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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조정으로, 가능한 한 CR에서 MI로 전치-견치 유도에 의

한 구치이개라는 치료 목표(CR-AG)를 달성하려는 교정치료 과

정을 보거나 읽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니다. 턱관절 위치와 교합

이라는 관점에서 치열과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치과의사는 물

론 교정치과의사도 상당히 낯선 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CR bite으로 올린 모형과 구내에서 교합조정 과정을 먼저 언급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교합조정 교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

을 것 같다. 이 장에 실린 자료는 2011년 대한나래출판사에서 발

간한 “양악수술교정” 뒷부분 부록 2 사진에 상세한 설명을 곁들

인 것이다. 이 증례는 교합조정 과정을 입체적으로 잘 기록하여 

교합조정이 수직적인 오차의 해결로 과두가 관절와 깊숙이 자

리 잡은 상태로 폐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임을 아주 간단명

료하게 잘 예시한 경우여서 이 책의 앞부분에 다시 소개하였다.

1. 교합지

대부분의 보철치과학 문헌에서 추천하는 AccuFilm은 국내

에서 다양한 제품을 구하기 어렵고, 빨강과 검정의 양면 제품

을 겨우 구해 사용하여 보았는데 겹쳐서 사용하면 다 지워졌

다. 견치 유도와 같은 편심 운동을 빨강으로 마크하고 색을 뒤

집어서 교두 감합위를 검정으로 마크하면 빨강으로 마크한 부

분이 모두 사라졌다. 한두 개 치아의 간단한 경우에는 유용하지

만, 교정 후 전체 자연치열의 교합조정에는 사용이 불편했다(그

림 3-6A 참조).

HANEL 제품은 단일 색의 양면 교합지를 국내에서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치아에 잘 마크가 되지 않았다. Copalite

를 치아에 도포하고 이 교합지를 사용하면 마크가 잘 되지만, 우

선 냄새가 심하고 물풀을 바른 것처럼 진득하게 퍼져서 나타났

다(그림 3-6B 참조).

그러면서 독일의 Arti-Fol이 국내에 출시되었다. 위의 두 제품

보다는 우수하다. 자사의 광고처럼 습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양

호했다(그림 3-6C 참조).

2010년대에 들어와서 Selection E가 소개되었다. 어떠한 제품

보다 잘 마크되고 잘 지워지지 않으며, 습한 환경에서도 탁월하

다. 여기에 제시하는 구내 교합조정 증례도 이 제품을 사용한 것

이다(그림 3-6D 참조).

2. 초진 및 수술교정 과정

21세 7개월의 성인이 전치 crowding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아래턱을 들었지만 SnV(코밑선 Sub-Nasale Vertical)에서 턱

끝은 -15mm로 아래턱이 무척 작고, 하악 측방치군의 전방 경

사와 전치부 순측 경사가 심하며, 이로 인해 crowding이 증가

한 증례였다(그림 4-1). CR bite으로 기계턱(articulator)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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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초진 시 기록. 아래턱이 작은 수술교정 증례.

2007. 07. 11.

린 모형에서 CR-MI discrepancy는 우측 과두 전방 0.2 하방 

2.0, 좌측 과두 후방 0.5 하방 2.0mm였다. CR에서 폐구할 때 

#27과 #37에서 초기접촉(initial contact)이 이루어지고 MI로 

물으면 치열은 전방으로 미끄러지지만, 과두는 articular emi-

nence를 따라 전하방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과두의 미끄러짐을 

시각화하여 계측한 것이 CPI(Condyle Position Indicator) 차

트이다(그림 4-2). 

임상적으로 환자의 구강 내에서 이런 미끄러짐은 ‘전후방적으

로’만 관찰이 가능하며 과정을 반복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측

정이 불가능하다. 과두의 ‘하방 미끄러짐’은 임상적으로 체어 사

이드에서 관찰하거나 계측하기가 불가능하다. 기능교합론자들

은 하악골이 중심위에서 중심 교합위로 편위할 때 하악의 소구

치를 포함한 전치부는 전상방으로 활주하는 반면, 하악 과두는 

대구치 부위를 지렛목으로 하여 후하방으로 이동하며, 이러한 

과두의 후하방 편위가 과도하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턱관절 주위 

인대나 저작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관절원판 위치변화를 초

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1 가능한 한 CR에서 MI로 전-견

치 유도에 의한 구치이개라는 치료 목표를 달성하려면 처음부터 

neuromuscular reflex를 차단하려고 반드시 기계턱(articu-

lator)에 CR bite으로 올린 모형에서 관찰-측정해야 어렴풋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CR에서 MI 오차를 턱관절 레벨

에서 시각화한 CPI 차트를 보면, 비로소 MI로 물을 때 과두에

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뿐이다. 

