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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편향된 교합 접촉(deflective occlusal contact)은 하
악운동이 의도된 경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치아접촉1

을 말하며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의 불일치(CO-MI 
discrepancy)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중심위와 최대교

두감합위의 불일치는 사면활주(centric slide), 조기접촉

(premature contact), 방해교합접촉(interceptive occlusal 
contact) 등의 여러가지 비생리적인 교합 양상을 일으키

고 구강악안면 영역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Pullinger 등의2 연구에서 사면활주와 관련된 턱관절장

애의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0 - 1 mm 범위의 사면활주

는 환자군과 정상집단에서 비슷한 비율로 관찰되었으나 
2 mm 이상의 사면활주는 정상집단에서 단지 6%만이 관
찰되었고 3 mm 이상의 사면활주는 대부분 환자군에서

만 관찰되어 “정상”의 의미에 2 mm 이내의 사면 활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정범

위의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의 불일치가 병적 증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의 생리적 적응능

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또 다른 연
구에서는 2 mm 이상의 사면활주를 가진 집단에서 턱관

절 장애 유병률이 약 2.6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3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의 불일치는 턱관절 장애뿐 

아니라 구강악안면 영역의 다양한 질병과 관련한다. 치
주질환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조기접촉의 빈도가 증가하

거나,4 사면활주의 양이 증가할수록 치주낭 깊이가 증가5    

한다고 밝힌 최근의 연구들이 있으며, 비우식성 치경부 
병소를 가진 집단의 53%에서 방해교합접촉이 존재함이 
밝혀졌다.6 또한 3 mm 이상의 사면활주를 가진 집단에

서 두통의 위험성이 약 25.9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7 
따라서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의 불일치가 과도

하고 이와 관련된 병적인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 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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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c occlusion-maximum intercuspation (CO-MI) discrepancy is one of main causes of evoking premature contact and re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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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고려해야만 한다. 치료목표는 중심위와 최대교

두감합위를 일치시키는 것이며 불일치의 정도나 임상

적 증상에 따라 교합조정이나 보철수복을 시행할 수 
있다. 교합치료 후 편향된 교합 접촉, 사면활주, 조기

접촉 등의 제거를 확인해야 하며, 치료 후에 최대교두

감합위에서의 하악과두 위치와 개폐구경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경두개방사선 사
진과 ARCUSdigma II (KaVo Dental GmbH, Biberach, 
Germany) 등의 진단기구를 통하여 관찰 가능하다. 

Gnathology 학파에서는 과거 자연치열에서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의 불일치를 병적인 상태로 간주하였으

나 오류임이 검증되었고, PMS 학파에서는 일정 범위의 
자유영역을 설정하였지만 그 범위는 점차 축소되었다. 
다만, 광범위한 보철수복을 통한 교합재구성을 시행할 
때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를 일치시켜, 하악운동의 
자유로움, 치주조직의 건강, 안정적인 악관절과 교합, 건
전한 치아, 환자의 편안감, 적절한 심미성이 수복의 최
종목표가 되었다.8 본 증례는 과거의 부적절한 보철수복 
때문에 발생한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의 불일치가 나
타난 환자에서 광범위한 보철수복을 통해 조화로운 교
합을 회복한 경우로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1. 과거 병력 및 구강 검사

54세 여성 환자로 이가 흔들리고 아프다는 주소로 내
원하였다. 주목할 만한 전신병력은 없었으나, 약간의 두
통을 호소하였다. 구강내 소견 및 방사선 사진 검사(Fig. 
1)에서 좌측 상악 구치부의 심한 치조골 소실과 상하악 
전치부의 이차우식이 관찰되어 보철물 제거 및 발거를 
시행하였다. 발거 및 치주치료 후(Fig. 2) 우측 구치부는 
급격한 스피만곡 및 치은퇴축으로 인하여 보철물의 재
제작이 필요한 상태였다. 보철물 재제작시 우측 상악 제

Fig. 1. Radiographic evaluation: severe bone loss and 
secondary caries on upper left quadrant.

