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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축방향을 비교한 표: 대부분의 치아는 근

심으로 경사져 있어 근심으로 살짝 기울여 

형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평행성을 확보하기 

좋다. 물론 술전 X선 검사도 중요하다. (Ash, 

Major M., Jr: Wheeler 치아 해부·생리·교합

학. 서촌서점, 1990.에서 인용·수정)
(좌우 공통)

전치부 지대치 형성을 종료하면 지대치가 원래 치축과 

달리 경사져 있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이 왼쪽(환자의 왼

쪽, 정면에서 환자를 보았을 때 오른쪽)으로 경사진다(그

림 ①~④). 특히 12시 위치에서 접근해 상악 전치부를 형

성한 후에는 왼쪽으로 기울기 쉽다. 왜냐하면 술자가 레스

트(지점)를 변경하지 않고 지대치를 형성한 경우 터빈헤드

가 레스트에서 멀어질수록 터빈의 경사가 왼쪽을 향하기 

때문이다.

구치부를 형성하면 같은 이유에서 원심 치아로 갈수록 

원심으로 기운다(그림 ⑤~⑦). 치축과 다르게 비스듬하게 

형성하면 특히 마진부 부근은 해부학적 출현, 임상적으로 

emergence profile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대치

를 형성할 때 항상 형성 해당치의 치축방향을 염두에 두고 

레스트를 수시로 조절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임상에 임할 때, 특히 전치부를 형성할 때 형성 

치아만 보지 않고 시선을 돌려 얼굴 전체를 보려고 노력한

다. 특히 환자의 코 라인(이 라인은 70~80%가 틀어져 있

다)과 두 눈을 잇는 선을 보면서 틀어지지 않도록 한다. 구

치부는 근심으로 비스듬하게 삭제하면서 동시에 가상의 캠

퍼평면도 참고한다.

치축과 크게 다르게 지대치를 형성하면 전술하듯이 전

치부는 적절한 emergence profile을 부여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구치부는 원심 마진을 볼 수 없으므로 더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생활치는 치축과 차이가 있으면 

불현성 치수노출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성 시 치

축방향은 중요하다.

지대치를 형성할 때 치아 1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성 중에 잠깐 숨을 고르는 것이 전체를 보는 데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한다.

지대치 형성은 왜 왼쪽으로 기울까?

임상
기법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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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①

그림 ③ 주소는 익상회전 블랙마진의 개선이

고 정확하게 형성해 치축방향을 수정했다.

그림 ②

그림 ④ 최종보철물이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장착 후 약 2년 4개월 경과.

그림 ⑥ 그림 ⑦

● Point ●

지대치를 형성할 때 형성할 치아의 치축방향을 염두에 두고 

레스트를 수시로 조절해 가며 작업을 진행한다.

그림 ⑤

그림 ①② 마진이 노출된 크라운을 제거하자 왼쪽으로 기운 지대치가 드러났다.

그림 ⑤~⑦ 레스트를 고정해 콘트라헤드를 원심으로 이동하면 원심으로 갈수록 버의 축이 원심으로 기운다. 레스트 고정도 중요하지만 고

정을 의식한 나머지 버의 경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버의 움직임).

왼쪽으로 경사진 지대치(그림 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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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에 지대치를 형성할 때 연상 형성과 연하 형성

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는 다음의 세 가

지를 들 수 있다.

[치은연하 형성의 시작점 확립]

확실하게 구분하면 연하 삭제량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즉 치은연하 형성을 시작할 때 기준이 되는 

치은정연까지 정확하게 형성하면 그 라인을 기준으로 연하

에 정확하게 형성할 수 있다. 연하의 지대치 형성은 많은 경

우 변연치은의 중앙부 부근에서 연상 마진을 표시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인간공학적 운동으로 증명했다[Igarashi 

takayoshi(五十嵐孝義)의 연구]. 따라서 원하지 않는 현상

을 피하려면 연하 형성 전에 기준이 되는 라인을 만들고 

버를 치은연하로 균일하게 진행하면 연하 중앙부만 삭제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상축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치은연하를 주시할 수 있다]

치은연상의 축면은 형성량이 부족해지기 쉽다. 축면의 형

성량이 적으면 연하를 형성할 때 버의 측면과 치아의 축면

이 접촉하므로 연하로 갈수록 버 선단이 내연상피를 향하

고 출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축면의 삭제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버와 치아

의 축면이 쉽게 접촉하지 않으므로 치은연하를 형성할 때 

내연상피와 접촉하지 않고 출혈 가능성도 낮다. 또한 버 선

단을 보기가 편하다.

