwon3, Ahran Pae3*

Full mouth rehabilitation for a patient with vertical 
dimension loss using digital diagnostic analysis: A clinical 
report

Full mouth rehabilitation is re-organizing the occlusion of the remaining teeth 
and missing teeth considering the functions, esthetics, and neuromuscular har-
mony. With the loss of multiple teeth, the patient’s occlusal plane gradually col-
lapses and the vertical dimension can be reduced. Since reduced vertical dimen-
sion can be a potential etiology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and masticatory 
muscles, prosthetic restoration with increased vertical dimension is required. 
This case report is about a 68 years old patient with vertical dimension loss due 
to worn dentition and multiple loss of teeth. In this case, the loss of vertical di-
mension is assessed carefully using the digital dentistry technology. Using CAD 
software in digital analysis step, the occlusal plane was established and evaluated 
using several criteria. Orienting the position of the bone and teeth using CBCT 
image, patient’s condition was visualized in 3 dimension and treatment planning 
was possible virtually. The information that matches the patient’s condylar posi-
tion with the articulator, which is the virtual face bow, is reproduced on the actual 
articulator, and evaluated again. After the evaluation, provisional prosthesis was 
fabricat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atient adapts without any abnormality. 
This was implemented as a final prosthesis. As a result, the patient obtained satis-
fying results, utilizing the benefits of digital dentistry technology and traditional 
methods. (J Korean Acad Prosthodont 2021;59:4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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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구치부의 상실과 전치부의 마모로 수직고경이 감소된 환자
의 경우 안모의 회복과 보철수복 공간의 확보를 위해 수직고
경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치아의 마모로 인한 수직
고경의 상실에서 치아의 마모가 수직 고경의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치아의 보상성 맹출로 수직고경은 유지되어 보
철수복 공간의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치아의 마모를 보이며, 수직고경의 상실이 의심
되는 환자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수직고경의 상실 여부의 확
인, 교합평면의 설정, 보철수복 방식에 따른 수복 공간의 확인 
등의 정확한 진단이다. 

기존 수직고경을 진단하기 위하여 살펴봐야 할 항목으로는 
구치부의 지지, 마모 병력, 발음, 악간 거리 등이 있다. Turn-
er는 마모된 치아를 갖은 환자의 수직고경의 진단을 세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과도한 마모와 수직고경의 상실이 있는 경우, 
과도한 마모와 수직고경의 상실이 없지만 보철 수복 공간이 
있는 경우와 과도한 마모와 수직고경의 상실이 없고 보철 수
복 공간이 부족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1 세번째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우로, 교정과 수술적 치
료도 있다. 보철 수복 공간이 부족하여 수직 고경을 증가시키
는 경우, 교합의 불안정성, 이갈이, 보철물의 파절, 근육의 피
로, 지속적인 마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 고
경의 증가는 최소화되어야 한다.2 근육의 적응과 폐구근 활동
의 감소 등을 통해 근신경계와 조화를 이루면 새로운 수직 고
경의 설정이 가능하다.3,4 따라서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지 임
시 수복물 상태로 장기간에 걸쳐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안정위 수직 고경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치 기준으로 4 - 5 mm 이내의 최소한의 수직 고경 거상은 
가능하다고 한다.5 

해부학적 평면과 하악 회전축을 기준으로 교합기에서 상
악 모형의 정확한 위치는 광범위한 치료에 필수적이다.6 해
부학적 기준점과 상악의 공간적 위치관계를 안궁이전을 통
해 교합기에 재현하게 되는데, 현재 여러 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D-CAM) 시
스템으로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Cone beam com-
puted tomography (CBCT)를 이용하여 과두의 접번축과 
안와의 위치를 알 수 있어 가상 안궁이전을 통해 가상 교합기 
장착과 가상 교합평면의 설정이 가능하다.7,8 

본 증례에서는 심한 마모와 구치부의 상실로 수직 고경이 
감소된 환자에서 디지털 진단 분석 후 수직 고경 거상을 통해 
완전구강회복을 하였고,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본 증례의 환자는 68세 여성으로 현재 사용 중인 가철성 국
소의치가 심하게 파절되어 식사가 어려운 상태로 전반적인 보
철 치료를 받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전신병력으로는 
심장 스텐트 시술 후 프리그렐을 복용 중이었다. 치과적 특이 
병력은 없었다. 