Fig. 2. Intraoral examination: multiple 
teeth loss, gingival recession and 
midline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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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구치 부위의 근심경사되어 식립된 임플란트는 플렛

폼의 위치가 과하게 근접하고 축의 불일치가 심하여 상
부보철물을 제작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최대교두감합위에서 상하악 전치부 중심선의 불
일치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3A). 이는 중심위(Fig. 3B)
와 비교 시 우측으로 약 3.5 mm 편위된 상태였으며, 상
악 우측 측절치의 비심미적인 외형과 좌측 상악 구치부

의 치주질환은 이러한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의 불일

치 때문에 유발되었으리라 추측되었다. 환자는 이전 보
철수복 후 항상 옆으로 무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했

으며 이전에 보철 수복시 대합되는 자연치를 많이 삭제

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전 보철수복에 대
한 환자의 경험을 청취한 결과 부적절한 과거의 광범위

한 보철 수복 때문에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의 불일

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과두위치와 개폐구경

로상의 사면활주를 관찰하기 위해 경두개방사선 사진과 
ARCUSdigma II를 이용하였다. 경두개방사선 사진 촬
영결과 최대교두감합위에서 전방위치된 우측 과두가 관
찰되었으며, ARCUSdigma II를 이용하여 관찰한 개폐

구경로에서 조기접촉 및 사면활주를 관찰할 수 있었다. 

2. 수직고경 및 보철 수복 공간 평가

수직고경 감소 여부 평가는 안정시 악간공극, 발음, 안
모평가, 마모의 기왕력, 구치부 지지상실 여부 등을 분
석하여 결정하였다. 안정시 악간공극 평가 시 최대교두

감합위보다 4 mm의 교합간 거리가 증가 하였으며, ‘S’ 
발음평가 시 상악 절치 설면과 하악전치 절단면 사이에 
최소 이개가 관찰되었다. 안모 평가 시 수직고경 감소와 
관련된 양상은 관찰할 수 없었고 Willis법, McGee법에 
따른 안모분석비율(Fig. 4)은 정상 범주였다. 환자는 내
원하기 전까지 구치부 지지상실을 경험한 적 없었고, 치
아가 마모된 흔적은 관찰할 수 없었다. 이상의 평가요소

들을 종합하였을 때 수직고경의 감소는 없거나 미미한 
정도로 진단할 수 있었다. 

정확한 진단 및 임시수복물의 제작을 위하여 중심위

를 채득하여 반조절성 교합기에 모형을 부착하였다. 중
심위로 부착된 모형상에서 관찰시 좌측 상악중절치에

서 가장 먼저 조기접촉이 관찰되었다. 모형상에서 전
치, 소구치 및 대구치 부위를 순차적으로 교합조정하

여 편향된 교합 접촉을 제거한 후 중심위와 일치하는 최

Fig. 3. (A) right mandibular shift on maximum 
intercuspation, (B) guided centric relation.

A

B

Fig. 4. Vertical dimens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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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두감합위를 획득하였다. 진단납형을 통해 1차 임
시수복물을 제작(Fig. 5B)하였으며 상악 좌측 무치악 
부위의 수복공간은 충분하였다. 경두개방사선 사진과 
ARCUSdigma II를 이용하여 변화된 과두위치와 사면활

주가 제거된 개폐구경로를 확인하였다.

3. 교합평면 및 주위조직 평가와 치료계획

우측 구치부의 급격한 스피만곡은 상하악 보철물의 
재제작 및 임플란트 식립을 통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으

며 이차우식이 존재했던 상하악 전치부의 보철물 역시 
재제작 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악 좌측 무치악 부위도 역
시 임플란트 식립을 통하여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하기

로 결정하였다. CBCT로 무치악 부위의 가용골 평가 시 
상악 좌측 측절치 부위의 가용골이 매우 부족하여 견치, 
소구치,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상악 좌측 
측절치는 캔틸레버로 수복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증례

에서 우측의 상하악 견치는 건전하고 위치관계가 양호

하여 상호보호교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좌측은 상
악의 모든 치아가 임플란트였고 상악 좌측 측절치가 캔
틸레버이기 때문에 군기능 교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4. 보철 수복 과정

1차 임시수복물을 통해 획득한 최대교두감합위를 기
준으로 대합치의 작업교두에 임플란트의 중심축이 위
치하도록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Fig. 
6) 임플란트의 골유착이 완료된 후 2차 임시 수복물 제
작을 위하여 인상을 채득하고 bonnet crown을 이용하

여 악간관계 기록을 채득하였다. 2차 임시수복물 제작 
후 우측의 상호보호교합, 좌측의 군기능 교합을 부여하

였으며, 상악 좌측 측절치 부위는 교합력이 작용하지 않
도록 조정하였다(Fig. 7). 2차 임시수복물 제작 후 6주

의 평가기간을 가졌다. 환자는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

으며 저작 및 발음 상의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최종수복

을 진행하였다. 실리콘 인상재(Examixfine, G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최종 보철물을 위한 인상을 채득하였

다. 상악 제2대구치에는 제1대구치와의 수직적 위치차

Fig. 5. (A) initial examination, (B) corrected mandibular 
position using 1st provisional prosthesis.