[치수노출 가능성을 일찍 판단한다] 

생활치를 지대치로 형성할 때 provisional 단계에는 치수

가 노출되지 않았는데 인상 직전 마무리할 때 치수가 노출

되어 근관치료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다. 인상 직전의 예기

치 않은 치수노출을 예방하려면 치은연상 형성 중에 어느 

정도 삭제량을 확보하고 연하를 형성할 때 연상의 축면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다. 즉 치은연하에 지대치 형성하는 경

우 최종 단계에 축면 삭제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

에 두고, 또한 충분히 삭제하지 않으면 마진 형태를 확실하

게 부여할 수 없다는 것도 치료를 시작하는 연상 형성 단

계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연상·연하’ 형성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자

임상
기법
50-8

● Point ●

치은연하에 지대치를 형성할 때 연상 형성 작업과 연하 

형성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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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⑥ 7년 후 상태.

그림 ① 그림 ②

그림 ③ 적절한 치면 경사를 부여하고 치은연

상 형성을 종료했다. 이 시점에 치수가 노출되

지 않아 다음 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치은정

연의 형성 라인은 연하를 균일하게 삭제하는 시

작점이다.

그림 ④ 앞의 연상 형성 작업 중에 축면을 충분

히 형성했기 때문에 버의 선단을 사용해 연하 치

질을 주시하면서 형성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③과 ④는 축면의 두께에 큰 변화가 없다.

그림 ⑤ 위의 순서

대로 최종보철물

을 장착했다. #11

의 PFM crown.

그림 ①② 심미장애를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의 #11 크라운을 제거하자 삭제량이 부족한 지대치가 드

러났다.

치은연하 형성의 임상 예(그림 ①~⑤)

그림 ⑦ 치은연상 형성에서 축면 삭제량을 충분히 확보하면 다음 치

은연하 작업 시 치은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치근 경사는 근첨을 

향해 좁아지므로 축면을 따라 치은연하를 형성하면 마진 폭이 서서

히 감소한다. b처럼 축면을 충분히 삭제하고 이 과정 중에 치수가 

노출되지 않으면 연하를 형성할 때 축면에 접촉할 가능성이 낮아 치

수노출의 유무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

a.   연상에서 축면 삭제가 부족

한 경우

b.   연상에서 축면 삭제가 충분한 

경우

PFM: porcelain fused metal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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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을 치은연하에 설정했을 때 치아가 1개인데도 인상

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때 provisional restoration의 마

진을 정밀검사하고 마진의 적합을 높이기 위해 리마징하

면 며칠 후에 인상채득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인상

채득 직전에 삭제한 치아와 연조직의 경계를 provisional 

restoration으로 선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도 

인상채득이 잘 안 되면 본 인상 전에 마진이 대충 나온 인

상을 채득하고(인상을 실패했을 때 그 인상을 이용한다) 그 

인상으로 즉시중합레진 코핑(싱글트레이)을 제작하고 다음 

내원 시 그 속에 인상재를 주입해 인상채득하면 치아 1개

의 마진을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다. 즉 1~2개 인상을 확

실하게 채득하려면 ① provisional restoration의 리마징과 

② 개치트레이를 응용한 인상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개치트레이로 인상채득하는 경우에 ⓐ 지대

치만 인상하는 경우(그림 ①~⑨)와 ⓑ 인상한 개치트레이

를 개인트레이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p28 참고). ⓐ는 

transfer coping법을 이용해 이 인상에서 모형을 제작하므

로 기공조작이 복잡하고 환자의 내원횟수가 1회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모형을 확실하게 제작할 수 있다. 반면 ⓑ의 

방법은 지대치 형성된 치축의 방향과 개인트레이의 철거방

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채득할 수 없으므로 전치

부를 포함하지 않는 구치부 증례에 적합하다.