구강 내 검사 결과, #11, 13, 14, 15, 17, 21, 24, 27, 35, 36, 
37, 46, 47 치아가 상실되어 있었으며, 심한 과개교합을 보이
고, 상악 전치부는 임시 보철물 상태였고, 하악 전치부는 심한 
마모를 보였다. 상악 소구치와 대구치는 정출되었고, 상악과 
하악에 심한 골융기가 있었다. 하악 구치부는 심한 골흡수를 
보였다. 기존 보철물들 하방으로 우식이 진행되어 있었고, 하
악 좌측 소구치는 보철물이 탈락된 상태였다 (Fig. 1). 

초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결과, 상악 좌측 측절치의 치근
단 농양이 보였고 (Fig. 2), 측두하악관절의 방사선 검사 결과 
양측 과두의 모양은 bifid condyle이었으며 위치와 운동 양
상 모두 정상이었다 (Fig. 3).

안모 평가 결과, 동공간선과 구각부 사이의 거리보다 비하
점과 하악골 하연까지의 거리가 짧아 수직 고경의 감소 양상
을 보였다. 동공간선과 구각부가 평행하지 않고, 안모 정중선
을 기준으로 하악이 약간 비대칭을 보였다 (Fig. 4). 

예비 인상 채득하고 진단 모형 제작하여 모형 분석하였다. 
상악 임시 보철물은 순측 경사를 보였고, 해부학적 치관 길이
는 9 - 12 mm로 한국 성인 평균값(9 - 12 mm)과 비슷했다. 
하악 전치부는 5 - 6 mm로 한국 성인 평균값(7 - 8 mm)보다 
짧았다.9 자유 공극(freeway space)는 5 mm로, 평균(2 - 4 
mm)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S” 발음 시 상·하악 전치 간 거
리는 3 mm로 평균(1 - 2 mm)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들을 바탕으로 환자는 양측 구치부 치아상실로 인한 교합의 
붕괴로 전치부의 과도한 마모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Turner의 분류 I에 해당하는 “과도한 치아 마모와 함께 수
직 고경의 상실이 동반된 경우”라고 판단하였다.1 

따라서 수직 고경의 거상을 통해 환자의 안모의 회복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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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itial intraoral photographs.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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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itial panoramic radiograph.

Fig. 3. (A) CBCT and (B) radiograph of temporomandibular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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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합의 개선, 부족한 보철수복 공간의 확보를 계획하였고 
구치부 수복을 통한 저작 능력의 회복, 하악 전치부의 수복을 
통한 심미성의 개선을 계획하였다. 

본 증례의 경우, 완전구강회복을 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
는 치료 방법으로는 가철성 국소의치와 임플란트가 있으나, 임
플란트는 환자의 비용적 부담으로 가철성 국소의치의 수복을 

https://doi.org/10.4047/jkap.2021.59.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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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다. 상악 소구치와 대구치의 심한 정출로 해부학적 
지표를 이용한 교합평면의 설정을 위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이
용한 진단을 계획하였다.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계획함에 있
어 교합평면의 설정과 같은 초기 진단과정은 해부학적 구조물
과 심미성 등의 고려에 유리한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한 진단
을 계획하였고 최종 보철물이 가철성 국소의치인 점을 감안하
여 보철물 제작의 진행은 실물 교합기를 이용하여 기존 방식
을 통해 제작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다만 디지털 진단과정의 
분석결과를 실물 교합기로 정확히 옮기기 위해 디지털 진단 
소프트웨어와 실물 교합기를 연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디지털 진단을 위하여 상·하악 관계가 중심위 상태인 CBCT 
데이터, 모형 스캔 데이터, 그리고 안면 스캔 데이터를 얻었
다. 중심위 유도를 위해 Lucia jig를 사용하여 상악 우측 측절
치의 치은연 정점(Zenith)을 기준으로 4 mm 거상한 상태의 
중심위를 기록하였다. 환자에게 Lucia jig를 물려 유도한 중심
위 상태로 CBCT 방사선 영상을 촬영하였다. 부가 중합형 실
리콘 인상재(Imprint Ⅱ Garant; 3M, St. Paul, MN, USA) 
로 인상채득하여 모형 제작하였다. 추후 실물 교합기로 마운
팅 하기 위하여 mounting jig를 제작하여 상악 모형에 붙이
기 된다. Mounting jig와 상악 모형을 정확히 붙이기 위하
여 상악 모형에 매칭가능한 플레이트를 붙인 상태로 (Fig. 5) 
desktop scanner (DOF Freedom HD Dental Scanner; 
Dentium, Suwon, Korea)로 스캔하여 모형스캔 데이터를 
얻었다. 안면 스캐너(RAYFace; Ray, Bundang, Korea)를 
사용하여 환자의 삼차원 안면 스캔 데이터를 얻었다. 

