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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용어

■ 저작측(working side)

■ 균형측(balancing side)

■   작업측·비작업측 과두    

(working/nonworking side condyle)

■   작업측·비작업측 과두로   

(working/nonworking side condyle path)

■   작업측 교합(working articulation, working occlusion, 

working contact)

■   비작업측 간섭(nonworking side interference)

■   비작업측 교합접촉    

(nonworking side occlusal contact)

B. 정의

작업측:비작업측(working:nonworking side)

①   작업측: 하악의 측방운동 시 하악이 외측방으로 움직

이는 쪽

②   비작업측: 하악의 측방운동 시 하악이 내측방으로 움

직이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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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측방으로 이동하는데, 그 방향은 다양하여 과두간의 

축을 중심으로 60°의 원추형 범위 내에서 외방, 상방, 하방, 

전방 또는 후방으로 움직이며, 개인마다 방향은 비교적 일

정하다(그림 1). 이렇게 하악이 측방운동 초기에 전체적으

로 측방으로 수평이동하는 현상을 ‘베넷운동’이라 하며 통

상적으로 작업측 과두에서의 측방운동을 말한다(그림 2). 

b. 비작업측 과두운동

하악의 측방운동 시 비작업측 과두는 초기에는 내측으로 

이동하고(immediate side shift) 그 이후 관절와의 내측면

을 따라 전내하방으로 움직인다(progressive side shift). 

이 중 하방으로 이루는 각도를 시상과로 경사도(sagittal 

condyle path angle)라 하며 수평면에서 본 내방으로 향하

는 각도를 ‘베넷각’이라 한다(그림 3). 이 각은 하악의 즉시

측방이동(immediate side shift)의 양이 클수록 증가한다. 

작업측:비작업측
(Working : Nonworking Side)

그림 1. 작업측 과두의 운동범위. 하악의 측방운동 시 작업측 과두

는 주로 관절와 내에 머문 상태에서 회전하지만 순수한 회전이 아

니라 0.3~1mm 정도 측방으로 이동하는데, 그 방향은 다양하여 

과두간의 축을 중심으로 60°의 원추형의 범위 내에서 외방, 상방, 

하방, 전방 또는 후방으로 움직인다.

C. 내용 

1. 작업측과 비작업측에서의 과두운동

a. 작업측 과두운동

하악의 측방운동 시 작업측 과두는 주로 관절와 내에 머

문 상태에서 회전하지만 순수한 회전이 아니라 0.3~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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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측과 비작업측에서의 교합

하악이 이개되는 양상과 정도는 작업측과 비작업측이 

서로 다르다. 

a. 작업측

작업측의 이개를 결정하는 전방 요소는 견치 설면의 형

태와 경사도의 크기이며 후방 요소는 베넷운동의 양상

(pattern)과 크기이다. 견치 설면의 경사도가 클수록 수직

적 이개량은 증가하며, 견치에 중심위 자유역(freedom in 

centric)이 존재할 경우 그 양에 의하여 구치부 이개 양상

이 달라진다. 즉, 견치의 중심위 자유역에서는 구치부는 수

직적인 변화 없이 균등한 접촉이 일어나며 견치의 설측경

사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구치부의 이개가 일어나기 시작

한다. 베넷운동의 양이 클수록, 작업측이 구치부로 갈수록 

중심위 자유역은 넓어진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측방운동 

초기에 구치부에서 조기접촉이 발생한다(그림 4).

b. 비작업측

비작업측의 수직적인 이개량은 작업측에 비하여 큰데, 

그 이유는 비작업측 과두의 수직적인 변화가 작업측 과두

의 수직적인 변화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비작업측 과두

는 과두경사를 따라 전내하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작

업측의 구치부는 수직적으로 이개한다. 비작업측 구치부

의 초기 수평이동은 immediate side shift양에 의해 결

정되며 비작업측 전치부의 수평수직운동은 작업측 견치유

도각에 의해 결정된다. 즉 비작업측의 교두경사는 imme-

diate side shift와 progressive side shift 및 견치유도

각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2. 베넷운동. 작업측에서 하악이 측방운동 초기에 전체적으

로 측방으로 수평이동하는 현상을 베넷운동이라 한다. 

