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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thetic rehabilitation for patient with hemi-maxillectomy:
Obturator combined with a hybrid telescopic double crown using
friction pin
Jeong-Gyo Seo, Jin-Hyun Cho*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When oral cancer develops in the maxilla, oro-nasal communication occurs after surgical treatment including removal of the primary
site. Restoration through an obturator is necessary to prevent food from storing due to non-oral opening, and to ensure proper
pronunciation and aesthetic restoration. In this case,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right hemi-maxillectomy due to oral cancer and
has residual abutment and poor periodontal support due to the effect of head and neck radiotherapy. The obturator was treated
with a hybrid telescopic double crown denture. Reporting a successful prognosis in 18 months of follow-up. (J Dent Rehabil Appl Sci
2018;34(4):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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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적 재건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5 본 증례는 74세 여자
환자로 구강암으로 인해 우측 상악 편측절제술(hemi-

2017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5

maxillectomy)를 시행였고, 두경부 방사선 치료의 영향

년 한국에서 214,701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그 중 구강암

으로 인해 상악 좌측 구치부 고정성 보철물의 지대치는

은 남녀를 합쳐서 654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3%를 차

치경부 우식으로 인한 잔존 치근 상태로 불량한 치주 지

1

지하였다. 구강암의 외과적 치료는 환자에게 안모 재건

지를 보였다. 방사선 치료로 잔존 치근은 발치가 불가능

및 사회적 활동 등의 문제뿐 아니라 저작, 연하, 발음 등

한 상태로 구강암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추 후 모든 잔

과 같은 구강악안면부가 가지는 고유 기능의 결손을 동

존치를 발치 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하지만 남아있는 소

반하게 된다. 두경부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요법 후의 악

수의 지대치는 상악 양 중절치와 제2대구치로, 이를 살

안면부 재건에 있어 보철적 수복은 구강의 심미와 기능

려 보철물의 삽입 철거로 설정 및 치축 방향으로의 이차

2-4

특히 상악에 구강암이 발생

적 고정(secondary splinting) 효과를 갖는 구강 폐색장치

한 경우 원발 부위의 외과적 제거 후 비구강 개통(oro-

를 제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형 텔레스코픽 이중관 의치

nasal communication)이 발생하게 되며, 음식물 섭취 시

(hybrid telescopic double crown denture)로 수복하였다.

구강에서 상악동 및 비강 내로 음식물의 유입을 막고 원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18개월 간 성공적인 예후를

활한 발음을 위해서는 구강 폐색장치(obturator)로 보철

보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적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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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보고

상악은 알지네이트(Alginoplast Fast Set, Kulzer GmbH,
Hanau, Germany) 예비 인상을 채득하여 개인 트레이를

본 증례의 환자는 74세 여자 환자로 1년 전 상악동암

제작하였으며, 지대치 인상 채득 전 기존 보철물의 제거

으로 인해 우측 상악골 편측 절제술을 받은 후 식사가 힘

및 #11, 21, 27 지대치의 우식 치료를 시행하였다(Fig. 2).

들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수술 완료 후 치료 받았던 임

#11, 21, 27 지대치를 재형성 하고 미리 제작된 개인 트

시 구강 폐쇄기는 잘 맞지 않아 음식물이 결손부 내로 유

레이를 통해 실리콘 인상재(Aquasil LV, Dentsply, Mil-

입 되고 점막 통증을 야기하여 착용하지 않는 상태였다.

ford, USA)로 이중관 의치의 내관 제작을 위한 지대치 인

초진 당시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구

상을 채득하였다(Fig. 3).

강 내 임상 검사 및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 상악 좌측

상악 최종 모형 상에서 내관 제작을 위한 왁스업 후

고정성 보철물의 지대치 중 #22, 23의 치경부 우식으로

#11, 21의 원심면과 #27의 근심면에 마찰핀(friction

인해 보철물 하방으로 잔존 치근이 존재하는 상태였고,

pin)을 위한 공간을 부여하였다. 내관의 축벽 경사는 2°

심한 치주염도 관찰되었다(Fig. 1).

로 설정하고 외관의 수직적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

상악은 전반적인 치주상태가 불량하며, 두경부 방사선

chamfer margin을 형성 하였으며 비귀금속 합금으로 내

치료로 인해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상태임을

관(VeraBond 2V, Albadent, Fair field, USA)을 주조하였

감안하여 잔존 지대치를 이용한 가철성 의치로 치료계획

다(Fig. 4).