과두를 관절와에 깊숙이 자리 잡게 하려고 CR splint를 full 

time으로 약 3개월 사용 후 재검사를 하였다. 상악 전치 위치는 

양호하여 5번을, 하악은 IMPA가 커서 #4 발치를 하고 술전 교

정을 하였다. 수술 전에도 약 6주 이상 CR splint를 사용하였으

며, 하악 수술 6주 후에 debonding을 하고 tooth positioner

를 사용하였다(그림 4-3). 계속해서 교합조정과 상악 remov-

able retainer를 장착해야 하는데, tooth positioner도 사용하

지 않고 10개월 후에 내원하였다(그림 4-4). 두부계측사진분석

에서 별다른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고, 상하악 전치부 crowd-

ing이 재발한 정도였으며, 임상적으로 개폐구 등에서 턱관절과 

주위 근육에서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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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초진 시, CR bite으로 기계턱에 올린 모형과 MI로 맞춘 모형. 초기접촉 부위와 CPI 차트.

CR

MI

2007. 07. 11.

기계턱(articulator)에 CR bite으로 올린 모형은 구치부 관계

가 거의 end-to-end 정도의 II급임을 알려 주었고, CPI 차트에

서 CR-MI 오차는 아주 양호한 우측 과두 전방 1.0 하방 0.6, 

좌측 과두 후방 0.3 하방 0.9mm였다(그림 4-5). 이 정도 오차

면 교합조정으로 충분히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환자분도 직업 상 시간을 내기 힘들고 재교정을 원하지 않

아서 곧바로 교합조정을 준비하였다. 

교정 발치한 소구치 치아를 옆에서 보면 생각보다 무척 뾰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이는 앞니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조금

씩 덜 뾰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기보다 뾰족하게 맹출하며, 음

식을 씹는 아래턱의 stroke도 수직적이다. 음식을 씹을 때 아래

턱의 좌우측방 운동에서, 상악 협측 교두와 구개 교두의 내사면

은 씹는 쪽 견치 설면 경사도를 따라야(harmony) 한다. 이 견

치 경사도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 뒤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완

만해야 아래턱의 편심운동 동안 간섭이 없고 주위 근육이 편안

하다(그림 4-6, 4-7). 교합조정은 최종적으로 이런 구조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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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이다.  

그림 4-8은 모형 교합조정 전 기록이다. 기계턱에 CR로 

올린 모형은 yellow stone에 교합 부위를 붉게 칠하였다. 삭

제 부위를 쉽게 구분하려고 문방구에서 파는 포스터 물감을 

붓으로 바른 것이다. 구강 내 MI에서 I급처럼 보이는 치열이 

centric bite으로 올린 모형에서는 II급임을 보여 준다. 벌린 

상하 모형에서 보면 상악 제2대구치 구개 교두가 밑으로 떨어

져 내사면의 경사도가 소구치와 제1대구치보다 더 뾰족하다. 

상악 옆사진은 #27의 구개 교두정의 내사면 쪽에 있는 초기

접촉(initial contact)을 보여 준다. 그림 4-9A와 B는 밑에

서 좌우로 올려 본 모형이다. #27과 #37에서 초기접촉이 있

고, 그림 4-9C의 그림 설명처럼 MI로 물으면 과두는 초록색

처럼 전하방으로 미끄러질 것이다. 교합조정으로 그림 4-9D 

그림의 붉은 선처럼 CR에서 과두가 미끄러지지 않고 MI

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교합조정을 포함한 모든 교합치료 

(수술·보철·교정·교합조정 등)의 목표이다. 치아형태학을 참고하

려고 치아 명칭을 Solnit 교재에서 인용하였다(그림 4-9E~L). 

또한 내사면·외사면·근심사면·원심사면은 Suckert와 Dawson

의 그림으로 설명하였다(그림 4-9M, N).

그림 4-3. 수술 전과 debonding 기록.

2010. 01. 25.

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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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Post-retention 10m.

201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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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턱의 CR 모형

그림 4-5. 교합조정. CR bite으로 기계턱에 올린 모형과 MI로 맞춘 모형. 초기접촉 부위와 CPI 차트.

기계턱의 MI 모형

  2011. 1. 19.