   개치트레이를 응용한 Transfer Coping법의   

작업과정(그림 ①~⑧)

① 지대치 형성 후 예비인상을 채득한다. ② 예비인상에 

얇은 파라핀왁스를 주입하고 즉시중합레진으로 개치트레

이를 제작한다(가능하다면 모형상에 24시간 방치해 레진

의 왜곡을 제거한다). ③ 개치트레이 내면에 피막이 얇은 

접착제를 도포한다.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대치를 압배

한다. ⑤ 개치트레이에 인상재를 쌓아올려 인상을 채득한

다. ⑥ ⑤의 인상으로 지대치 안의 모형을 제작하고 그 모

형 위에 메탈코핑을 제작한다(또는 즉시중합레진). ⑦ 다음 

내원 시 개인트레이도 준비하고 메탈코핑을 지대치에 끼워 

적합을 확인하고 개인트레이로 치열 전체 인상을 채득한

다. ⑧ 인상채득 후 인상 내의 메탈코핑에, 메탈코핑을 제

작하기 편한 모형, 즉 개치트레이로 채득한 모형을 끼워 고

정한 후 석고를 주입한다.

위의 순서로 작업모형을 완성한다.

개치트레이 응용의 Transfer Coping 

1~2개 인상을 확실하게

임상
기법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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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① Pattern레진(GC)을 사용해 예비인상

에서 개치트레이를 제작한다.

그림 ② 개치트레이로 치아 1개씩 인상채득

한다.

그림 ③ 개치트레이로 마진이 선명해진다.

그림 ④ 이 증례는 전치 2개에 각각 석고를 

주입한다.

그림 ⑤ 다음 내원 시 지대치 상태. 그림 ⑥ 개치트레이에서 제작한 메탈코핑을 

지대치에 시적한다. 치은연하에 깊이 형성했

다면 마진부에 왁스를 축성하고 석고 주입 후 

마진부 석고를 파괴하지 않고 메탈코핑을 철

거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또는 p30

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림 ⑦ 개인트레이에 의해 transfer용의 메탈

코핑이 들어간 인상면을 보여준다.

그림 ⑧ 코핑을 제작할 때 사용한 지대치를 

그림 ⑦의 코핑에 끼우고 위치가 틀어지지 않

도록 주의하면서 석고를 주입한다.

그림 ⑨ 완성한 작업모형. 치은을 압배하지 않

고 인상해 치은상태를 관찰하기에 유리하다.

개치트레이를 사용한 transfer coping법―지대치만 인상하는 경우

● Point ●

이 작업에서 주의할 점은 개치트레

이를 제작할 때 공간부여, 메탈코핑 

인상 시 들뜸, 치열모형 내 메탈코핑

에 지대치를 끼운 후 석고주입 등이

다. 특히 치과기공사와 긴밀한 연계

가 중요하다.



28

Transfer coping법은 전악 치료를 진행할 때에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나눠 인상을 채득하고, 확실한 인상만 선

택해 transfer용 코핑을 제작하고, 구강 내 지대치에 코핑

을 장착한 후 전체 인상을 채득하면 전악의 작업모형을 제

작할 수 있다.

아래에 작업과정을 설명한다.

①   지대치 형성 후 인상채득한다. 인상은 상하악 각각 3개

로 분할해 진행한다. 좌우 구치부 2곳, 전치부 1곳이 기

본이고 마진이 보이지 않는 부분만 나중에 인상한다.

②   마진이 확실하게 보이는 인상만 선택해 금속으로 코핑

을 제작한다. 코핑을 제작할 때 일반 크라운처럼 축면에 

spacer를 도포하면 안 된다(확실한 첨와만 제거하는데 

적합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적합을 확인하기 위해 코

핑의 우각부에 구멍을 뚫어둔다.