그림 3. 비작업측 과두운동. 하악의 측방운동 시 비작업측 과두

는 초기에는 내측으로 이동하고(immediate side shift; lSS) 그 이

후 관절와의 내측면을 따라 전내하방으로 움직인다(progressive 

side shift; PSS). 수평면에서 본 내방으로 향하는 각도(BA)를 베넷

각(Bennett angle)이라 한다. 

그림 4. 베넷 운동량이 클수록, 작업측이 구치부로 갈수록 중심위 

자유역은 넓어진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측방운동 초기 구치부에 

조기접촉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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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용어

■ 교합기(articulator)

■ 안궁(face bow)

B. 정의

재부착(remount):

분석을 위하여 수복물을 교합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교

합균형이나 교합 재형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

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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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내용

치과 보철물은 제작 시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그와 동시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많은 경우 교

합 오차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교합채득, 납형 형성, 매

몰, 주조 등에서 조작상의 실수, 제작 기간 동안 환자의 치

열 변화, 사용한 교합기의 종류 등에 따라 교합의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이를 구강 외에서 재현하여 교합조

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부착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 재부착 조작

1. 유치악용 재부착

2. 무치악용 재부착

1. 유치악용 재부착

유치악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부착을 한다.

a. 주조체의 구강 내 시적과 교합채득 

①   완성된 주조체를 구강 내에 시적하여 내면적합을 점

검한 후 지대치에 가착한다.

②   상·하악의 치아가 닿지 않도록 면구를 개재시킨다. 

이것은 anterior jig의 사용 목적과 같으며, 신경근기

구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하악과두가 중심위에 안

정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 약 20

분간 가볍게 물린다.

③   주조체를 가착한 상태에서 안궁을 이전하고 다음에 

중심교합을 채득한다.

재부착 과정
(Remou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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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합 인덱스(occlusal index) 제작 및 인상채득

(그림 1)

④   우선 레진이나 석고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구강 내에

서 교합 인덱스를 제작한다. 

⑤   주조체의 교합면에 분리제를 얇게 도포한 후 인상

용 paste로 교합면과 교합 인덱스 사이를 부착한다. 

⑥   이후, 인상재를 이용하여 구강 내에서 pick up 인상

을 채득한다. (이때 교합 인덱스와 인상재가 분리될 

수 있으므로 교합 인덱스의 유지는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c. 재부착 모형 제작 및 교합 점검(그림 2, 3)

⑦   주조체를 지대치에서 제거하여 내면을 잘 청소하여 

축면에 분리제를 도포한다. 그리고 주조체 내면에 즉

시중합레진을 넣고 유지부를 형성하기 위해 목나사 

등을 같이 위치시킨다.

⑧   주조체를 인상 내의 paste의 부분에 적합시켜 그 상

태에서 초경석고를 주입한다. 이때 석고 주입은 될 

수 있는 한 약하게 진동하는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

여 주조체가 인상 내에서 비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⑨   재부착 모형이 완성되면 안궁과 교합인기를 사용하

여 교합기에 부착하지만, 그러기 위해 상악 모형은 사

그림 2. 주조체 내면에 바세린 도포 후 즉시중합레진 적용.

그림 3. 주조체를 인상 내의 paste 부분에 적합시켜 그 상태에서 

초경석고 주입.

그림 1. 교합 인덱스(occlusal index) 제작 및 인상채득.

전에 분할모형용(splint cast)으로 제작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아무리 재부착 모형을 제작해도 중

심위에 오차가 생기면 잘못된 상태로 재부착하여 교

합을 잘못 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지금

까지의 제작과정이 소용없게 된다. 

⑩   우선 교합기의 중심위에서 교합을 점검한다. 교합 상

태의 확인을 위해 우선 두께 12.5㎛의 교합 기록(oc-

clusal registration)용 스플린트를 상·하악 치아 사

이에 개재시켜 간섭 위치를 찾아낸 다음 교합지로 그 

부위를 표시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접촉을 완전히 제

거한다. 이어서 편심운동할 때의 교합을 점검하여 교

두간섭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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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의치를 완성한 후에 상악 치아열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하악 부분에 재부착용 지그를 설치하여 그 위에 석고

를 놓고, 교합기를 닫아 교합면을 인기해 놓는다(이 core

는 ‘tench의 치형’이라 한다). 또한, 이 인기의 깊이는 구치 

교두정이 약간 묻히는 정도가 좋다.