이 세가지 데이터를 진단 소프트웨어(R2 GATE; Mega-
Gen, Daegu, Korea)에 입력하여 정중선으로는 안모 정중선, 
수평면으로는 Frankfort Horizontal 평면을 기준으로 정렬
하였다 (Fig. 6). 

교합평면의 설정을 위해 전치부와 구치부의 기준점들이 사
용되는데, 상악 전치부 치아의 노출 정도와 위치 설정 후 후
구치 삼각융기의 1/2 - 2/3 높이에 맞추어 교합평면을 설정하
였다. 미소 상태의 안면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악 중절치
의 길이를 조정하여 적절한 노출도를 확인하고 길이를 결정하
였다 (Fig. 7A). 상악 전치부의 치경부에서 미소선까지로 상악 
전치부 치아의 길이를 결정하였다 (Fig. 7B). 

Fig. 4. Pre-operative extraoral photographs.

Fig. 5. Maxillary cast with plate attached on top.

최예원·이영후·홍성진·백장현·노관태·김형섭·권긍록·배아란수직고경이 감소된 환자의 디지털 진단 분석을 이용한 완전 구강 
회복 증례



대한치과보철학회지 59권 4호, 2021년 10월

491

진단 소프트웨어(R2 GATE; MegaGen, Daegu, Korea)에
서 Ala tragus line과 평행하게 후구치 삼각융기의 1/2 높이
에 교합평면을 설정한 결과, 정출된 상악 구치부를 수복하기에 
필요한 삭제량이 허용 가능 범위라고 판단되어 발치하지 않고 
보철 수복하기로 결정하였다 (Fig. 8). 

따라서, 상악은 서베이드 금속 도재관(#12-X-X-22-23, 16, 
25-26)과 가철성 국소의치를 계획하였고, 하악은 단일 금속 
도재관(#31, 32, 41, 42, 43)과 서베이드 금속 도재관(#33-34, 
44-45) 및 가철성 국소의치를 계획하였다. 

디지털 데이터 정렬로 완성된 상악의 공간적 위치관계를 
실물 반조절성 교합기(R2 articulator; MegaGen, Daegu, 
Korea)로 옮겨와 재현하기로 하였다. 진단 소프트웨어(R2 
GATE; MegaGen, Daegu, Korea)에서 가상 교합기를 불러
와 양측 과두의 내측극을 접번축으로 하고 Frankfort Hori-
zontal 평면을 기준으로 가상교합기를 위치시킨다. 모형 스캔 
데이터의 상악 모형 플레이트의 점들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소
프트웨어 상에서 정렬한 상악의 공간적 관계와 데이터가 실물 

교합기로 이행되도록 상악 모형 플레이트에 붙일 마운팅 지그
가 stl 파일로 만들어진다 (Fig. 9). 

마운팅 지그를 3D 프린팅(Zenith D; Zenith, Daegu, Ko-
rea) 하여 상악 모형의 플레이트와 R2 교합기의 마운팅 플레
이트 사이에 넣어 연결시킨다. 이렇게 하여 진단 소프트웨어
에서 정렬한 데이터를 실물교합기로 이전하였다 (Fig. 10). 

상기의 방법으로 진단모형을 실물교합기에 마운팅 후 진단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진단 왁스업을 시행
하였다. 수직 고경의 증가는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왁스업 시 
수직고경을 1 mm 낮추어도 보철적 공간이 확보되어 실물 교
합기 상에서는 1 mm 낮춘 상악 우측 측절치의 치은연 정점
(zenith)를 기준으로 3 mm 거상한 상태로 왁스업 진행하였
다. 하악 전치부는 8 - 9 mm로 설정하였고, 수평피개 2 mm, 
수직피개 2 mm가 되도록 하였고, 구치부는 후구치 삼각융기 
1/2에 맞추어 교합평면을 설정하고 왁스업하였다. 교합양식은 
중심위 상태에서 최대교두감합위가 되도록 형성하였다 (Fig. 
11). 

