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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ed interim immediate denture by using the occlusal plane
digital transfer method of the POP BOW system in a patient planning
to extract upper and lower residual teeth: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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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m immediate denture is fabricated to minimize the period of edentulousness after removal of the patient’s remaining teeth
and before delivery of final prosthesis. In the case of using the CAD/CAM system,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the clinic and laboratory can be simplified by overcoming some of the limitations of manufacturing interim immediate
dentures in the traditional way. However, there are also disadvantages in that errors occur in the process of transmitting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intermaxillary relationship to the digital network of the laboratory, resulting in unstable occlusal relationships or
non-esthetic prostheses. To overcome this problem, using the simple and accurate POP BOW system’s occlusal plane digital transfer
method, it was possible to fabricate an esthetic and functional 3D printed interim immediate denture after removal of the remaining
upper and lower anterior teeth. (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3):1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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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고 의치가 혈병을 보
호하기 때문에 발치와의 치유도 촉진할 수 있다.4

잔존 자연치를 전악 발거하고 총의치를 제작하기로 한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임시 즉시의치를 제작할 경

환자의 경우, 최종 보철을 제작하기 전 임시 보철물을 제

우 인상 채득 과정에서 치조골 흡수가 심한 잔존 치아가

작하여 저작, 발음, 심미를 유지하게 되며, 자연치 발거

발거될 가능성이 있고, 중심위 채득을 위해 교합제를 제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한 임시즉시의치(interim immediate

작해야 하며 추가적인 내원이 필요하다는 한계점들이 있

1

denture)를 임시 보철물로 선택할 수 있다. 임시 즉시의

다.5 임시 즉시의치 제작을 위한 인상은 발치 전에 얻어지

치를 사용하는 경우 무치악으로 지내는 기간을 최소화할

지만 장착은 발치 후에 이루어지므로, 치조골과 연조직

수 있으므로 발음 및 저작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안모

의 변화로 인해 장착하는 당일에 임시 즉시의치가 구강

2,3

와 교합의 변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환자에

내에 잘 적합되지 않을 수 있고 발치 후 3개월 내에 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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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과 연조직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므로 재이장이 필요한

보철물의 심미성과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석고 모델 없이

6

경우가 많다. 최근 치과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구강 내 스캐너와 POP BOW 시스템을 이용한 광학 인

있는 CAD/CAM (Computer-aided design/Computer-

상 채득 및 교합평면의 디지털 전이과정을 선택하고, 디

aided manufacturing)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기존 즉시의

지털 치아배열과정 거쳐 3D 프린트된 디지털 의치를 완

치 치료의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다. 스캐너를 이용하

성하였으며, 발치 당일 환자에게 구치부의 안정적인 교

여 광학 인상채득을 할 경우 치주가 불량한 치아 발거의

합관계와 전치부의 심미성을 상실하지 않게 하고 저작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간 관계를 바로 채득할 수

능 등을 유지하게 하여 환자와 술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

있기 때문에 중심위 채득을 위해 추가적으로 교합제를

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제작할 필요가 없어 술식이 간소화되고 이를 통해 술전
환자의 내원 횟수를 단축시킬 수 있다.7

증례 보고

전통적인 방식과 디지털 방식 모두에서 임시 즉시의치
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보철물 시적

76세의 여성 환자가 “위아래 틀니를 고정하는 치아가

과정의 생략으로 교합평면이나 정중선이 맞지 않는 등의

흔들리고 피가 나요”라는 주소로 상하악 잔존치와 기

8

존 보철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치료계획 상담을 위해 내

이러한 문제점들은 최근 소개된 간편하고 경제적인 방법

원하였다(Fig. 2). 환자는 30년 전 제작한 기존의 상악 국

으로 교합평면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POP (Prefabri-

소의치 및 10년 전 제작한 하악 국소의치를 장착하고 있

cated occlusal plane) BOW 시스템(PNUADD, Busan,

었다(Fig. 3). 치료에 영향을 줄 만한 전신 병력은 없었으

Korea)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POP BOW 시스템

며 방사선학적, 임상적 평가 결과 턱관절 및 저작근 장애

(Fig. 1)은 중앙의 POP stick과 양쪽의 POP arm으로 구

는 없었다. 상하악 잔존 전치부 지대치에 만성 치주염으

성되어 있어 환자의 정면과 측면, 그리고 수평면 즉, 3

로 인한 골흡수 및 이차우식, 동요도가 관찰되었다. 기존

차원적 교합평면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국소의치를 구강 내에서 제거 시 상악 전치부가 하악 전