을 수립하였다. 상악 우측 결손부 및 좌측의 저작기능 회
복을 위해 #11, 21, 27를 지대치로 하여 마찰핀(friction
pin)을 부가적인 유지장치로 하는 하이브리드형 텔레스

A

B

코픽 이중관 의치(Hybrid telescopic double crown denture) 형태의 구강폐색장치로 수립하였다.5 #22, 23의 잔
존치근은 두경부 방사선 치료로 발치가 불가능하여 남겨
두기로 하였다. 하악은 우측 구치부가 외팔보(cantilever)
형태로 후방으로 기울어진 교합평면을 보였으나 지대치
#44, 45가 건전한 상태였으며, 우측으로는 상악 보철물
과 교합 되지 않도록 계획 하였다.

Fig. 2. Pre-prosthodontic treatment of abutments. (A)
Maxillary alginate impression for individual tray, (B)
Caries were removed.

A
A

B

C

Fig. 3. Impression of maxillary abutments. (A) Preparation
of abutments, (B) Impression taking for inner crowns.

A

Fig. 1. Initial intraoral photograph and panoramic
radiograph. (A) Frontal view, (B) Occlusal view, (C)
Panoramic radiograph. Arrow: cervical caries on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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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Fig. 4. Inner crowns of double crown denture (A)
Occlusal view, (B) Inner crown of #11, 21 abutments.
Arrow: space for friction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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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관을 구강 내에서 패턴 레진(Pattern resin, GC, To-

상악 주모형 상에서 기록상 및 교합제를 제작하였으

kyo, Japan) 고정하였으며, 개인 트레이의 지대치 부위

며, 내관과 함께 구강 내 시적 하였다. 수직 고경 및 중

를 개방하여 인상 채득 시 지대치의 움직임을 최소로 하

심위 결정을 위해 실리콘 교합 인기재(Cresil, Creden,

였다. 실리콘 변연 형성 재료로(Aquasil Rigid, Dentsply)

Daegu, Korea)로 교합 관계를 인기하고 안궁이전을 시

one-step border molding을 시행하였으며, 실리콘 인상

행하였다(Fig. 6).

재(Aquasil LV, Dentsply)로 픽업(pick-up) 인상을 채득

상악 이중관 의치는 먼저 외관을 내관 위에서 내관과

하였다(Fig. 5).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을 하고, 주연결자(Major connector)를 완전구개판(Full palatal plate) 형태로 제작하여

A

외관과 레이져 용접(laser welding)을 하였다. 내관과 외

B

관 사이 유지력을 위해 마찰핀은 약 0.8 mm의 공간을 방
전 가공(spark erosion)을 통하여 위치시켰고, 레이저 용
접과 샌드블라스팅(sandblasting)을 시행하였다.6 이중관
의치 외관 및 금속 구조물(Metal framework)이 포함된
납의치를 구강 내 시적 후 수직고경 및 중심위를 재 확인

C

하였다(Fig. 7). 상악 의치를 온성 경화하고 경질레진(Sin-

D

fony, 3M ESPE, Seefeld, Germany)으로 외관을 완성하
였다. 완성된 상악 이중관 의치의 조정을 시행하고 연마
후 최종 장착하였다(Fig. 8). 최종 보철물 장착 후 18 개월
경과 관찰 시 구강 내 검사 및 방사선 사진 평가에서 지대
치 및 이중관 의치가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경부 방사선 치료의 영향으로 #22, 23은 추

Fig. 5. Maxillary impression procedure. (A) Inner crowns
were splinted, (B) Open tray modification, (C) After onestep border molding, (D) Pick up impression of inner
crown.

A

후 발치를 시행 할 예정이다(Fig. 9).

B

C

Fig. 6. VD/CR recording. (A) Maxillary master cast, (B) Recording base fabrication, (C) CR Bite registration.

A

B

Fig. 7. Wax denture. (A) Wax denture in Articulator, (B) Wax denture try in.
J Dent Rehabil Appl Sci 2018;34(4):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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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8. Definitive prosthesis. (A) Inner crown and double crown RPD, (B) Right bucc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buccal view.