Fig. 6. (A) Desktop scan, (B) CBCT, (C) facial scan data and (D) A, B, C data matched. 

A B C D

https://doi.org/10.4047/jkap.2021.59.4.487

Fig. 7. (A) Anterior teeth positioning, (B) Length of maxillary incisors determined using esthetic smile guideline and anterior 
reference point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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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Model base plate point matching of maxillary cast with plate attached on 
top (B) mounting jig made based on virtual mounting using condylar position.

A B

Fig. 10. (A) Virtual mounting and 3D printed mounting jig and (B) Virtual mounting to actual R2 articulator using 3D printed 
mounting jig.

A B

편심위의 경우 측방운동 시 우측은 군기능 교합, 좌측은 견
치유도를 부여하였고, 전방 운동시에는 구치부가 이개되도록 
하였다. 진단 왁스업 모형을 이용하여 임시수복물을 제작하였
다 (Fig. 12). 

지대치 수복 전 처치로, 이차 우식 제거, #12, 16, 22, 23, 
25 근관 치료 및 #12, 22 포스트 코어 수복을 진행하였다. 임
시보철물 수복 후 12주의 기간 동안 거상한 수직고경에 적응 
여부를 주기적 체크로 검사하고, 환자와 술자 모두 만족하는 

Fig. 8. Occlusal plane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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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agnostic Wax-up.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A B C

Fig. 12. Provisional restoration. A

B C

E

D

형태를 갖도록 임시보철물을 조정하였다. 임시보철물 사용 정
도 양호하였으며, 임시보철물 상태에서의 측두하악관절 방사
선 검사 상 특별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발음과 기능 및 
안모평가시 만족하여 최종 보철물로 이행하기로 하였다. 

지대치 최종 형성하여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Silagum; 
DMG, Hamburg, Germany)로 최종 인상 채득하고, 실리콘
(O-bite; DMG, Hamburg, Germany), 교합제 및 왁스(Alu-
wax; Aluwax Dental Products company, Allendale, 
MI, USA)를 이용하여 악간관계 채득하였다. 서베이드 금속도

재관인 #12, 22, 23, 33 치아에는 설면레스트 시트, #16, 25, 
34, 44, 45 치아에는 근심레스트 시트, #26 치아에는 원심 레
스트 시트를 설계하였다. 최종 고정성 수복물의 금속 구조물 
제작하여 환자 구내에 시적하여 적합도 확인 후, 환자와 색조 
상의하여 금속도재관 제작하였다. 자가중합레진(Ostron 100; 
GC corporation, Tokyo, Japan)으로 맞춤 트레이 제작하
여 금속도재관 장착한 상태로 보더몰딩 후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Exafine; GC corporation, Tokyo, Japan)로 무치
악 부위의 최종인상채득하였다. 작업모형에서 서베잉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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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클라스프 위치와 언더컷 및 유도면을 확인하여 금속 구
조물을 제작하였다. 교합제를 제작하여 악간관계를 기록하고, 
안궁이전하여 교합기에 부착하였다. 레진 인공치(Endura; 
Shof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납의치를 제작하여 구내 
시적하였다. 중심교합시에 국소의치 및 고정성 보철물 모두에
서 명확한 정지점을 부여하였다. 측방운동 시 우측은 군기능 
교합, 좌측은 견치유도를 부여하였고, 전방 운동시에는 전치
유도를 이루도록 하였다. 온성 후 내면적합확인재(Fit Check-
er; GC corporation, Tokyo, Japan)로 의치의 내면 적합도
를 확인한 후 진료실 재부착을 시행하여 교합조정을 시행하
였다. 고정성 보철물은 레진강화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FujiCEM 2; GC corporation, Tokyo, Japan)을 사용하여 
최종 합착하였다 (Fig. 13). 