POP indicator와 pin을 이용하여 정확한 정중선에 관한

치부와의 접촉으로 약간 순측 이동되는 경향은 있었으나

정보도 함께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이 교합평면 인기장치

수직 고경이 붕괴되거나 하악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는

는 교합인기 재료와 함께 사용하여 구강 내 스캐너 및 구

아니었다. 환자는 상하악의 완전 총의치 치료를 원하여

강 외 스캐너로 간단하게 STL data로 전환할 수 있어 이

기존 잔존치는 모두 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연치 발

를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치아 배열 시 중요한 교합평

거에 대한 상실감과 총의치에 대한 적응 및 식사 시 불편

비 심미적인 보철물이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9

면의 참고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상악 잔존치아 발거 후 당일 상악

본 증례는 상하악의 모든 잔존치 발거 후 장착할 임시

임시즉시의치 장착, 그 다음 하악 치아 발거하고 당일 하

즉시의치의 사전 제작 시 구강 내 환경과 환자의 요구도,

악 임시 즉시 의치 장착을 계획하였다. 환자는 첫 내원 당

A

B

Fig. 1. POP BOW system. (A) POP stick and POP arms, (B) POP stick and POP arms assembled together with POP indicator
and ADD pin. POP: Prefabricated occlusal plane, ADD: Advanced denta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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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noramic radiograph at first visit.

A

B

C

D

Fig. 3. Initial intraoral photographs. (A) Frontal view with old dentures, (B)
Frontal view without old dentures, (C) Upper occlusal view, (D) Lower occlusal view

시 발치 전 내원이 어려움을 호소하셨기에 석고 모형과

였다(Fig. 4D). 시상면(sagittal plane)에서는 비익이주선

교합제를 이용하여 의치를 제작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ala-tragus line)과 POP arm을 평행하게 양측에서 각각

구강 내 스캐너와 CAD/CAM을 이용한 디지털 보철물

조절하였다(Fig. 4A, 4C). 상기 환자의 경우 해부학적 지

제작 방식을 선택하였고 환자의 교합평면에 대한 정보를

표들이 비교적 대칭적이었고 안모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전달하기 위해 POP BOW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교합평면 전달을 위한 지표의 확인이 어렵지 않았다. 하
지만 만약 동공간선이 안모와 조화롭지 못하게 경사져

1단계 : 발치 전 준비

있거나 코가 한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양측 귀의 높이
가 다른 경우에는 술자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안모와 악

본 환자의 경우 상하악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의 우

간 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한 후 이상적인 교합평면을 설

식과 심한 치주질환 및 동요도가 관찰되었으나 심미 및

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POP BOW 시스템은 환자의 3차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 상하악 국소의치의 수직적, 수평

원적 교합평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게

적 악간관계, 교합평면이 안정적이었으므로 이의 교합

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

관계를 임시 즉시의치 제작의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만

진단과 상악 임시 즉시의치 제작을 위한 디지털 모델을

약 기존의 교합관계가 적절하지 않다면 광학 인상채득

얻기 위해 상악은 기존 국소 의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하

전 안정적인 교합관계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환자

악은 기존 국소 의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intraoral scan-

의 교합관계에 대한 정보를 진료실에서 기공실로 전달

ner (Trios4, 3shape, Copenhagen, Denmark)를 이용하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POP BOW 시스

여 광학 인상을 채득하였다(Fig. 5A, 5B). 상악의 기존 국

템을 이용하였다. 실리콘 교합 인기재(Futar D, Ketten-

소의치를 다시 장착하고 악간관계가 안정된 것을 확인

bach GmbH & Co. KG, Eschenburg, Germany)와 함께

하고 전치부 주위로 교합관계를 스캔하였다. 이 때, 상악

POP BOW를 전치부에 적용하여 전두면(frontal plane)

스캔 시 인상채득 되지 않았던 상악 국소의치는 교합관

에서 동공간선(interpupillary line)과 평행하고 정중선

계의 화면에서 나타나지 않고 무치악 부분이 그대로 유

(midline)과는 수직이 되도록(Fig. 4B), 횡단면(transverse

지되는 것이 가능하다(Fig. 5C). 치아 배열 시 해부학적

plane)에서는 좌우 눈확위패임(supraorbital notch) 상방

지표로 활용되는 절치 유두(incisive papilla), 정중구개봉

10 mm를 연결한 선과 평행하도록 POP stick을 조정하

합(median palatal suture), 상악 결절(maxillary tub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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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Extraoral view of application with POP BOW system (A) Right sagitt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sagittal view, (D)
Transverse view.

