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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thetic rehabilitation for a maxillectomy patient using 3D printing
assisted closed hollow bulb obturator: a case report
Miju Oh, Jonghyuk Lee*, Young-Gyun Song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Cheonan, Republic of Korea

This case report presents a closed hollow bulb obturator made by 3D printing for a maxillectomy patient. Final impression was take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and impression trays provided by the Magic dentureTM system. Vertical dimension, facial appearance,
and retention had been checked with the try-in denture. The try-in denture was corrected and adjusted to fulfill the demand of the
patients, then these were reflected to the final design of the denture. The defect area was designed as a closed hollow bulb shape
to reduce the weight and to provide uniform thickness of the denture. The patient satisfied with the esthetics and function of the
denture. (J Dent Rehabil Appl Sci 2019;35(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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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서 보철물의 무게를 줄여주면서도 결손 부위로 의치가
충분히 연장될 수 있도록 hollow bulb portion을 만드는

악성종양, 선천적 결손 등으로 인한 상악골 결손 환자

obturator가 제시되었는데, open hollow bulb와 closed

는 과도한 비음, 불완전한 저작 및 연하, 비강으로의 액체

hollow bulb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Open hollow

1

누출 등의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

bulb는 bulb portion의 내부가 열려있고, 비어있는 형태

해 obturator라는 보철물을 사용하는데, 보철적 수복의

를 가지고 있다. 이는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점액,

목표는 구강과 비강을 분리시켜서 환자에게 편안함은 물

음식물, 액체 등이 축적될 수 있어 나쁜 향과 맛을 유발

2

하고, 연마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Closed hollow bulb

론 저작, 연하, 심미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의 상악골 결손 환자는

는 bulb portion이 공처럼 닫혀 있지만 내부가 비어있는

obturator 수복시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데, 의치의 지지,

공간으로 되어 있다. 수분이나 점액, 음식물들이 축적될

유지, 안정에 필요한 구조물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횡

가능성이 적지만 의치의 매몰 및 중합 후 hollow 공간을

단치열궁안정(cross arch stabilization)이 부족하기 때문

유지하는 물질을 빼내고, 다시 레진으로 bulb 상단부를

3

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치상이 결손 부위로 충

봉쇄하는 등 복잡한 기공실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분히 연장되어야(bulb portion) 하며, 연장된 이 부위에

있다.2,4-6

서 유지와 안정을 얻어야 한다. 반면에 너무 심하게 연장

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

되었을 때는 보철물의 무게가 증가되어 중력에 의한 탈

turing (CAD-CAM)이 소개된 이래로 상하악 총의치를

4

락력이 발생하여 의치의 안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

CAD-CAM으로 제작한 증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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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ing은 3차원으로 된 정보를 입력 받아 재료의 층들

구강 검사시 상악은 완전 무치악 상태였고, 좌측 전상

을 연속적으로 쌓아 물체를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으

악골 부위에 3 × 2.5 cm 크기의 결손부가 관찰되었다. 상

로서 CAD-CAM 제작방식 중 하나이다. 이 과정은 첨

악골 결손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치조정 부위에는 언더컷

가술(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불리며, 또한 rapid

이 존재하고, 구개부위가 건전하였다. 총의치 형태의 보

prototyping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3D printing에 있어서

철물 제작시 잔존치조제, 결손부위의 언더컷 및 건전한

computer-aided design (CAD) 소프트웨어는 필수적인데,

구개부로 인해 유지, 지지, 안정이 충분히 얻어질 것으로

CAD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고 특정

판단되었다(Fig. 1). 하악은 #31,32,33,37,41,42,46,47 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정하며 제작

아 결손이 관찰되었다. 구외 검사시 수술 후 반흔으로 인

7,8

하는 기계에 정보를 준다. CAD-CAM을 이용한 의치는

해 좌측 입술과 비익 부위에 반흔 수축이 관찰되어 비심

환자의 내원 횟수를 줄이고,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이 되

미적이었다(Fig. 2A, 2B). 방사선 사진 검사 시 좌측 상악

어 언제든지 파일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골 전방부위에 상악동까지 이어진 결손부위가 관찰되었

중합 수축이 없어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제작 공정 과정

고, #33,42번 부위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이 확인되었다

9

에서 수작업에 의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Fig. 3). Brown의 분류법10에 따르면 수직적으로 안와골

최근 CAD-CAM을 이용해 총의치를 제작한 의치 증례

하벽을 포함하지 않는 상악골 결손 부위 및 수평적으로

는 보고되었으나 3D printer를 이용하여 closed hollow

상악골 절반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편측 상악골 결손

bulb 형태의 obturator를 제작한 증례는 없었다. 본 증례

부위로 Class 2b에 해당하였다.

