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Remount

교합기 

교합기는 ① 진단 및 설계용 기구, ② 보철물 제작의 기술적 조작의 2가지 목적을 가진 보철학

의 보조 기구인데, 본서의 remount 조정에서는 의치를 교합기에 부착해 검사하면서 교합을 조정

하는 기술적 조작을 위해 사용한다. 총의치의 제작과 조정 과정에서 교합기는 필수적인 보조기구

이지만, 유치악의 보철조작에서 교두감합위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 및 설계

용 기구로서의 중요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교합기는 주로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제작할 때 이

용하는 기계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총의치 또는 다수치아 결손의 국소의치

에서 교합기 없이는 진단은 물론 보철물 제작도 할 수 없다. 총의치 치료에 관여하는 이상 교합기 

조작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교합의 검사와 진단에 교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과두와 

치열의 위치관계를 transfer해 두개의 참조면(Camper 평면, Frankfort 평면, axis-orbital 평

면 등)에 대해 상악을 위치시키는 facebow 조작 또는 check bite 법 등을 사용해 개개 환자의 과

로각에 꼭 맞는 교합기의 조절에 관한 강의부터 시작하게 되어 그 순간 학습의욕이 시들어져 버

린다. 교합기의 취급에 익숙해지기 전에 중심위나 과로와 같은 단어에 농락당한다. 저자가 총의치

를 배운 Lauritzen 선생님은 Dentatus 교합기를 사용해 Bennett 각을 조절하는 것까지 요구했

다. 비록 교합기에 숙련되어 있어도 과로조절기구의 조작은 복잡하고 실수가 많으므로 진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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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합기인지, 교합기를 위한 진단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사태에 빠지고 만다. 

따라서 총의치 치료의 initial preparation으로 사용할 때는 대담하게 조작을 간략화해서, 

facebow transfer를 생략하고 과로각의 조절도 모두 생략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까

지 간략화해도 총의치의 remount 조정에는 쓸모가 있는 것이다. 교합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생체 simulation의 정밀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교합기에서 시행하는 조정의 정밀도를 

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측방과로각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궁금하면 교합기를 다루어 보면 알기 쉽다. 측방

과로각을 평균치(약 15°)에 설정하면 전방위나 측방위에서 교합기 상궁의 수평 동요(이동)가 커진

다. 왜냐하면 condylar type 교합기에서는 평형측의 과두구를 축의 shoulder에 접촉시켰을 때 

(그림 4-1의 A), 작업측 과두와 축의 shoulder 사이에 생기는 간극(그림 4-1의 B)으로 Bennett 

운동[작업측 과두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요(이동)]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측

방과로각을 크게 설정하면 전방위나 측방위에서 수평 동요(이동)가 커지는 것이다. 그림 4-1에서 

보이듯이 측방과로각을 평균치의 절반 정도로 완만하게 설정하면 수평 동요(이동)는 반으로 줄어

든다. 따라서 교합조정의 작업 효율을 올리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측방과로각을 완만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처럼 조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교합기의 simulation 정밀도를 낮추는 것

이 중요하다. 

그림 4-1. Slot 형태의 condylar type에서는 평형측의 과두구를 축의 shoulder(A)에 접촉시켰을 때, 작업측 과두와 축

의 shoulder 사이에 생기는 간극(빨강색 부분인 B)으로 Bennett 운동[작업측 과두의 측방 동요(이동)]을 모방한다. 그

렇기 때문에 측방과로각을 크게 설정할수록 측방운동 및 전방운동 할 때 상궁(상악 모형)의 동요(이동)가 커진다. 저자

는 평균치(15°)의 절반 정도(7.5°)로 측방과로각을 설정한다. 수치에 의미는 없다. 측방과로각의 차이로 인한 치아 접촉점

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므로 무시할 수 있다.

* 이 그림은 Posselt의 “교합의 생리와 rehabilitation”의 그림 89, 90을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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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remount 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교합기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반조절성 교합기로 

충분하다. SPACY Articulator Smart: Semi-Adjustable(YDM)을 사용하는데, 간단하고 편

리한 반조절성 기구를 가진 값이 싸고 견고한 교합기라면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 과로를 가진 기능적 교합기는 과로를 하악 부분에 부착한 condylar type과 생체와 같이 

상악 부분에 과로를 부착한 arcon type으로 크게 나뉘는데 여기서는 condylar type을 

사용한다(그림 4-2).

• Slot 형태의 condylar type을 사용하는 이유는 과로기구가 단순해서 교합기를 조작할 때 

생기는 오차가 작기 때문이다. 

• 교합기는 일반적으로 상악 부분이 개폐되는데 과로가 하악 부분에 있는 condylar type

에서는 condylar slot과 과두구의 관계가 생체의 턱관절 구조와 반대이므로 과로를 따

라 상악을 움직이게 된다. 또한 상악을 움직여 측방운동을 재현하므로 측방운동의 좌·

우가 반대가 된다.

• 과로는 시상과로각을 30°에 고정한다. 측방과로각은 대부분 교합접촉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므로 평균치 각도의 1/2을 기준으로 고정한다(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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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본서의 remount 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교합기는 이와 같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반조절성 교합기로 충분

하다. 

과로를 하악 부분에 부착한 condylar type을 사용하는 이유는 과로기구가 단순해서 교합기를 조작할 때 생기는 오차

가 작기 때문이다.

그림 4-3. 과로는 시상과로각을 30°에 고정하고, 측방과로각은 대부분 교합접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평균치 각

도의 1/2을 기준으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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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합기를 사용하는가?