간편성을 우선해 즉시중합레진으로 코핑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수축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 모형상에 하루 이

상 두고 미중합 모노머가 없는 상태에서 구강 내에서 

사용한다.

③   구강 내에 코핑을 시적하는데 치은연하에 마진을 설

정하면 코핑과 변연치은이 접촉해 들뜨므로 코핑의 마

진부는 미리 under contour로 처리한다(다만 under 

contour에 석고를 주입하면 모형에서 분리가 안 되므

로 마진부에 gum용 실리콘을 주입한 후 작업모형을 제

작한다. 또는 p26에 있듯이 마진부에 왁스를 사용해

도 좋다).

④   구강 내 시적 후 즉시중합레진을 사용하고 코핑을 고정

해 위치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고정할 때 치축방향

으로 압력을 가하고, 들뜸 방지와 동시에 인접하는 레

진이 완전히 경화한 후 순서대로 고정하기 때문에 인내

가 필요하다.

⑤   고정 연결 후 치은상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인트

레이로 전체를 인상하는데, 인상재가 흘러 들뜨지 않도

록 교합면에 유틸리티왁스를 올려 인상 시 들뜸을 방지

한다. 또한 지대치 형성방향이 제각각이면 인상을 채득

하기 어려우므로 인상 전에 전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지 확인한다.

⑥   인상이 완성된 면에 코핑을 제작했던 모형을 끼우고 확

실하게 고정한 후 변연치은 해당부에 gum용 실리콘

을 주입하고 조정 후 석고를 주입하면 전악 모형이 완

성된다.

Full Mouth Reconstruction에서 

Transfer Coping 

임상
기법
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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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② 메탈코핑에 적합확인용 구멍을 만들

어두어 이 부분으로 적합을 확인한 후 각 지대

치를 고정한다.

그림 ③ 각 지대치에 적합시킨 메탈코핑을 1치 

단위로 레진이 경화되기를 기다리고 전체 고

정을 마친 상태. 들뜸을 방지하기 위해 교합면

에 유틸리티왁스를 발랐다.

그림 ④ 그림 ⑤

그림 ① 분할 인상한 모형에서 마

진이 선명하게 채득된 것만 골라 

그 모형 위에서 메탈코핑을 제작한

다. 그림의 와이어는 낡은 버를 고

정용도로 사용했다. 모형상에는 시

작점만 고정했다.

그림 ⑥ 그림 ⑦

● Point ●

Transfer coping법은 복잡하지만 다수치 보철이나 복수치 인상이 곤란할 때 또는 동

요가 심한 치아가 들어있는 보철물을 설계할 때 유용하다.

메탈코핑을 사용한 방법―인상에서 개치트레이를 제작하고 개인트레이로 인상하는 경우

그림 ④⑤ 상하 모두 연결한 메탈코핑을 인상한 상태. Pentamix로 믹싱한 폴리에테르러버, 

Impregum을 사용한다.

그림 ⑥⑦ 각 모형에서 gum이 있는 치열모형을 제작했다. 모형은 분할모형이 아니다.

*술후 사진은 p112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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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크라운·브릿지의 altered cast technique*을 제

안한다. 마진을 치은연하에 설정했을 때 적절한 crown 

contour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치은연하에 마

진을 설정한 경우 크라운의 외형은 술자마다 다르다. 그래

서 저자는 이 방법을 응용해 보편성을 부여했다.

   기본술식

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상을 채득한다: 치은연하에 마진

을 설정한 상태에서 치은압배하고 인상채득한다. 이 인

상은 포셀린 축성에 필요한 메탈프레임의 제작요건을 

만족한다.

②   메탈프레임 제작: 인상에서 메탈프레임을 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opaque 축성까지 종료한다. 색을 확인할 

때는 치은연하에 들어가는 마진부를 제외하고 포셀린

을 축성한다. 중요한 것은 마진부 축성은 opaque까지

로 제한하고 치은(내연상피)을 압박하지 않는 것이다. 