는 악성종양으로 상악골을 절제하여 상악골이 부분적으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악은 총의치 형태

로 결손된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3D printing을 이용하

의 closed hollow bulb obturator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여 closed hollow bulb형태의 obturator를 제작한 증례를

하였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closed hollow bulb 형태의

보고하고자 한다.

obturator를 만들게 되면 기공과정이 복잡하고,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3D printing을 이용하여 obturator를

증례보고

제작하기로 계획하였다.
환자의 수직 고경의 적절성 여부 및 안모 평가를 위해

환자는 66세 남성으로 2018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재

가철성 임시 의치를 제작하여 3개월 간 사용하였다. 가철

발성 상악동 종양(recurrent sinus cancer)으로 항암화학

성 임시의치 사용시 좌측 안모의 반흔 수축으로 인해 입

요법과 방사선요법을 받았고, “암 수술 한 위턱에 틀니를

이 다물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최종 의치에서는 좌측

하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의 입술지지(lip support)를 최대한으로 줄여 반영하였다

A

Fig. 1. Intraoral view. Fully edentulous ridge with partial
resection of the left premaxillar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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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2. Extraoral view (A) and lateral view (B). Facial
depression and scar contracture on the left nasal alar
area and the left mouth angle wer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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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plate를 시적하여 Magic dentureTM에서 제공
하는 묘기침(Gothic arch tracer)으로 높이를 설정하였다
(Fig. 5C). 수직고경 설정 시 Jaw gauge로 기존 임시의치
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중심위 채득을 위
해 Magic denture에서 제공하는 EZ-tracer를 상악 트레
이 하방에 부착한 후 하악을 전후방, 측방으로 운동시켜
고딕아치트레이싱(Gothic arch tracing)을 시행하였다
(Fig. 5D). 그 후 상악 트레이와 하악의 attachment plate
Fig. 3. Panoramic radiograph. Maxillary defect on the
left sinus area was observed.

사이에 교합인기재(I-Sil bite, Spident, Incheon, Koera)
를 이용해 공간을 채워 악간관계를 인기하였다. 인상을
채득한 상악 트레이, 교합인기재, 하악 attachment plate
를 고정하여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Magic dentureTM 기

(Fig. 4). 이를 통해 근육 긴장도를 줄여 심미적인 안모 외
형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인공치아 부분까지 입술지지를
줄이게 되면 수평피개가 감소되어 오히려 비심미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치아 부분은 제외하고 전정 부위만 입
술지지를 줄이기로 계획하였다.
최종 obturator는 Magic dentureTM (Cozahn, Seoul,
Korea)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환자의 구강에
맞는 Magic denture의 트레이를 선택한 후 과연장된 변
연과 내면을 버로 다듬어 조절하였다. 상악 좌측 결손부
위에 거즈를 삽입한 후 폴리비닐실리콘인상재(Delikit
heavy body, happiden, Busan, Korea)를 담은 트레이를
이용해 1차 인상을 채득하였다(Fig. 5A). 이 때 뺨과 입술
을 손으로 잡아 기능운동을 시켜 변연형성을 시행하고
4분 후 구강에서 제거하였다. 그 후 다시 폴리비닐실리
콘인상재(Honigum light body, DMG, Hamburg, Germany)를 담고, 구강내에서 2차 정밀 인상을 채득하고 구
강에서 제거하였다(Fig. 5B). 인상을 채득한 상악 트레
이 중간 부위를 #15 blade로 조심스럽게 잘라 분리한 후
트레이 전방부만 상악에 다시 시적하고, 하악에는 lower

A

B

공소에 의뢰하였다.
약 1주일 후 상악 obturator의 치아배열 및 결손부 모
양 데이터를 확인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1주일 후 시적의
치를 제작하여 시적하였다. 시적의치상에서 지지가 부족
하여 의치의 움직임이 있었고, 수직고경이 기존 임시의치
보다 3 mm가 높았다. 또한 좌측 반흔 수축으로 인해 의
치가 노출되는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시적의치의 수직
고경을 감소시키고, 좌측 순측 부위의 입술지지를 줄인
후 wash 인상을 채득하여 다시 기공소로 보냈다(Fig. 6).
수직고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번째 시적의치를 제작하
였고, 입술지지나 외형 및 적합도 평가를 해보았을 때 적
절하였다.
Closed hollow bulb 형태를 만드는 과정은 magic denture로부터 두 번째 시적의치의 STL file을 받아 CAD 프
로그램(Meshmixer, Autodesk, San Rafael, USA)을 이용
해 직접 내부가 비어있는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Fig. 7).
결손부위의 의치 두께는 2 mm로 하였고, 의치상 및 치아
를 프린팅하여 레진으로 접착하였다. 반흔수축으로 인
해 상악 전치부 입술면쪽이 노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자

C

Fig. 4. Temporary obturator (A, B). Artificial teeth were exposed due to the scar contracture and the temporary
obturator’s excessive lip support (C).
J Dent Rehabil Appl Sci 2019;35(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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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Final impression of CAD-CAM obturator by the Magic denture system. 1st impression with heavy body PVS
material (A). 2nd wash impression with light body PVS material (B). Vertical dimension determination and centric
relation record with the Gothic arch tracing device (C, D).

A

B

C

Fig. 6. After the correction of the try-in denture’s vertical dimension (A), Lip support (B). Wash impression made with
the try-in denture (C).