최종 보철물 합착 2주 후, 보철물의 장기적인 유지와 안정을 
위해 교합안정장치를 제작하여 취침 시에 사용하도록 교육하
였다. 측두하악관절의 방사선 검사 결과 양측 과두의 위치와 
운동 양상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Fig. 14). 환자는 유지 관리 
기간동안 기능과 심미적으로 만족하였다 (Fig. 15). 

Fig. 13. Definitive restoration.

Fig. 14. Radiographic evaluation.

Right Left

Closed

Open

Fig. 15. Postoperative extraoral photo. 

고찰

본 증례에서는 수직고경의 거상을 동반하여 국소의치를 수
복하는 과정 중 진단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진단 정보를 실물 교합기의 사용에 이행하여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디지털 진단 방식의 장점으로는 CBCT를 중첩하
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지표의 사용이 유의하다는 점인데, 이
번 증례에서는 CBCT의 과두의 내측극, 외이도 상연, 안와하
연, frontal bone의 연조직 등이 사용되었다. 치아가 많이 상
실된 환자의 안궁이전 시 이러한 지표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 CBCT의 연조직을 통해 정중선과 환자의 안모
까지 고려 가능하다. 

R2 GA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마운팅 지그를 프린팅하
여 R2 실물 교합기로 이행이 가능한데, 이는 상악의 해부학적 
기준점들을 이용한 상악의 공간적 관계를 실물 교합기로 옮겨
와 직접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다. 하지만 마운팅 지그의 프
린팅 시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이 마운팅 지그를 상악 모형
의 플레이트와 R2 교합기로 연결할 때 오차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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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BCT 데이터, 모형 스캔 데이터 및 안모 스캔 데이터를 
정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수복물을 12주 동안 
사용하면서 수정하였다. 

상악 가철성 국소의치는 Kennedy Class Ⅰ Modifica-
tion 2로 디자인이 심플하지 못한 증례로 환자의 편의를 위해 
#12 치아에는 clasp를 걸지 않았고, #24의 인공치 공간을 위
해 #25에도 clasp를 걸지 않았다. #22의 동요도로 #12=22, 
#23=25 고정성 보철물로 진행하지 않았고, #12에서 #25까지 
고정성 보철물로 연결 시, span이 너무 길어져 #24 인공치로 
결정하였다. 골융기가 심한 증례로, 구개부 골융기는 최대한 
덮지 않았고, #24 쪽 의치상 플랜지도 짧게 마무리하였다. 취
침 시, 의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치부 교합이 없기 때
문에 상·하악의 보철물의 벌어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
에게 교합안정장치 착용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장치의 사용
을 습관화하였다. 

결론

본 증례에서는 심한 마모와 구치부의 상실로 수직 고경이 
감소된 환자에서 디지털 진단 분석을 이용하여 새롭게 교합 
평면을 설정하고, 이를 실물 교합기에 이행하여 기존 방식으로 
제작한 최종 고정성 금속 도재관 및 최종 가철성 국소의치를 
통해 완전구강회복을 완료하였으며,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
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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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구강 회복이란 구강 내 잔존치아와 결손치아를 수복하여 구강의 건강, 기능 및 아름다
움을 개선하고 구강악계의 다른 조직과 조화되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다수 치아가 
상실될 경우 환자의 교합평면은 점차 붕괴되어 가며 수직고경이 감소될 수 있다. 감소된 수
직고경은 악관절 및 저작근에 잠재적인 병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직고경 증가를 동반한 보
철수복이 요구된다. 본 증례 환자는 68세 여환으로, 현재 사용 중인 가철성 국소의치가 파
절되어 식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철치료를 통해 저작기능 회복과 마모 치아의 심미적 개선
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수직 고경의 상실을 디지털 치과 기술을 사용하였다. 디지털 분석 단
계에서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교합면을 설정하고 여러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CBCT 영상을 사용하여 악안면계 해부학적 구조물과 치아의 위치를 정렬하여 환자의 상태
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여 가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가상으로 정렬한 가상 페이
스보우를 실물 교합기로 옮겨와서 한번 더 진단 분석하였다. 평가 후, 임시보철물을 제작하
여 환자가 이상 없이 적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최종 보철물로 이행하였다. 본 증례를 
통해 수직고경이 감소된 68세의 여성 환자에서 가철성 국소의치를 동반한 완전구강회복으
로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대한치과보철
학회지 2021;59:4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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