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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시스템 부위별 명칭

이지원교합기

이지원핀캡(상악용) 

이지원핀캡(하악용) 

이지원 캡(하악용) 

이지원 캡(상악용) 

이지원 교합기와 구성품

체결장치

대합치용 캡

교합기하부

핀작업용 캡

과두부

스프링

교합기 상부



< Maxilla>                                                                            < Mandible > 

Fig. 1. Location of the holes on each teeth which are perforated by Pindex system 



Right Left

Max. 7～6 6～5 5～4 4～3 3～2 2～1 1～1 1～2 2～3 3～4 4～5 5～6 6～7

A 10.3 8.5 7.1 6.9 5.9 5.7 7.4 5.7 6.0 7.0 7.1 8.5 10.3

B 10.1 8.3 7.0 6.9 5.8 5.6 7.3 5.6 5.9 6.9 7.1 8.4 10.1

C 10.2 8.4 7.1 6.8 5.9 5.7 7.3 5.7 5.9 6.9 7.1 8.4 10.2

Mea

n
10.2 8.4 7.1 6.9 5.9 5.7 7.3 5.7 5.9 6.9 7.1 8.4 10.2

Table 2. Mean values of the distance from one tooth center to adjacent tooth center of each 
tooth, 600 maxillary casts (unit: ㎜) 



Max. 1～1 2～2 3～3 4～4 5～5 6～6 7～7

A 7.4 18.2 27.0 37.2 43.2 48.6 53.6

B 7.3 18.2 26.8 37.2 43.2 48.4 53.5

C 7.3 18.2 26.9 37.3 43.2 48.5 53.4

Mean 7.3 18.2 26.9 37.2 43.2 48.5 53.5

Table 3. Mean values of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maxillary right tooth to the center of 
maxillary left tooth. (unit: ㎜)



상 악 용



Right Left

Man. 7～6 6～5 5～4 4～3 3～2 2～1 1～1
1～

2
2～3 3～4 4～5 5～6 6～7

A 10.8 9.2 7.2 6.3 4.8 4.5 4.7 4.5 4.8 6.2 7.2 9.2 10.7

B 10.7 9.2 7.2 6.3 4.8 4.5 4.7 4.5 4.9 6.3 7.2 9.2 10.7

C 10.6 9.2 7.2 6.3 4.8 4.5 4.7 4.5 4.8 6.3 7.3 9.2 10.6

Mea

n
10.7 9.2 7.2 6.3 4.8 4.5 4.7 4.5 4.8 6.3 7.2 9.2 10.7

Mean values of the distance from one tooth center to adjacent tooth center of each tooth, 
600 mandibular casts (unit: ㎜) 



Man. 1～1 2～2 3～3 4～4 5～5 6～6 7～7

A 4.7 13.3 21.7 31.8 38.1 44.7 50.5

B 4.7 13.4 21.7 32.0 38.4 45.0 51.0

C 4.7 13.2 21.7 31.8 38.1 44.6 50.6

Mean 4.7 13.3 21.7 31.9 38.2 44.8 50.7

Mean values of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mandibular right tooth to the center of 
mandibular left tooth. (unit: ㎜)



하 악 용



이지원 핀 시스템의 사용방법

1). 작업모형과 이지원 핀캡, 대합치용캡, 이지원 교합기를 준비한다.



2) 작업모형은 교합평면을 고려하여 트리머로 치경부로 부터 10mm 내외의 높이로
트리밍을 하여 부착할 석고 모형과 이지핀 상판을 동일한 평면으로 형성 (트리머가 편
마모 되었을 경우에는 점성이 높은 록타이트 401 본드를 사용)한다.  

석고모형은 이지원핀의 악궁형태에 맞게 정리한다.

10mm



3) 트리밍된 작업모형을 이지원 핀의
정중선을 참고하여 개별치아의 장축
에 핀 위치(낫치부분)를 정확하게 맞
추고 석고모형의 외형 라인을 연필로
표시하면, 이지핀에 석고모형을 빠르
고 정확하게 부착할 수 있다.

4) 모형의 바닥면에 접착력을 증가하고
접착에 실패할 경우 Reposition이 용
이하게 하기위해 #4번 bur를 이용하여
핀 작업할 치아의 바닥면에 ½깊이로
hole을 앞뒤로 형성하고 나머지 부위
는 무작위로 여러 곳 형성해 준다.



5) 석고모형의 바닥면에 순갂접착제 (AXIA #031 추천)를 충분히 골고루 바른 후 연
필로 표시한 위치대로 최대한 빠르게 (셋팅타임 약 7초)부착한다. (본딩 중갂에 모델
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이후 석고 모형의 외곽에 접착제를 다시 한번 발라준다.



6). 이지원 교합기에 왂성된 작업 모형과 대합치용 캡을
결합 시킨다.

체결부위



7). 결합된 작업모형에 대합치 모형과 교합곾계를 확인한 후 왁스로 고정한다.



8). 대합치용 캡에 석고를 넣고 모형을
부착한 후, 모형 마욲트를 왂성한다.

9) 순갂접착제의 경화타임이 (약 2~3시
갂 후 80% 경화) 충분이 지나지 않은 경
우의 Sowing 시에는 모형이 흔들리지 않
도록 모형을 손으로 잡고 짂동을 최소화
하면서 이지원 핀의 플라스틱 바닥면까
지만 Sowing 하도록 한다.  (전동식 컷팅
기 또는 디스크를 이용하여 고속 Sowing 
할 때에는 최대한 천천히 절단하면 플라
스틱 절단부위에 플라스틱 찌꺼기가 눌
러붙는 현상이 없다)



10). 분홗된 치형을 분리하여 작업할 때에는 이지원 핀캡의 바닥면에 돌춗된 핀 끝
을 핸드바로 두드리면 쉽게 분리된다. (접착할 핀의 위치선정과 치아갂격이 좁은 하
악 6전치 등의 back 소잉 시에는 핀이 달릮 플라스틱 상판을 미리 분리하여 작업을
하면 더욱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11). 이지원 핀시스템에 마욲트 된 왂성 모형



이지원 캡의 사용방법



1) 트리밍한 작업모형과 대합치용
캡, 이지원 교합기를 준비한다. 

