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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진료실, 기공실 공동작업에 의한 교합조정의 실제

Section 1 조기접촉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교합조정

Section 2  조기접촉의 제거와 하악 편심운동 시 교두간섭 제거를  
목적으로 한 교합조정

Section 3 AnaBiter에 의한 교합접촉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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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교합조정의 목적

중심위(과두안정위)에서 하악의 개폐구운동이 진행될 때에 폐구 시 운동경로에서 최대교두

감합위가 재현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많은 경우 중심위(과두안정위)의 폐구경로와 최대교두

감합위에서 상하악 치아가 접촉할 때의 폐구경로에는 차이가 있다(대부분의 성인에게서 이 차

이가 관찰된다고 한다). 폐구경로의 차이는 상하악 치아 상호 접촉에 의해 야기되며, 보통은 생

체(악구강계)의 허용 범위 내에 있고 기능적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 차이의 정도가 클수록 기능적 조화는 붕괴되며, ① 악관절통, ② 개폐구근군의 압

통 및 자발통, ③ 그에 동반하는 치아의 동요, 과도한 교모, 지각과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들 문제를 일으키는 중심위(과두안정위)에서 상하악 치아의 폐구 시 조기접촉을 간섭부위로 

보고 제거할 필요가 있다.

교합조정의 순서

환자의 주소를 참조해 검사한 후 조기접촉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경

우 우선 중심위(과두안정위)의 폐구경로 시에 부분적 간섭을 일으키는 상하악 치아의 접촉을 

제거하기 위해 교합을 조정(trim off: 삭제하는 교합조정, add on: 추가하는 교합조정)한다.

특히 자연치열을 교합조정할 때는 직접 구강 내에서 진행하기가 곤란하며 치질의 조정은 최

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치열모형을 교합기에 장착하고 교합기상의 중심위 폐구경로에

서 조기접촉의 유무를 확인, 해당치를 조정하고 시뮬레이션한 후 구강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방법은 교합기상에 교합을 조정하고 그것을 구강 내에 재현하는 것이 이상

적이며 실패가 적은 교합조정법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기로 한다.

조기접촉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교합조정

Masahiro Kuwata 

Keiji Shig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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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하악 치열 모형(정밀하고 변형이 없는 모형)을 제작한다.

② Facebow transfer.

③  중심위(과두안정위)에서 하악위의 채득, 체크바이트의 채득(측방운동 시, 전방운동 시 바이

트의 채득)을 한다.

④ 최대교두감합위의 바이트를 채득한다.

⑤ 교합기의 제로를 설정한다.

⑥ 상악 모형을 facebow transfer해서 교합기에 장착한다.

⑦ 하악 모형을 중심위(과두안정위)에서 교합기에 장착한다.

⑧ 체크바이트를 사용해 교합기를 조절한다.

  - 전측방과로각의 조정

  - Anterior guide table의 각도 설정

⑨  교합기상의 최대교두감합위에서 바이트를 상하악 모형에 적합시켜 환자 본래의 수직적 악위

를 기록한다.

⑩ 모형에 1차 조기접촉을 기록한다.

⑪ 기본원칙을 지켜 교합을 조정한다.

⑫  1차 조기접촉의 제거, 2차, 3차, ……, 교합기의 incisal pin이 incisal guide table에 접촉할 

때까지 교합조정을 반복한다. 이 조정을 통해 중심위(과두안정위)의 폐구경로에서 최대교두

감합위를 얻을 수 있다. 즉 중심위교합(centric occlusion)을 얻을 수 있다.

⑬  교합기상과 똑같이 구강 내에서 교합조정하고 교합기상에 종료한 시점에서, 구강 내 trim off 

(삭제하는 교합조정)를 마치고 결과를 평가한다. 필요하다면 교합기상에서 add on(추가하는 

교합조정)하고 그것을 구강 내에 적용한다.

⑭ 구강 내에 진행한 trim off, add on을 최종 평가한다.

      해   설

중심위(centric relation) - 과두안정위

하악과 상악 치아가 접촉하지 않을 때 수평적 하악위(하악과 상악의 대향 관계). 치아가 접촉하면 신경근 기구가 작용해 대뇌변

연계에서 저작근에 지령을 내리고 최대교두감합위가 가능한 위치로 하악을 이동시킨다. 따라서 중심위에서 폐구경로와, 최대교

두감합위에 이르는 하악의 폐구경로에는 차이가 생긴다.

‘중심위-과두안정위’에서 폐구경로상의 종말 위에 최대교두감합위가 위치하는 것이 하악위의 이상적인 위치이다[이런 교합 상

태를 중심위교합(centric occlusion)이라 한다]. 보통 그것이 일치하는 예는 적지만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적다. 왜

냐하면 악구강계, 특히 악관절의 허용량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교합을 진단할 때나 수복치료를 할 때에 하악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악운동 시발점의 기준이 필요하

다. 이 기준이 되는 하악위가 ‘중심위-과두안정위’이다.

<교합조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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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 소견. 습관성 교합위에서는 #17~27, #47~37부에 현저한 facet이 관찰되었다. 중심위 폐구경로에서 최대교두감합위에 이를 때에 하악이 교두

간섭을 일으키고 우측으로 편위한다. 특히 좌측운동 시 anterior guidance가 상실되었다. 따라서 우측 구치부에서는 비작업측(평형측) 교두의 근접과 

접촉이 관찰된다.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교모가 더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1-2~1-4

1-1

초진 시 안모. 습관성 교합위(최대교두감합위)에서는 폐구 시, 하악이 우측

으로 다소 이동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술전검사

사진은 본인의 허가를 얻어 개재

환자: 30대 여성

초진: 2005년 2월

주 소:  몇 년 전부터 취침 시 이갈이, clenching 자각증상, 개폐구 시 좌측 악관절의 클릭음, 빈번

한 개구장애

치 과치료 병력: 초진으로부터 17년 전에 교정치료를 받았고 그때 제1소구치 4개를 발치했다고 한 

 다. 수년 간 몇 회에 걸쳐 교합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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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방사선사진 14매법. 전악적으로 경도의 수평성 골흡수가 관찰된다.