의치 중합 후, 상연부 등을 연마해 끝내고 core에 적합

시켜 상악 부분에 고정한다. 그리고 선택삭제, 자동삭제에 

의해 교합조정을 시행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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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무치악용 재부착을 위한 jig의 이용. 

2. 무치악용 재부착(그림 4)

무치악용 재부착은 의치상 레진을 중합할 때의 수축에 

의해서 비틀림을 일으킨 교합관계를 수정하기 위해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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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용어

■ 저작(mastication) 

■ 연하(deglutition) 

■ 발음(phonation) 

■ 호흡(respiration) 

B. 정의

저작계의 기능(function of the masticatory system):

구강악계는 단지 음식물의 저작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

하, 호흡, 발음 등의 생명 현상 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능

을 수행한다. 이들 각각의 기능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만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질 뿐 아니라 동시에 작용한다. 

신생아의 구강악계를 구성하는 여러 해부학적 기관 중 특

히 구강 안면의 근육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작용을 보임

으로써, 호흡을 위한 기도의 확보나 음식물의 섭취와 같

은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작용은 

하악위, 호흡, 연하, 구토, 기침, 재채기 등과 더불어 학습

에 의하지 않고도 선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조건반사

(unconditioned reflex)의 일환이다.

C. 내용 

1. 저작(Mastication) 

저작 효율이 소화의 정도에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다.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유의할 부분은 저작 중

의 교합력 크기와 방향으로서 이들 저작 기능 중에 발생하

는 힘이 치아 이동과 치아의 안정성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치아의 위치는 입술과 혀에서 발생되는 힘뿐만 아니라 

교합력과 맹출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치

아는 하루 중 대부분은 대합치와 서로 이개되어 있으며, 

일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맹출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비록 대합치와의 교합 접촉이 간헐적일지라도 이

는 수직적 치아의 안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기능적 대합치의 상실 후 치아의 수동적인 맹출에 의한 지

속적 수직 이동이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치아의 위치는 정상적으로는 안정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작 중의 교합력은 치아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갈

이와 같은 비기능적 교합력(parafunctional stress)은 치

아의 동요를 유발시키거나 치아를 유동시킨다. 이 악물기

(clenching)나 이갈이(bruxism) 등의 습관은 통상적으

로 성인에서 나타나는 기능이상으로서 교합장애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갈이는 아동에서도 나타나며 과민성 신경증, 알레르기, 

소아 천식 또는 다른 전신적 질환과 병발하는 수도 있다.

 

2. 연하(Swallowing) 

저작 기능에서와 같이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연하운동에

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이동된 치아를 그 위치에서 

저작계의 기능
(Function of the Mastic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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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교합력과 설압력의 작용이다. 연하 

중에 발생하는 교합력은 저작 중의 교합력과 동일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즉, 치아의 위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저

작 중의 교합력에 의한 영향과 같다.

연하운동은 음식물이 인두부에 주는 기계적 자극과 후

두부의 수분에 의한 화학적 자극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일

어난다. 특히 후두에서의 연하는 음식물이 기도로 유입되

지 않도록 기도를 보호한다. 비정상적 연하운동은 상부 

소화기계나 상기도의 비정상적 반사에 의하여 발생한다.

연하운동은 구강 및 상부 소화기계의 압력의 변화, 음식

물의 역류 방지 그리고 기도의 보호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

진다. 이런 특징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관여하는 근육은 

실무율(all or none law)에 의해 작용하며, 되먹임(feed-

back)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데, 이런 근육들을 의무근육(obligate muscle)이라 한다. 

연하운동 시 의무근육과는 달리 연하운동에 수반되는 

일련의 협동작용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기능을 하는 근육

이 있는데, 이를 임의근육(faculative muscle)이라 한다. 