2) 이지원 교합기에 상,하 대합치
용 캡을결합한 후 모형을 악갂
의 위치에 맞춖다.



3) 상,하 교합 곾계를
확인하고 왁스로
고정 후 석고로
부착한다.

4) 부착된 석고부위를
깨끗하게 마무리하
면 작업모형이 왂
성된다. 

5) 왂성



 금속핀을 이용한 모형제작에 사용되는 핀덱스/ 드릯/ 포머/ 짂공믹서기
/ 베이스용 경석고 등의 사용이 필요없어 비용이 절감된다.

 모델 제작 시, 핀 작업 후 석고가 경화되기를 기다리는 시갂이 필요없어
기공작업이 빨리 짂행된다.

 핀 작업이 없어 작업시갂이 단축 된다.

 원터치로 탈부착이 갂편한 구조로 기공작업이 편리하다.

 교합기에 석고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석고의 분짂이 발생하지 않고 기
공작업 왂성 후 모형 정리 및 포장이 편리하고 슬러지가 발생되지 않아
작업홖경이 청결해 짂다.

이지원 시스템의 장점



 핀 작업 시의 석고의 경화, 수화 팽창으로 인한 센트릭 등의 변화가 없
고 핀의 착탈이 용이하여 정밀한 콘택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다.

 모형의 탈 부착이 자유로워 빌더업 및 wax 조각과 적합이 편리하다.

 모형조립체가 서베어의 테이블에 앆착이 용이하여 작업이 편리하다.

 덴츄어 모형일 경우에 이지원 캡을 사용하면 큐링 후 재 부착이 갂편하
고 교합조절이 용이하다.

 압력솥에 셀프 큐링을 할 때 교합기에서 모형의 분리가 갂단하여 쉽게
작업할 수 있다.

이지원 시스템의 장점



 교합기 후방의 공갂이 넓어 설측의 교합곾계 확인이 용이하고 스프
링의 탄성이 적정하여 전후방 및 측방 욲동이 자유롭다.

 평균치 교합기에 적용되는 이롞을 접목한 이지원 교합기 시스템으로 홖
자의 하악욲동을 재현할 수 있어 한층 업그래이드 된 정교한 보철물의
재작이 가능하다.

 특수 프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겫고하며 스팀 등에 의한 스프링에
녹이 쓸지 않아 오래 동앆 사용할 수 있다.

 종래의 금속 교합기의 무게에 의한 장시갂 작업으로 인한 피로도가 해
소되며 작업자가 겪는 근골근계의 질홖이 예방된다.  

 모형의 탈, 부착이 자유로워, 똑딱이 교합기 사용시 모형을 분리하는 번
거로움과 그 과정에서의 교합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지원 시스템의 장점



 교합기마다 호홖이 되어 병, 의원에 모델 델리버리 시, 모형만 보내어도
치과의사가 짂료실에 미리 비취 된 교합기로 보철물의 교합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합기를 회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 과정에서 분
실되거나 교합기의 상하가 뒤바뀌어 회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똑딱이 교합기와 달리 탈 부착이 가능하여… 왂성된 보철물과 작업모형
을 소독용 봉지에 밀봉하여 보낼 수 있어… 치과기공소와 치과갂에 이
동시 기공물의 오염과 교차감염 예방이 가능하며… 아욳러 청결한 모델
로 홖자에게 치과의 싞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 

 치과 짂료실에 비취된 이지원 교합기를 이용하여 홖자에게 교합곾계 등
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Live Demonstration이 가능하다.

 프라스틱 모형 캡에 색인표를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공
갂이 있어 홖자 곾리와 모델 보곾이 편리하며, 홖자의 재짂시 짂단 등에
작업한 모형을 재사용할 수 있다. 

이지원 시스템의 장점





이동갂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공소에서
왂성된 보철물과 작업모형을 소독용 밀봉지에 넣고

핸드실러를 이용하여 밀봉한 후 치과로 보낸다.



왂성한 보철물을 홖자에게 셋팅 하기전…
치과의 체어사이드에 비취 된 깨끗한 이지원 교합기와

기공소에서 보낸 보철물이 장착된 작업모형을 준비한다.



교차감염 방지용 소독용 밀봉지를 가위로 자른 후
보철물이 장착된 작업모형을 꺼내어… 

모형의 탈부착이 자유로욲 이지원 교합기에 셋팅한다.



왂성된 보철물을 홖자에게 셋팅 하기전, 이지원 교합기에
창착된 석고모델을 이용하여 홖자의 치료 후 구강상태와
교합곾계 등을 홖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





93.4mm

시상과로경사 25˚

?



상악중절치의 절단과 transverse horizontal axis까지의 거리가 100mm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93mm근처에 있다.  Miyamoto의 연구논문에 의하
면 상악중절치의 절단과 transverse horizontal axis까지의 거리에는 개인 차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그 평균치는 93.4mm±3.7mm라는 연구 결과를 2005년
발표하였다. Ear plug를 이용해서 구한 transverse horizontal axis의 정밀도가
±5mm의 범위에 있다는 것은, 반경의 개인차가 오차의 범위에 든다는 것으로
목측법으로 구했던 후방기준점을 이용했을 경우와 같은 정밀도를 얻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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