1-8

1-7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28은 타진통이 강해 치아가 파절했을 가능성이 있어 발치하

였다.

하방에서 관찰한 습관성 교합위. #22, 23, #32, 33에 공간을 볼 수 있다.

1-5, 1-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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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Perio chart. 치주병의 문제는 적지만 치은의 염증이 심각해 전악적 소파술을 계획한다. Caries risk test에서 세균 수는 문제가 없고, 타액완충능은 

높고 타액량도 많은 편이였다. 또한 #15, 13, 12, 11, #21, 22, 23, #47, 45, 42, 41, #31, 32에 1도의 동요가 관찰된다. #17, 27, #47, 36은 1도(±)의 근

분기부병변이 관찰되었다. 붉은 글씨는 출혈 부위를 나타낸다.

1-9

CT image로 악골, 치아, 악관절 주위 상태를 정밀 검사.

술전검사

우측

좌측



Practical Occlusal Adjustment and Function 65

1-11

악관절 및 주위근군의 촉진 차트. 개

폐구 시, 우측 악관절은 개구종말기

에 경도의 클릭이, 좌측 악관절은 개

구종말기와 폐구 시 초기에 클릭이 

관찰되었다. 근육촉진에서 우측 악

이복근에 강한 압통이, 좌우측두근 

전복, 좌측교근 기시부 후연에 경도

의 압통이 관찰되었다. 악관절 주변

은 좌우 모두 경도의 압통이 있었다.

65

<교합조정에 이르는 경위>

구강 내 검사 및 교합검사로 얻은 자료에 근거해 치료계획을 세운다. 우선 스케일링, 치근활

택술을 진행하였다.

교합을 검사해 중심위에서 상하악 6전치, 특히 #21, 22, 23, #31, 32, 33부는 anterior 

open bite이며, 상하악 구치부의 조기접촉으로 anterior guidance가 상실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25, 26, 27, #35, 36, 37부의 강한 조기접촉으로 최대교두감합위에 이르는 폐구경로

가 우측으로 틀어져 있었다.

근육촉진 결과와 환자의 주소, 특히 “구치로 음식을 씹기가 힘들다” , “좌측 구치로 씹으면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다”를 참고해 일단 교합을 조정하고 동시에 anterior guidance를 구축

하기로 계획하였다.

Chapter 3–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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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조정용 바이트왁스(Schuyler wax). 교합접촉점 및 접근 부위의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는(온열, 경화수축에 의한 형태 변화가 거의 없다) 교합조정

용 바이트왁스를 사용해 왁스의 투과도를 보고 상하악 치아의 접촉 상태와 접근 정도를 판단한다.

2-1, 2-2

바이트왁스(Schuyler wax)를 연화시켜 상악 치아열에 끼우고 하악을 적정 중심위(과두안정위)로 유도하면서 상하악 치아를 접근시킨다. 이렇게 해서 

중심위에서 교합을 채득하고 상하악 치아의 접근정도를 평가해 조기접촉의 양, 발현 방향을 확인한다.

2-3, 2-4

바이트왁스에 의한 교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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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왁스를 관찰해 보면 기능교두의 부융선이 서로 접근해 있다. 특히 

#36, 37 근심 협측 기능교두의 근심 부융선이 대합하는 상악의 교두에 접

근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5

얇은 6㎛ 비닐필름(식품용 랩)은 통과하지만 두께 12㎛의 교합지를 2장 겹치면 통과하지 않는다. 바이트왁스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 모형상에서 교합

지의 두께를 바꿔가며 상하악 구치의 교두간 접근 정도를 확인한다.

2-6, 2-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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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위에서 교합채득 시 주의사항

①  환자의 전신을 이완시킨다. 환자가 수평위에 있을 때에 수평면에 대해 25°, 헤드레스트는 

35° 설정한다(3-1).

②  환자의 상하악 치아는 접촉시키지 말고 살짝 개폐구시켜(관절와 내에서 과두가 회전운동

을 하는 상태), 재현성이 있는 개폐구운동인지 관찰한다. 이때 환자의 양측 하악골체 저

부에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대고 개폐구운동의 방향을 정한다. 절대 ‘유도’해서는 안 된

다(3-1).

③  하악 전치부 또는 상악 전치부에 jig(왁스나 레진 플레이트)를 올려 폐구량을 일정하게 하

면서 상하악 치아의 접촉을 막는다. 중심위에서 채득하는 교합은 어디까지나 상악과 하

악의 대향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상하악 치아를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3-2).

④  환자가 긴장을 풀고 재현성 있는 개폐구운동이 가능해지면 상하악 전치부(상하악 중절

치부)에 왁스 jig를 올리고 개구량이 최소가 되도록 조정한 후 하악을 폐구시켜 상하악 

치아 간에 바이트 재료를 주입한다. 이때 다른 쪽 손가락으로 상구순을 긴장시키지 않을 

정도로 뒤집고 검지와 엄지의 배 부분을 좌우측 구치부 상하 치아 사이에 끼워 환자가 감

합하려고 할 때 저지한다(3-2).

⑤  바이트 재료가 경화할 때까지 환자의 하악골체 저부에 올린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가만

히 둔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바이트 재료를 씹으려고 할 수 있다(3-2).

중심위에서 교합채득 centric bite ta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