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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이 재 훈 교 수 지·상·강·좌

전악수복을 위한 교합의 올바른 이해(1)-교합평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합 이론의 역사에서 다양하게 발전해 온 교합 개

자연치에서 마모가 일어날수록 교합평면은 역만곡을

념 중 하나이면서, 임상에서 치료 시 간과하기 쉬운

그리게 되는데, 이것이 환자가 마모에 적응하는 자연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합평면이다. 20세기 전반에 하악

스러운 평면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운동과 교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

교합평면의 역만곡은 후방 구치가 이개되고 치아의

양한 교합 이론이 태동하였다. 몬슨은 그의 유명한 ‘4

교합면에 음식물을 밀어 올리는 하악의 움직임을 방

인치 구면설’을 펼쳤다. 이것은 하악 견치 끝에서 소

해하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임상에서 하악의 기능 운

구치·대구치의 협측 교두를 따라 형성되는 전후방

동을 방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교합평면의 만곡을

의 스피굽이와 악궁 양측에서 협측, 설측 교두를 연결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지, 심한 마모 자연치열의 전악

하는 윌슨굽이를 합쳐, 치아 교합면과 양쪽 과두의 중

수복 증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6. 임시치아

심은 약 반경 4인치의 구에 맞닿아 있다는 이론이다
(그림 1). 지금 시점에서 보면 몬슨의 구면설은 모든

본 증례의 36세 남환은 이가 많이 닳아서 전반적으

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약 3개월 간 환자가 임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교합만곡이 4인치 구면

로 치아를 씌우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치아 전

시치아에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교

의 일부를 만든다는 형태학적인 견해는 그 후의 연구

반에 걸쳐 기능 교두 위주의 전반적인 마모 양상 및

합조정 시행하였다. 본 증례의 경우 환자가 불편감 없

자들에 의해 유치악에서 새롭게 교합만곡을 설정하

양측 구치부의 역 윌슨 만곡을 그리는 부적절한 교합

이 잘 적응하였기에, 임시치아 형태를 반영하여 최종

는 데 잘 활용되고 있다.

평면이 관찰된다(그림 3).

보철물 제작 및 delivery하였다.

그림 3. 역윌슨 만곡을 보여 주는 증례
그림 1. Curve of Spee 와 Curve of Wilson

상악 모형은 안궁 이전하여 마운팅하고, 하악 모형
은 중심위로 교합기에 장착하였다. 적절한 전치간 관

스피, 윌슨, 몬슨이 주장한 교합평면에 대한 이론

계 및 심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전치부 기준 1.5mm

은 결국 총의치에 대한 이론으로, 모든 방향의 하악

거상하기로 결정하고, Broadrick analyzer 사용하

운동에서 양측성 균형교합을 얻고자 한 것에서 출

여 교합평면을 재설정하였다. 견치의 원심 절단 교두

발하였다. 다시 역사를 살펴보면, Pankey-Mann-

를 전방 참조점, 최후방 구치의 원심 협측 교두를 후

Schuyler(이하 PMS) 학파는 과연 자연치아에서 양

방 참조점으로 정하고, bow compass의 중심점을 각

임시치아 단계에서 부여했던, 자연스럽게 곡선을

측성 균형교합이 적절한 교합 양식일지에 대해 의심

참조점에 위치시킨 다음 plastic record card에 호

그리는 적절한 교합평면이 최종 보철물에도 잘 적용

을 가졌다. 그들은 치아 간의 교합이 과두의 모양과

를 그린다. 두 개의 호가 만나는 교차점에 다시 bow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만약 교합평면을 평

움직임을 유도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며, 전방

compass의 중심을 두고 반경 4인치의 호를 그린다.

가하는 진단 과정없이 구강 내 교합 재형성을 시행하

유도에 의해 작업측의 측방 운동 시 비작업측의 모

이때 하악 모형 상에 그려지는 완만한 호가 교합평면

였다면, 초진 때의 사진과 같이 역만곡의 교합평면이,

든 구치가 이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PMS 학

이 된다(그림 4). 이렇게 교합평면을 결정한 다음 진

혹은 요철이 있는 교합평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파는 이러한 교합 이론 및 몬슨의 구면설을 적용하여

단 왁스업을 시행하였다.

이럴 경우 위 사진처럼 측방 및 전방 운동시 구치가

그림 7. 최종 수복물

구강 재건 시 교합평면 설정을 위한 PM instrument

이개되지 않고, 교합간섭이 발생하여 하악 운동을 방

를 고안하였다(그림 2). PM instrument를 사용하

해하게 된다.

여 수복 전 전체적인 교합 재형성을 위한 설계를 하

이처럼 우리는 교합평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

고, 가장 먼저 하악의 교합평면을 결정하여 치아 삭제

자의 진단 과정에서 이를 놓치지 않고 고려해야 하는

의 위치와 양을 사전에 연구할 수 있었다. PMS 학파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에서 주장한 것처럼, 현대 교합 이론에서도 전방 운동

치료가 완료된 후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여 당황스러

시 구치가 이개될 수 있는 적절한 만곡의 교합평면이

그림 4. Broadrick analyzer

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보철 수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임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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