A

B

Fig. 7. STL file the bulb portion was not hollow (A). The bulb portion was redesigned in the shape of hollow bul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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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D

Fig. 8. Final obturator. Extraoral view with the obturator in place (A, B). Intra oral view (C). Hollow space inside the bulb
portion of the CAD-CAM obturator (cross sectioned) (D).

연스러운 잇몸색깔 구현을 위해 레진(Nextcore, Ivoclar

점액질, 수분, 음식물등의 축적을 줄이고 위생관리를 위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을 이용하여 치은 및 인

해서는 closed hollow bulb obturator가 추천된다. closed

공치아의 착색을 시행하였다.

hollow bulb obturator 제작을 할 때 설탕, 소금, 얼음 등

최종 obturator 시적시 심미 및 입술이 다물어질 수 있

과 같은 물질들을 bulb 내부에 넣어 기공 과정중에 bulb

다는 것에 대해서 환자는 만족해 하였고, 의치의 유지 및

가 빈 공간으로 있을 수 있게 지지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지지 또한 우수함을 볼 수 있었다(Fig. 8). 환자에게 의치

제시되어 왔다.4,11-13 이러한 방법들은 기공 과정이 복잡하

사용시 주의사항을 설명하였고, 주기적인 정기검진 또한

고 hollow bulb 주위의 의치상 두께가 일정치 않으며, 아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의치 사용 24시간 후 재내원하여

크릴릭 레진을 오염시킬 수 있고, 누출이나 변색을 일으

과도한 압박 및 통증부위를 조절하였다. 정기검진에서

킬 수도 있다.14 본 증례에서는 3D printing을 이용하여

조직상태 양호함을 관찰하였고, 의치에 수분이나 점액이

closed hollow bulb otburator를 제작하였는데, 이 과정

축적됨이 없이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

을 통해 bulb 내부가 비어있는 상태로 쉽게 디자인할 수

었다.

있어 복잡한 기공 과정과 오차를 줄일 수 있었으며, 의치
벽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데

고찰

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추후 의치를 교체하거나 여분의
의치를 만들 때 빠르게 재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악골 결손 환자에서 의치 제작시 의치상을 결손부위

본 증례에서 1차 시적의치를 시적시 좌측 순측 부위의

로 연장하여 유지와 안정을 얻는다. 그러나 결손부위로

의치상 레진이 많이 보여 비심미적이었으며, 기존 임시

연장시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여 오히려 유지력이 떨어질

obturator보다 3 mm 수직고경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

수 있어 무게를 최소화 하기 위해 open hollow bulb 또는

다. 좌측 순측 부위의 의치상 레진이 많이 노출되었던 것

closed hollow bulb obturator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은 과도한 입술 지지 및 높은 수직고경 때문일 것으로 생

J Dent Rehabil Appl Sci 2019;35(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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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었다. 과도한 입술 지지 및 높은 수직고경은 입틈새

정기적인 검진에도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결손된 부위와

(oral fissure)를 위쪽으로 변화시키며, 상순과 하순의 홍

잔존 치조골의 상태를 고려하여 상악골이 결손된 완전무

15

순(vermillion) 높이를 증가시킨다. 입술 지지는 입술 뒤

치악 환자에서의 closed hollow bulb형태의 3D printing

쪽에 위치한 조직들이 입술을 밀어내어 입술 외형뿐만

obturator의 제작은 손쉬운 제작 및 심미성 측면에서 만

아니라 입술, 턱 주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자연스러운

족스러운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16

안모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인자이다. 입술 지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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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증례는 Brown 분류법 class 2b에 해당하는 상악골
결손 환자에서 3D printing을 이용한 obturator로 편악
수복한 증례이다. 보철 수복과정에서 시적의치의 약간의
조정 및 수정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를 통해 내원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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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뚜렷한 장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악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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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점액이나 수분 침착을 줄여 위생적인 상태와 충분
한 유지력을 얻을 수 있었다. 환자는 심미성과 유지력 측
면에서 3D printing obturator에 만족감을 느꼈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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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상악골 결손부 환자에서 3D printing을 이용한 closed hollow bulb obturator
수복 증례
오미주, 이종혁*, 송영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본 증례는 상악골 결손이 있는 무치악 환자에서 3D printing을 이용해 closed hollow bulb obturator로 수복한 증례이다.
Magic dentureTM 시스템(Cozahn, Seoul, Korea)에서 제공하는 트레이와 인상법을 이용하여 구내 인상을 채득하였고, 시
적의치상에서 수직고경과 안모, 유지력 등을 확인하였다. 환자가 요구하는 바와 오차를 시적의치에서 수정한 후 이를 반
영하였다. 의치의 무게를 줄이고 균일한 두께를 부여하기 위해 상악골 결손부위를 closed hollow bulb로 디자인하여 최
종의치상을 프린팅하였다. 치료 후 심미적 및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9;35(3):191-8)
주요어: obturator; 상악골 결손; 3D printing; closed hollow bu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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