A

B

C

D

Fig. 5. Digital impression taken by intraoral scanner (A) Maxilla, (B) Mandible, (C) Occlusion, (D) 3D occlusal
plane with POP stick and 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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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y)은 가능한 정확히 스캔하였다.

상을 실제 환자와 유사하게 3차원적으로 배열하는 것

실리콘 교합 인기재와 결합된 POP BOW를 구강 내

은 어려운 일이었다. 상악 전치부와 함께 스캔되어 전달

다시 장착하고 폐구시킨 상태에서 intraoral scanner를 이

된 POP BOW 시스템을 이미 저장되어 있던 POP BOW

용하여 스캔하고 교합평면의 정보를 바로 디지털화 하였

individualized library 의 POP stick과 POP arm 파일을

다(Fig. 5D). 이 때 scanner head의 이동 시 입술이나 혀

차례로 중첩하는 디지털 전이법을 이용하여 쉽게 해결할

등에 이 교합평면 인기장치가 닳아 움지이지 않도록 주

수 있었다(Fig. 6A). 환자의 3차원적 교합평면(정면, 횡단

의하였다. 추후 이 STL data는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서

면, 시상면)을 재현하며 가상 교합기에 상하악 디지털 모

상하악 치아 배열 시 환자의 교합평면의 정보를 3차원적

델을 마운팅하였다. 디지털 치아 배열 시 기존 전치부의

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한다. 기공과정

형태와 위치를 참고하고 치아 발거 후 치조제의 형태 변

중의 중첩과정의 용이성을 위해 잔존하는 상악 치아를

화를 고려하여 치은과 인공치를 선택하고 형태를 조절하

포함하고 POP stick과 POP arm의 돌출부를 세심하게

였다. 중심 교합시 하악 전치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였고

스캔하였다. 필요한 경우 CAD 소프트웨어 상에 미리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도록 구치부 배열을 조정하였다

저장되어 있는 individualized library를 이용할 수 있으므

(Fig. 6B).

로 무리해서 POP stick의 하방이나 POP arm의 후방연
장 부위까지 스캔하지 않았다.

현재 상용화되어있는 CAD/CAM 의치 시스템 중 의
치상과 인공치 부분을 제작하는 방식은 크게 두 종류로

기존 하악 국소의치의 치아배열은 유지하기로 하였으

나뉜다. 하나는 치은색이 재현된 의치상과 인공치를 따

나 추가적인 정보 없이 CAD 소프트웨어(3shape dental

로 제작하여 접착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치상

system, denture module, 3shape) 상에 상하악 디지털 인

과 인공치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후 치은색을 재현해 주

Fig. 6. Digital transfer method for 3D
dimensional arrangement of occlusal
plane. (A) Superimposing into individualized libraries of POP stick and POP arms,
(B) Arrangement for digital interim immediate dentur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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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7. Definitive 3D printed digital interim immediate denture. (A) Right sagitt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sagittal
view of maxillary denture, (D) Right sagittal view, (E) Frontal view, (F) Left sagittal view of mandibular denture.

는 방식이다.10 본 증례는 두번째 방식으로 3D 프린터

정하였고 환자분께 치조제의 변화로 인해 적합도와 유지

(NextDent5100, 3D systems, Rock Hill, South Caro-

력의 감소가 예상되고 첨상(relining)이 필요함을 설명하

lina)와 치과용 3D 프린팅 재료(Nextdent C&B MFH,

였다. 1주일 후 발사 후에 의치 내면(Fit checker II, GC

3D systems, Rock Hill, South Carolina)를 이용하여 일

Co., Tokyo, Japan) 및 교합 상태를 확인하고 조정하였다.

체형으로 제작하고, 첨상용 자가중합형 레진(Tokuyama

환자는 발치 후 치아가 없는 기간이 없었으므로 술 전 우

Rebase II, Tokuyama Dental Co., Tokyo, Japan)을 이용

려하였던 심리적, 기능적 불안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였고

하여 치은색을 재현하였다(Fig. 7). 상하악 디지털 임시

치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하였다. 완전 의치의

즉시의치는 발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제작되었다.