③   마진부에 왁스 추가: 치은을 압박하지 않는 상태, 즉 

under contour의 메탈프레임에 왁스를 축성한다. 이때 

융점이 체온과 비슷한 왁스를 선택한다. 즉 체온에 가까

운 왁스가 치은연하에서 내연상피와 직접 접촉하는 상

태가 된다. 저자는 총의치 제작 시 neutral zone을 구할 

때 사용한 Soft Plate Wax(GC)를 사용한다.

④   왁스가 있는 메탈프레임 시적: 왁스가 있는 메탈프레임

을 구강 내에 시적하면 왁스가 체온의 영향을 받아 과

잉부분이 치은연상으로 나온다. 그러나 치은연하 왁스

는 치은의 풍융에 어울리는 ‘딱 좋은 형태’가 된다(그

림 ①~④).

⑤   인상: ‘딱 좋은 형태’를 모형에 전사하기 위해 메탈프레

임이 시적된 상태 그대로 인상한다. 어떤 인상재든 사

용할 수 있지만 gum 모형 제작에는 실리콘계 인상재

가 좋다.

⑥   석고 주입: 석고 주입에 앞서 메탈프레임 내면에 분리재

를 도포하고 레진 근을 제작한 후(코너스 제작과 동일) 

석고를 주입한다. Gum 모형을 제작한다면 먼저 gum

용 실리콘을 주입해 둔다. Gum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 

메탈프레임을 철거할 때 마진부에 상처를 주지 않아 유

리하다.

⑦   왁스 제거: 완성한 모형에서 왁스를 제거하면 변연치은 

해당부와 메탈프레임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곳이 

포셀린을 축성하는 한계공간이다(그림 ⑤⑥).

*Altered cast technique: 우측 MEMO 참고

크라운·브릿지의 Altered Cast Technique

풍융은 어떻게 결정할까?

임상
기법
50-11



31

그림 ① 메탈프레임에 포셀린을 축

성한 예(biscuit bake 상태). 마진부

는 opaque만 축성하고 그 위에 Soft 

Plate Wax를 두껍게 축성한다.

그림 ② 그림 ①을 구강 내에 시적. 처

음 변연치은은 빈혈상태가 되지만 시간

이 지나면 왁스 과잉부가 나와 빈혈대

가 소실된다. 저자는 이 테크닉을 전치

부에만 사용하는데 입술을 아래로 펴 

왁스의 유출을 촉진한다.

그림 ③ 과잉 왁스가 얇아져 바탕에 있

는 opaque층이 은은하게 비쳐 보인다 

(그림 ①과 비교). 이 증례는 20~30분

간 구강 내에 장착하고 왁스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림 ⑤ 왁스가 붙은 모형. 왁스의 변화

를 관찰한 후 다시 구강 내에 크라운을 

끼워 인상을 채득하고 석고를 주입한다

(본문 참고).

그림 ⑥ 그림 ⑤의 왁스를 뜨거운 물로 

씻어내면 왁스가 있던 공간이 석고와 

크라운에 남는다. 이 공간을 모방해 이 

범위에서 크라운 외형을 결정하면 치은

을 압박하지 않는 크라운이 완성된다.

그림 ⑦ # 21 2223  브릿지 장착. 치은에 

빈혈이 없다.

그림 ⑧ 3년 후, 예후가 좋고 치은이 재

생되었다.

그림 ④ 꺼낸 크라운을 측

방에서 관찰했더니 연상과 

연하 크라운의 풍융이 자

연스럽게 이어져 있다. MEMO   

Altered cast technique

■  유리단 부분상의치를 제작

할 때 메탈프레임과 점막면 인

상을 따로 채득하는 방법이다. 

점막과 치근막의 움직임을 상

쇄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저

자는 2회 채득하는 인상에 힌

트를 얻어 ‘crown·bridge의 

altered cast technique’이라

는 용어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