의치를 제외한 교합조정은 구강 내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총의치의 교합조정은 교합

기에서 해야 한다. 

근거에 대해서는 Schuyler가 자세히 서술했다. 조금 긴 문장이지만 인용한다1).  

“Centric relation과 치아 교합의 조화는 환자에게 상·하 치아를 맞물도록 지시해 구

강 내에서 치아와 치아의 관계를 관찰해도 판정할 수 없다. 중대한 부정이 있으면 눈

에 보일지도 모르지만, (구강 내에서는) 언뜻 보면 허용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

이는 교합관계가 피압축성이 없는 석고를 이용해 교합기에 부착해 보면 정말로 부

적합하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치아와 치아를 접촉시켰을 때 구강 내 연

조직의 압축, 연조직 위에서 일어나는 의치상의 움직임, 상·하 악간관계의 변화 또

는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범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구강 내의 시진은 믿

을 수 없다. 나의 시력과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은 평균적인 치과의사의 능력

과 같은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총의치의 교

합 부조화를 구강 내에서 보고 인식하는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 여지없

이 증명되었다. 구강 내의 교합 check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총의치의 교합 부조화

를 구강 내에서 시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대한 실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자가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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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initial preparation도 Schuyler의 총의치 조정법과 마찬가지로 centric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 장에서 추가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조정의 목적은 평형교합(balanced occlusion), 

다시 말해서 측방위에서 평형측 접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구강 내에서 할 수 

없다(그림 4-4). 왜냐하면 ‘씹기 어렵다, 씹을 수 없다’는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의치는 대부분이 

centric 위치에서 양측 구치부가 감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현성이 낮은 측방위는 물론

이고 centric에서도 환자에게 개폐운동을 반복하도록 해 교합지로 인기하면서 조정하는 것은 임

상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림 4-4. 총의치의 교합조정은 교합기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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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unt 

Remount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하악을 틀어지지 않게 부착하는 것과 만에 하나라도 

부착한 의치가 조정 도중에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고는 많이 쌓는다. 물론 

bite에 충실해 remount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정 후에 교합기에서 의치를 제거하기 쉽도록 하는 것, 이 3가지뿐이다(그림 4-5). 또

한 경화시간이 매우 짧은 석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하악을 교합기에 부착할 때는 두 사람이 

작업하는 편이 효율적이면서도 실수가 적을 것이다.  

사용 재료: 경화시간이 매우 짧은 석고(XanthanoⓇ, 45초에 경화), 점토(그림 4-5)

그림 4-5. Remount한 의치가 조정 도중에 교합기에서 탈락해 버리지 않도록 의치상의 순측이나 협측 부분을 덮을 정

도로 석고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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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실제로 교합기를 사용하는데, 먼저 반드시 교합기를 확인하고 나서 시작하기 바란

다. 교합기의 좌·우 전방운동 조절나사를 ‘0’으로 고정하고, 좌·우 시상과로각을 30°4)에, 그리고 

측방과로각을 평균치의 절반에 맞춘다. 

!! 교합기의 좌·우 전방운동 조절나사는 ‘0’으로 맞춘다(그림 4-6: 흰색 원).

그림 4-6. 

교합조정 후 석고에서 제거하기 쉽도록 상·하 의치 점막면의 undercut을 메우기 위해 점토를 

사용한다(그림 4-7)주3). 이어서 정중선과 전·후, 좌·우의 guide line에 맞추어(그림 4-8) 교합

평면판에 상악 의치를 올리는데, 의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구치부와 교합평면판 사이에 점토를 올

려 전치부가 교합평면판에서 들뜨지 않도록 한다(그림 4-9). 교합기의 mounting ring에 가볍

게 물을 뿌려 촉촉하게 해 두면 석고가 잘 부착한다. 의치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상악 의치의 점막면과 상악 mounting ring에 경화시간이 매우 짧은 석고를 mixing 

해 쌓는다(그림 4-10). 교합기를 닫아 석고가 mounting ring에 부착하면 주위를 보강한다(그림 

4)  미야우치 야스오(Miyauchi Yasuo) 외. 반조절성 교합기에 기록된 전방과로경사에 관한 조사, 제1보. 치과학보. 1997; 

97(1): 71-81.

주3)  상악 의치의 의치상에 함몰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점토를 사용하면 교합조정 도중에 상악 의치가 탈락하는 원인

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Undercut을 메우는 점토는 어디까지나 제거할 때 의치의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

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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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석고에서 의치를 제거하기 쉽도록 점토를 사용한다. 그림 4-8. 교합평면판에 상악 의치를 올린다.

그림 4-9. 구치부와 교합평면 사이에 점토를 올려 전치부가 교합평면판에서 들뜨지 않도록 한다.

그림 4-10. 상악 의치의 점막면과 상악 mounting ring에 경화시간이 매우 짧은 석고를 쌓아 화살표( )와 같이 부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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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교합기를 닫는다.

그림 4-12. 석고가 mounting ring에 부착하면 주위를 보강한다. 

4-11, 4-12). 의치 강습회나 전문 서적에는 석고의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사진이 사용되

는 경우가 많은데, 상악 의치는 교합조정 도중에 탈락하기 쉬우므로 점토의 일부는 노출시켜 두

지만(제거하기 쉽도록 이 부분에 일자드라이버를 넣는다) 나머지는 의치상의 순측이나 협측 부분

을 덮을 정도로 석고를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악 의치가 고정되면 교합기를 열고 교합평면판

을 제거한 후 Bite wax®를 상악 의치에 맞춘다(그림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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