사용 시 탈락 가능성 및 연하, 저작, 발음 상의 문제, 뺨이
나 혀를 깨물 수 있는 점 등의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경

2단계: 발치 당일 3D 프린트된 디지털 임시 즉시의
치의 장착

과 관찰하였다.
1달 경과 후 환자는 완전 총의치에 잘 적응하였고, 예
정되어 있는 하악 전치부 발거를 시행하였다(발거 1주일

환자는 본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상악 우측 측절치,

후 발사 시의 사진, Fig. 8C). 하악 임시 즉시의치는 상악

중절치, 좌측 중절치, 측절치, 제2대구치 발거 후 당일 보

의 임시 즉시의치를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에

철과로 내원하여(Fig. 8A) 상악 디지털 임시 즉시의치를

3D 프린팅하여 제작해 두었다. 발거 후 본과 내원하여

시적하였다(Fig. 8B) 의치 시적 후 구내에서 의치상의 적

시적하고 내면 및 교합 확인 후 조정 시행한 후에 장착하

합도 및 교합평면을 확인하고, 중심교합 유도시 조기 접

였다(Fig. 8D). 상악 보다 하악에서 치조제 변화가 심할

11

촉 여부 및 상악 전치 노출도, 구순 지지를 평가하였다.

것이며, 환자의 경우 잔존 치조골의 비대칭적인 양상(Fig.

POP BOW를 사용하여 정보가 전달되었으므로 3차원적

8E)으로 구강 내 연조직 병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합평면이나 정중선 위치, 상악 전치 경사도 등이 안모

주기적 내원하여 재이장 및 교합조정의 치료과정이 필요

와 조화롭게 형성되었고, 환자의 심미적 만족도가 높았

함을 설명하고 시행하였다(Fig. 8F). 경과 관찰 동안 총의

다. 좌측 제2대구치를 제외하고 구치부는 기존에 발거되

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smile 운동을 교육하였고 심미

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의치상 내면 적합도는 비교적 양

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환자와 의사소통하면서 치료를

12

호하였다. 수술 부위의 압박이 심하지 않도록 내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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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Fig. 9).

183

Park DH, Bae EB, Jung IH, Jeong CM, Yun MJ, Huh JB, Lee SH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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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Fig. 8. (A) Intraoral view after maxillary tooth extraction, (B) Intraoral view after wearing maxillary interim immediate
denture, (C) Intraoral view after maxillary tooth extraction (stich-out after 1 week), (D) Intraoral view after wearing maxillary and mandibular interim immediate denture, (E) Edentulous state of the maxilla and mandible, (F) Intraoral view of
the maxillary and mandibular interim immediate denture after relining.

A

B

C

Fig. 9. Communication between the dentist and the patient is important in the treatment process (A) Extraoral view after maxillary tooth extraction, (B) Extraoral view after wearing maxillary interim immediate denture, (C) Extraoral view
after wearing maxillary and mandibular interim immediate d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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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스캐너를 이용한 광학 인상 채득은 우수한 대체 방법이
될 수 있다.19 본 증례의 환자 치료와 같이 기존 교합 관계

임시 즉시의치는 잔존치 발치 전 기존 교합을 참고하

를 그대로 디지털 전이하여 임시 즉시의치를 제작하는 경

여 제작되며, 최종 보철물 제작 전 무치악 기간을 거쳐야

우, 이상적으로는 인상 채득과 최종 장착을 포함한 총 2

하는 환자를 위한 전통적 임시 보철 치료 방식이다. 따라

회의 내원으로 치료를 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적 방

서 기존 교합 관계가 수직, 수평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인

법과 달리 중간 시적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정중선 및

가를 평가하여 환자의 3차원적 정보를 진료실에서 기공

교합평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특히 중

실로 전달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본 증례의 환자는

요하다. 최근 구강암으로 인해 하악골 변연 절제술을 받

비교적 양호한 교합 관계를 갖고 있었으나, 상하악 전치

은 환자에서 교합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인기하는 POP

부의 심한 우식과 동요도로 임시 즉시의치를 위한 예비

BOW 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임시의치를 제작한 증례

인상 채득과정에서 통증과 발거가 우려되었으며, 환자

가 보고되었다.9 석고 모델의 제작 없이 내원 횟수를 최

의 최소의 내원 요구를 고려하여 전통적인 제작방식 대신

소화하면서 만족스러운 의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POP

CAD/CAM 방식을 선택하여 치료를 진행하였다. 구강

BOW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교합평면 정보를

내 스캐너를 이용하여 상하악의 광학 인상, 기존의 악간

기공실로 전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관계에서 교합을 채득하고, 환자의 3차원적 교합평면의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단순한 조정으로는 수정이 불

정보가 포함된 POP BOW 시스템을 추가 스캔하여 이를

가능한 오차로 인해 새로 인상을 채득하거나 의치의 교

기공실로 전달하고 디지털 치아 배열 시의 참고 지표로

합면을 삭제하고 다시 교합 관계를 인기하여 재제작하는

사용하였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시 즉시의치의 의

경우도 발생한다.20 본 증례의 환자는 발거 당일 디지털

치상과 인공치를 일체형으로 제작하였으며, 심미성을 위

임시 즉시의치 장착 후 의치의 교합평면, 정중선의 안모

해 치은색을 재현하여 발치 당일 환자의 심리적, 기능적

와 일치 여부, 순측지지와 발음 등을 점검 시 만족감을 보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디지털 임시 즉시의치를 장착할

였으나 즉시 의치 제작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변

수 있게 하였다.