임의근육은 혀의 기저부를 고정하여 전방구강밀봉을 유지

한다. 이들 근육의 연하운동 관여 정도는 혀의 기저부 고

정 필요성과 전방구강밀봉 수행 시 입술과 치아의 적합도

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치아로부터 오는 되먹임반사에 대

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정상 교합자에서는 액상의 

음식이나 타액을 연하할 때는 혀의 기저부 고정의 필요성

이 거의 없다. 따라서 안면근육 및 저작근은 거의 수축을 

보이지 않는다. 고형상의 음식물을 연하할 때는 혀 이외에

도 하악의 고정이 필요하다. 치아가 양호한 교합 상태를 가

질 때 저작근의 역할은 연하 시 상·하 치아를 가볍게 접촉

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치악 상태 또는 교합 상태가 불량

할 때는 안면근이 하악을 고정한다.

유치열이 완성되기 이전의 소위 유아형 연하(infantile 

swallowing)에서는 상·하악 치은 사이에 혀가 위치하고 

가볍게 앞·뒤로 움직이며 하악골의 흔들림이 관찰된다. 입

술의 수축과 더불어 안면과 목 주위 근육의 작용을 보인

다. 유아형 연하는 주로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이 관여한다

(그림 1). 유치열 형성이 완료되고 음식을 섭취함에 따라 

연하 형태는 성인형 연하(mature swallowing)로 바뀌는

데, 이때는 혀의 끝부분이 하악 전치 설측면에 위치하고 

상·하 입술 및 치아가 가볍게 접촉하지만 입술과 안면근

육의 수축은 보이지 않는다. 성인형 연하에는 제5뇌신경인 

삼차신경이 관여한다(그림 2).

그림 1. 유아 기형 연하(infantile swallow)의 작용기전. 수유 시 혀

가 까딱까딱 움직이는 양상(plunger-like action)을 보인다. 뺨은 

구치부 치조정 치은 사이에 위치하며 혀의 정중부는 함몰된다. 혀

의 움직임과 동시에 하악골 흔들림이 관찰된다.

그림 2. 성숙형 연하(mature swallow)의 작용기전. 설배는 유아기

형 연하에서처럼 심하게 함몰되지는 않으며, 구개에 근접하거나 가

볍게 접촉한다. 혀의 끝부분은 절치 후방에 위치하고, 하악골은 전

방 위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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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음(Phonation) 

구개열과 같은 조직의 결손, 짧은 구개, 깊은 비인두 또

는 기능적으로 짧은 구개와 같은 구강 내 조직의 부조

화, 근육이나 중추신경계에서의 신경결손 등으로부터 구

개범인두부전(velopharyngeal incompetence)이 발생한

다. 구개범인두는 연하운동 중 코 속으로 음식물이 유입되

는 것을 차단시키고 ㅁ/ㄴ/ㅇ의 자음을 제외한 모든 발성

을 위하여 폐쇄된다. 구개범인두부전 시의 발성은 콧소리

가 많이 나는 양상을 보인다. 구개범인두부전의 처치는 성

형외과적 개입과 함께 치과적 치료 및 언어치료가 동반되

어야 한다. 치과적 개입은 구개거상장치(palatal lift ap-

pliance)를 장착시키는 데 있다. 특히 구개의 길이가 짧은 

사람의 경우 구개범인두부전을 예방하기 위한 편도선 절제

술 또는 아데노이드 절제술은 피하여야 한다. 

치아 및 치조골의 해부학적 구조와 관련이 있는 조음판

은 전체 조음 중 약 1/3을 발성시킨다. ㅌ/ㄷ/ㅅ/ㄹ 등의 설

치조음이 여기에 속하며 영어의 경우 F/V와 같은 순치음 

및 th(θ)와 같은 설치음이 여기에 속한다. 치과의사는 언어

치료사로부터 조음의 개선을 위한 치아의 위치교정 또는 

결손치의 수복에 대한 의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러나 “비정상적 구강안면 구조 자체는 조음장애의 주원인

이 되지 않는다.”는 Travis의 지적과도 같이 어떤 특정한 

부정교합이 조음장애를 유발시키는 경향을 보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4. 호흡(Respiration) 

저작과 연하운동은 대단히 복합적이며 하악골을 안정시

키는 데 관여하는 근육과 저작근 및 안면표정근의 동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호흡기능과 중복되어 