A

B

Fig. 6. Re-evaluation for prosthetic and occlusal design 
after implant placement and teeth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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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2 mm의 지대주를 연결하였고, 그 
외의 모든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수준(implant level)에서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Type IV 초경석고를 이용하여 주모형을 제작한 후, 임
시수복물과 안와점(orbitale)을 기준으로 안궁이전을 시
행하고 실리콘 교합인기재(Futer D, Kettenbach GmbH 
& Co. KG, Eschenburg, Germany)를 이용하여 악간 관
계를 기록하였다. 임시수복물 장착 상태의 모형과 주모

형을 교차부착하여 교합기에 부착하였다. 부착된 주모

형에 최종 수복물의 형태대로 납형을 제작하고, 되깍이

(cut-back)를 시행하였으며 적합도 및 형태 확인 후 도재

를 축성하였다(Fig. 8). 전치부와 소구치는 금속도재관으

로 제작하였으며 대구치는 금관으로 제작하였다. 하악 
전치와 소구치는 도재 교합면, 그 외는 금 교합면을 부
여하였다. 

전방 유도 인기 장치(anterior programming device)를 
이용하여 중심위를 기록한 후 맞춤트레이를 이용한 픽
업인상을 채득하여 진료실 재부착을 시행하였다. 교합

조정 후 최종 고정성 보철물을 완성하였다(Fig. 9). 최종

보철물은 임시수복물과 동일하게 우측은 상호보호교합, 
좌측은 군기능교합을 형성하였다. 

1개월 후 평가에서 구강위생은 양호하였고 교합, 저
작, 발음, 심미, 악관절 관련 불편감은 없었다. 3개월 후 
평가에서 파노라마(Fig. 10)와 경두개 방사선 사진(Fig. 
11)을 촬영하여 초진과 비교 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는 치조골 수준과 약간 후방변위된 과두위치를 확인하

였다. ARCUSdigma II를 이용하여 1차 임시수복물을 착
용한 시점과 동일한 개폐구경로를 확인하였다(Fig. 12A, 
12B). 개폐구경로는 초진과 비교 시 사면활주가 제거되

었고 폐구각이 작아지는 변화(Fig. 12C, 12D)를 보였다.

Fig. 7. Stable centric and lateral occlusal contact establishment using 2nd provisional prosthesis.

Prosthetic rehabilitation for a patient with CO-MI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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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finitive prosthesis showing harmonized occlusal relationship.

Choo SS, Heo YH, Cho LR, Park CJ

Fig. 8. (A) Full-contour wax-up, (B) Cut-back, (C) Metal coping fabrication, (D) Try-in.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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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anoramic radiograph at 3 month follow-up.

Fig. 11. Transcranial view of right mandibular condyle. (A) At initial examination, (B) During provisionalization, (C) After 
Wearing definitive prosthesis.

A B C

Fig. 12. Opening and closing path traced by ARCUSdigma II (A) Frontal view on initial examination, (B) Frontal view 
after definitive prosthesis delivery, (C) Sagittal view on initial examination, (D) Sagittal view after definitive prosthesis 
delivery.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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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의 불일치를 보이는 환자는 
임상적 증상과 상황에 따라 비생리적인 교합양상을 제
거해 주는 교합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

는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의 불일치가 수평적으로 약 
3.5 mm로 관찰되었고, 치주 및 보존적 문제 때문에 다
수의 보철물 재제작이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광범위