연 형성 측면에서 순측 변연이 약간 과연장되어 구순지지

최근의 디지털 의치 제작에는 대표적으로 고체 상태
의 블록을 전용 버로 절삭하는 절삭가공법과 액체 상태
의 레진액을 3D 프린터 광원으로 경화하는 적층가공법
13,14

이 사용되고 있다.

가 부자연스러워보는 것은 환자와 상의하면서 조절하였
다.21
본 증례의 환자는 상하악 잔존 지대치를 전악 발거한

본 증례에서는 프로젝트 빔으로 단

후 기존 교합 정보를 활용하여 제작된 총의치 형태의 디

시간에 레진을 광경화(curing)하여 레이어(layer)를 적층

지털 임시 즉시의치를 장착하였다. 총의치는 크게 대기

하는 방식인 digital laser processing (DLP)를 이용하여

압, 타액막, 의치와 조직의 적합, 적절한 변연 연장에 의

내면적합도가 우수한 임시 즉시의치를 제작할 수 있었

해 유지되지만,22 이러한 유지력은 발치 후 치조제 흡수에

다.15,16 또한 적합성 측면에서 CAD/CAM 및 3D 프린팅

따라 감소하게 된다.23 따라서 정기적 내원 시 적절한 첨

을 이용하여 제작한 디지털 의치는 전통적인 열 가압 방

상을 통해 임시 즉시의치 적합도를 개선 및 유지하고, 의

식으로 제작된 의치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의치 적합성

치의 관리 및 예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17

이 보고되고 있다. 의치상과 인공치를 한번에 제작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체형 디지털 의치의 경우, 의치상과 인공치를 따로 제
작하여 부착하는 분리형 디지털 의치에 비해 색상에 관

결론

련된 심미성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을 수 있으나, 제작
시간의 단축, 의치상과 인공치 부착시 발생하는 오차의

본 증례에서는 치주질환으로 인해 상하악 잔존치를 모

감소, 경제적인 비용, 재제작의 용이성 등의 장점으로 본

두 발거해야 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CAD 소프트웨어

증례와 같은 임시 즉시의치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와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작방식을 통해 기공 과정 및

18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내원 횟수를 최소화한 상하악 디지털 임시 즉시의치를

심한 구역감 및 잔존치의 동요, 전신질환자 등 전통적

제작하였다. 즉시 의치에서 단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심미

방식으로 인상채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서 구강 내

적인 측면은 POP BOW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합평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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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이하는 방법에 의해 쉽고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었다. 잔존치를 발거하여 심리적, 기능적 불안감을 갖
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 즉시의치 장착 환자에서는 사

7.

전 의치 제작 시 세심한 환자와 술자, 그리고 기공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의치 장착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는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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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상하악 전악 발거 환자에서 POP BOW 시스템의 교합평면 디지털 전이법을 이용한
3D 프린팅 임시 즉시의치의 수복 증례
박도현1 대학원생, 배은빈1,2 박사후연구원, 정인환3 기공사, 정창모1 교수, 윤미정1 교수, 허중보1 교수, 이소현1* 부교수
1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치의학연구소

2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치과대학 Shapiro Family 바이러스성 종양 및 노화 연구실 및 치과수복학과

3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중앙기공실

모든 잔존치의 발거를 계획한 환자의 경우 최종 보철 제작 전 무치악으로 지내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임시 즉시
의치를 제작하게 된다.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통적 방식에서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진료실과 기공실에서의
제작 과정을 간소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자의 악간관계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공실의 디지털 네
트워크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여 교합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비심미적인 보철물이 제작될 빈도가 높다는 단
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간단하고 정확한 POP BOW 시스템의 교합평면 디지털 전이법을 이용하여,
상하악 전치부 잔존치 발거 후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3D 프린팅 임시 즉시의치를 장착한 환자의 성공적인 증례를 보고하
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2;38(3):178-88)
주요어: 교합평면; POP BOW 시스템; 캐드캠; 3차원 프린팅; 임시 즉시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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