나타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강악계의 생리적 작

용은 앞의 다양한 기능이 동시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호흡은 저작이나 연하 운동과 같이 선천적인 반사작용 

활동이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아주 미세하여 쉽게 

관찰할 수 없지만 후두개(epiglottis)가 아주 짧은 시간 동

안 열렸다 닫혔다 함으로써 공기는 통과시키고 음식물의 

유입을 막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유아에 있어서 일상적인 

호흡 시 혀는 구개에 근접하고 인두와 후두의 작용에 의하

여 호흡이 이루어진다. 인두와 후두의 작용에 의하여 호흡

과 트림, 기침, 재채기 등의 반사운동을 구별할 수 있다. 

자세 역시 호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외인성 환경의 변

화에 대한 일차적 반응이 호흡에서 나타나는 데 숨을 강

하게 내쉬는 작용이 바로 그것이다. 

기도의 발육과 유지는 구강안면의 성장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유아의 울음의 기전은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인두와 후두의 근육의 상호 협동작용에 의한다. 이러

한 협동작용이 발육, 성숙되면서 발음과 같은 보다 정교하

고 성숙된 근신경작용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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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용어

■ 안와하점(infraorbital point) 

■ Frankfort-Horizontal 평면(FH평면, 안이평면) 

■ 축안와평면(axis orbital plane) 

■ 캠퍼평면(Camper’s plane, 보철학적 평면)

■ 비익-이주선(ala-tragus line) 

B. 정의

전방기준점(anterior reference point):

안면 중간에 위치한 어떤 점으로 2개의 후방기준점과 함

께 기준 평면을 설정한다.

J Prosthet Dent 

9th Glossary of Prosthodontic terrns(2017).

C. 내용 

생체 내에서의 과두에 대한 상악 치열의 위치관계를 구

강 외에서 3차원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안궁을 통한 

이전이 필요한데, 이때 양측과두의 중심점과 전방의 임의

의 1점을 포함한 평면이 기준 평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안면상의 임의의 1점을 ‘전방기준점’이라 한다. 전방기준점

을 안면상의 적절한 위치에 설정하면 상악 모형을 교합기

의 상·하 좌·우의 거의 중앙에 부착시킬 수 있으며 기공

조작이 용이하게 된다. 원래 전방기준점의 위치는 상악 모

형을 교합기에 장착할 때, 절단부의 높이가 교합기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점으로 결정하면 좋은 것으로 보는데, 사

용하는 교합기 기종에 따라 설정 부위는 약간씩 다르며 크

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1). 

1. 전방기준점의 설정 방법

a. 안와하연 해당부를 이용하는 방법(그림 1의 a) 

동공 바로 아래의 안와하연 절흔부(infraorbitale)를 촉

진하여 이 부분을 전방기준점 지침과 일치시키는 방법으

로, 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모형은 전치부가 구치부에 비

해 약간 아래로 기운 형태로 마운팅된다. 또한 이 평면은 

FH평면과 일치하게 된다. 이 방법은 교육 및 습득이 쉽다

는 장점이 있다.

 

b. 비익하연을 이용하는 방법(그림 1의 b)

총의치 임상에서 상악 교합제의 조화를 이루도록 상악 

교합평면을 이 교합평면에 일치되도록 조작한다. 이를 기

전방기준점
(Anterior Referenc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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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안궁이전 및 마운팅 하게 되면, 이는 캠퍼평면과 

일치하게 된다. 캠퍼평면은 상악 교합면과 거의 일치하며, 

얼굴형에 따른 편차도 거의 없다. 또한 이 평면은 교합기의 

상부 및 하부 프레임과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보철학

적 평면’이라고도 불린다.

 

c. a와 b의 중간 점을 이용하는 방법(그림 1의 c) 

FH평면과 캠퍼평면의 거의 중간이고, 비근 부근에 점, 

주근깨 등의 영구적으로 소실하지 않는 특징점이 존재하

면 그것을 기준으로 사용해도 좋다. Denar사의 기준 평면 

지시기는 우측 중절치나 측절치에서 상방 43mm의 우측 

비근부에 전방기준점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지금

까지의 설명과 같이 a와 b의 중간점에 위치한다. 

그림 1. 전방기준점의 설정 위치를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