한 보철수복과 함께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를 일치시

켜 생리적인 교합양상과 기능을 회복해 주었다. 
수복 후 ARCUSdigma II를 이용하여 관찰한 개폐구

경로는 초진과 비교 시 사면활주가 제거되었고 폐구각

이 작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시상면을 기준으로 개폐구

경로를 비교해 보면, 초진 시에는 개구 경로에 비하여 
폐구 경로가 전방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수복 후에는 이
러한 양상이 반대로 변화하여 개구 경로가 폐구 경로보

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수복 후 폐구각이 작아지는 
변화는 이러한 양상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초
진 시의 개폐구 양상과 같이 폐구 경로가 개구 경로보

다 전방에 위치하는 경우를 Ehrlich 등9은 ‘protrusion 
pattern’이라고 하였으며 전치부의 마모와 병적이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Yoshida 등10은 폐구각이 작아

질수록 저작효율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 증
례에서 수복 후 폐구각이 감소한 것과 개폐구 경로가 변
화한 양상은 환자의 구강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증례의 캔틸레버 수복물은 부족한 가용골을 고려

하여 설계되었으며 응력분산의 시점에서 불리한 구조이

다. 수복물에 저작력이 작용하는 지점이 임플란트의 중
심축에서 멀어질수록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응력의 양은 
증가하게 되므로11 캔틸레버로 연결된 임플란트는 증가

된 변연골 흡수의 위험성을 가진다. 그러나 교합력의 직
접적인 작용을 차단하고 적절히 설계된 캔틸레버 수복

물은 일반적인 형태의 임플란트 수복물과 동일한 예후

를 보일 수도 있다. 임플란트의 캔틸레버 수복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캔틸레버 수복물의 변연골 흡수량

이 일반적인 형태의 임플란트 수복물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음이 밝혀졌다.12,13 이는 가용골이 부족하거나 해
부학적인 구조에 의해 임플란트 식립에 제한이 있을 때 
캔틸레버 수복물을 설계하는 것이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캔틸레버 수복물에서 잦은 
도재의 파절과 나사풀림이 보고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13 본 증례의 캔틸레버 수복물은 금속도재관으로 
잦은 도재파절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3개월까지 
도재파절 및 나사풀림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추후 잦은 
도재파절이 관찰된다면 지르코니아 소재의 수복물로 교
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증례의 
캔틸레버 수복물은 심미성의 시점에서는 유리하게 작
용할 수 있다. 인공치와 자연치 사이의 치간유두 높이가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의 치간유두보다 약 2 mm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14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 치간유두 형성

에 있어서는 캔틸레버 수복물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
이다.  

본 증례의 초진과 보철수복 후의 개폐구경로를 비교

해보면 의도했던 대로 사면활주가 제거되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결과는 정확한 중심위 기록을 
채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
합 재구성을 통해 제거된 사면활주는 시간이 지난 후 재
발할 가능성이 있다.15 사람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합

조정을 시행한 실험에서 4년 후 실험군의 약 45% 정도

에서 사면활주가 재발되었다.16 비록 아무런 교합조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80%에 비해서는 감소된 수치

였지만, 임상가는 교합조정 후 사면활주가 재발하는 경
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수복 
후 3개월까지 주기적인 교합조정을 시행하여 안정된 교
합을 획득하였으며 아직까지 병적인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주기적인 검진 및 교합조정

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의 불일치는 악관절 질환과 
치아 및 치주조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증상에 따
라 교합조정 혹은 광범위한 보철수복을 통한 교합재구

성을 필요로 한다. 3.5 mm의 사면활주를 보이는 환자에

서 정확한 중심위 기록을 통한 보철수복을 시행하여 중
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를 일치시켰으며 개폐구경로와 
과두위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사면활주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검진 및 교합조정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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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리적인 최대교두감합위의 교합재구성을 통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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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위에서 벗어나 있는 최대교두감합위는 상하악 치아의 조기접촉 및 사면활주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악관절 내장증, 
치아마모, 치주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보철수복이 필요한 환자에서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제거하여 생리적인 교합양식을 회복해야 한다. 본 증례의 환자는 초진 시 약 3.5 
mm의 사면활주와 다수의 우식 및 중등도의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다. 보철수복을 통해 기능 및 심미성을 회복하는 동
시에 중심위와 최대교두감합위를 일치시켜 사면활주를 제거하였으며, ARCUSdigma II와 경두개 방사선 사진을 이용

하여 생리적인 위치로 수정된 하악위와 변화된 개폐구 경로를 관찰하였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5;31(3):2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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