그림 4-6. 소구치 발치 치아는 생각보다 뾰족하다. 사람의 이는 앞니부터 뒤로 갈수록 덜 뾰족하다. 음식을 씹을 때, 아래턱도 생각

보다 수직적으로 움직인다. (Park6의 문헌에서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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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음식을 씹을 때, 상악 견치 설면을 따라 아래턱은 좌우로 움직인다. 상악 협측 교두와 구개 교두의 내사면 경사도는, 상악 

견치 설면의 경사도를 따라야(harmony), 편심 운동 시 간섭이 없다. (Park6의 문헌에서 수정 인용)

그림 4-8. 모형 교합조정 전 기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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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모형 교합조정 전 기록 2. A, B, CR mounting 모형을 밑에서 본 사진. C의 파란 그림인 CR1에 해당하는 상태이다. C, 

중심위에서 미끄러짐(centric slide): CR1에서 MI로. 중심위에서 미끄러지면 과두는 관절융기에서 근심-하방 위치로 틀어져야 한

다. D, 고친 중심위(corrected centric): CR1에서 CR2로, 중심위에서 미끄러지는 간섭을 제거하면 과두는 원래의 편안한(rearmost, 

unstrained) 위치에서 폐구할 수 있다. 이제 MI와 CR은 동일한 위치이다. E, F, 상악 제1소구치에서 제2대구치까지 교합면 위에 있는 

구와 융선의 방향과 위치. (Solnit2의 문헌에서 수정 인용) (계속)

E F

C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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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계속) 모형 교합조정 전 기록 2. G, H, 하악 제1소구치에서 제2대구치까지 교합면 위에 있는 구와 융선의 방향과 위치. I, 

치료 교합양식의 교두-와 배열. 상악의 와 안에 있는 하악의 인교두(stamp cusp). J, 치료 교합양식의 교두-와 배열. 하악의 와 안

에 있는 상악의 인교두(stamp cusp). K, 자연치의 교두-융선 배열. 상악의 변연융선에 있는 하악의 인교두(stamp cusp). L, 자연치

의 교두-융선 배열. 하악의 구조와 만나는 상악의 인교두(stamp cusp). M, 내사면(빨강)과 외사면(파랑)의 그림 설명. N, 근심사면 

(빨강)과 원심사면(파랑)의 그림 설명. (Sonit2의 문헌에서 수정 인용)

G

J K L

H

N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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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 교합조정

1)   삭제 요령 1: 비껴 치기(가능한 한 뾰족하게 삭제)

로 수직 고경을 낮춘다.

그림 4-10은 교합지 Selection E를 잘라서 정리한 사진이다

(그림 4-10A, B). 그림 4-10C처럼 작은 교합지 홀더를 사용하

며, D는 기계턱(articulator)에 올린 모형 교합조정 시 사용하는 

칫솔·파랑 교합지·기공용 조작도·씸스탁 사진이다.

모형에서는 기공용 조각도를 사용한다. 조각도 칼날의 그림으

로 방향까지 표현해 보았다. 삭제 후 화살표는 삭제 후 나타나는 

초기접촉을 의미한다. 대부분 초기접촉은 최후방 치아에서 나타

나는데, 교두정과 사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조건

이면 사면을 비스듬하게 앞의 치아 사면 경사를 고려하여 사면

의 경사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삭제한다. 만일 사면과 만나는 교

두정의 위치가 앞뒤의 치아보다 유난히 벗어나 있다면 이러한 교

두정은 앞 치아의 교합 테이블을 고려하여 뾰족함을 따르도록 

삭제한다. 삭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CR에서 과두가 폐구할 

수 있도록 초기접촉을 제거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림 3-13

과 3-14를 참고하라.

이러한 이유로 #37 근심 협측 교두의 내사면을 삭제하였다. 그

랬더니 #47 근심 설측 교두 내사면에 초기접촉이 나타나서, 칼

날 그림 방향으로 비껴 치기를 하였다(그림 4-11). 사실 이 부위

는 교두 형태가 유난히 볼록 튀어나온 부위였다. 그림 4-12 좌

측은 #47 삭제를 위에서 본 그림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26과 

#36에서 초기접촉이 나타났고 이곳을 정리하였더니 #16과 #46

에서 초기접촉이 나타났다(그림 4-12).

#16과 #46을 조정하면 #25와 #34가 초기접촉을 한다. #34의 

triangular ridge가 인접 치아보다 높이가 높아서 낮추려고 삭

제하였다. 그랬더니 처음 다듬었던 #27과 #37이 높아서 집중적

으로 다듬었다. #37의 active centric line을 고려하여 협측 교

두정이 #27의 passive centric line인 와(fossa)에 부딪치지 않

고 잘 들어가도록 조정하였다3(그림 4-13, 4-30 참조). 즉, 하

악 #37의 mesiobuccal·distobuccal·distal (stamp) cusp이, 

상악 #27의 mesial·central·distal (opposing) fossa의 교합

(occlude)에서 초기접촉으로 인한 과두 미끄러짐이 없도록 기공

용 조각도로 조각하는 것이다.2 

A B

C D

그림 4-10. 교합지와 모형 교합조정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