A

B

C

Fig. 9. 18 month follow up check after delivery. (A) Occlusal view of inner crown, (B) Frontal view with denture seated, (C)
Panoramic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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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결론

구강암 수술로 인해 비구강 개통(oro-nasal communi-

구강암으로 인해 편측 상악골 절제와 방사선 치료로

cation)이 발생한 환자에서 구강 폐색장치는 발음, 저작

인해 소수의 잔존 지대치가 남은 환자에게 있어 비귀금

기능, 연하 및 안모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

속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텔레스코픽 이중관 의치(hy-

게 된다. Aramany classification 에 따르면 본 증례의 결

brid telescopic double denture)으로 구강 폐쇄기를 제작

손은 편측의 상악골이 절제된 형태인 class II로 분류 할

하였다. 18개월 간의 정기적 검진에서 방사선 치료의 영

7

수 있으며, 치주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소수의 잔존 자연

향에도 불구하고 지대치의 양호한 치주 및 구강위생 관

치만 남은 상태였다. Aramany의 분류법에 따라 전통적

리 상태를 보였다. 본 증례를 통해 이중관 의치를 이용한

인 클라스프 형태의 구강 폐쇄기로 디자인 할 경우 케네

구강 폐쇄기는 발음, 심미, 저작 기능에 더해 의치의 유지,

디 2급(Kenndy class II) 형태의 국소의치 디자인이 가능

지지, 안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수복된 적절한 치료법임

8

하지만, 소구치부의 부재로 간접 유지장치 설정이 불가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

능하고 특히 소수 잔존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

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속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인 클라스프형 국소의치로 치료하는 것은 장기적인 예후
를 보장하기 힘들다. 방사선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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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부위가 지점(fulcrum)이 되기 때문에 치아의 회전축
(Axis of rotation)에서의 거리가 짧은 지렛대(lever arm)
를 가지기 때문에 예후가 클라스프형 국소의치보다 우
수하다.9 또한 가철성 보철물이 지대치와 견고하게 연결
되기 때문에 지대치에 응력이 많이 가지만 측방하중을
줄이고 수직적 하중을 증가시켜 응력 분산에 있어 긍정
적인 효과와 더불어 의치에 의한 2차 고정효과(secondary splinting effect)로 인해 장기적인 지대치의 성공률
을 높일 수 있다.10-12 Anil 등에 따른 증례 보고에서도 편
측 상악골 절제 술 후 텔레스코픽 이중관 의치(telescopic
double crown denture)로 수복한 증례에서 구강 폐쇄기
의 성공적인 유지 및 안정요소 부여와 기능에 대해 언급
한 바 있다.13 하지만 마찰핀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텔
레스코픽 이중관 의치는 장기간 사용 시 탈착력에 의한
지대치에 접착된 내관의 탈락이나 응력 집중에 따른 외
관 경질 레진의 파절과 같은 합병증이 주로 발생하게 되
며, 내,외관을 위한 공간 형성에 따른 지대치 삭제량이 증
가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증례에서 방사선 치료
가 완료 되어 발치가 가능하게 되면 #22, 23 발치 후 의
치 이장과 정기적인 검사를 병행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예
후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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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편측 절제된 상악골 환자에서 하이브리드 텔레스코픽 이중관 의치를 이용한 구강
폐색기 수복 증례
서정교, 조진현*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구강암이 상악에 발생하게 되면 원발 부위의 제거를 포함한 외과적 처치 후 비구강 개통(oro-nasal communication)이
발생하게 된다. 비구강 개통으로 인한 음식물의 저류를 막고 및 원할한 발음 및 심미적 회복을 위해서는 구강 폐색장치
(Obturator)를 통한 수복이 필요하다. 본 증례에서는 구강암으로 인해 우측 상악 편측절제술(hemi-maxillectomy) 시행하
고 두경부 방사선 치료의 영향으로 인해 잔존 지대치의 우식과 불량한 치주지지를 보이는 환자에서 구강폐색장치(obturator)를 하이브리드형 이중관의치(hybrid telescopic double crown denture)로 수복하였다. 18개월 간 경과관찰에서 성
공적인 예후를 보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8;34(4):317-23)
주요어: 구강암; 상악골절제술; 텔레스코픽형 이중관 의치; 마찰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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