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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 교합기는 석고를 사용하지 않는
신개념의 교합기로 특히 Arti-SB는
핀작업없이 치아모형 분리가 가능한
Joy Mold™를 사용할 수 있는
교합기 입니다.

재료절감
시간절약
모형보호
환경보호
Arti-L

작업편리

Arti-SB 교합기 사용설명서
전용 석고모형 제작 Mold인 Joy Mold를 이용하여 치아모형 분리작업과 마운팅(Mounting)
작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 Joy Mold를 이용한 석고치아모형 만들기
①그
 림1과 같이 인상체의 울퉁불퉁한 끝 부분을 칼이나 가위로 평평하게 자르십시오. 대합치로
쓸 모형은 많이 자를수록 석고가 절약되어 좋으나 보철물 제작을 위해 톱질(Sawing)로 치아
분리가 필요한 모형은 적당한 석고 높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1

② 인상체의 결손 부위나 상악 Full Mouth
인상처럼 인상체와 Joy Mold에 틈이
많은 경우에는 그림2와 같이
Joy Clay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Clay는 재사용 가능)

그림2

③분
 리된 치아 모형을 들어 올리기 좋게 그림3과 같이 인상체에 홈을 파거나 Joy Mold와 인상체 사
이에 4~5mm 정도의 석고층을 만들고 바깥쪽으로 경사각을 주면 모형 분리가 쉽습니다. (그림4)
Joy Mold에 석고분리제를 바르지 않고 석고 투입을 해도 괜찮으나
유지장치가 있
는 Mold를 쓸 경우는 모형분리하는 부분에만 석고분리재를 바르십시오.
그림3

④ 인상체와 Joy Mold에 석고를 투입한 후 Joy Mold를 인상체 위의 적당한 위치에
얹으면 모형작업이 완성되는데 석고가 굳기전에 여분의 석고를 손이나 조각칼로 다듬으면
깨끗한 작업모형이 됩니다. 전악 인상인 경우 인상체 에다 정준선을 표시해 놓고 Joy Mold의
정준선과 일치하게 결합시켜 주십시오.
⑤ 하악 전치와 같은 작은 치아를 석고모형 분리할 경우에는 내경에
있는 Joy Mold를 사용하십시오.

유지장치가

⑥B
 ite Tray로 인상한 경우에는 그림4와 같이 위 아래의 Joy Mold가 될 수 있는 한 평행이 되게
하십시오. 평행이 많이 기울면 교합기(JoyArt-1)와의 결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적당한 높이로 교합기를 고정시켜 놓고 석고 투입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그림5) 작업
치아가 있는 쪽의 인상체를 교합기 상악에 오게 하면 석고모형의 두께를 원하는대로 할 수 있
어 편리합니다.
그림4

그림5

경사진
석고층

⑦투
 입된 석고가 완전히 경화된 후에 원하는 석고치아모형을 톱질로 분리하십시오.
톱질은 그림6과 같이 Joy Mold 외벽 밑 1차 턱이 약간 잘릴 정도까지만 하십시오. 톱질이 1차
턱을 넘지 않으면 모형 분리가 안되고 너무 많이 자르면 분리된 석고 모형이 흔들릴 수가 있습
니다. 분리된 석고모형의 절단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Mold 절단면의 지저분한 부분은 조각칼로
깎아 내고 에어건(Air Gun)으로 석고모형과 Mold 안의 분진을 불어내고 작업 중에도 석고가루,
플라스틱 가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악용 Joy Mold에서 구치 부위를 Sawing할
때 톱의 끝 부분이 Mold 바닥에 먼저 닿여 톱질이 어려우면 톱의 돌출부위를 자르십시오.
그림6

톱질선

⑧B
 ack Sawing을 원할 때는 Joy Mold의 밑바닥에 만들어져 있는 Hole을 이용하거나 원하는 위
치에 구멍을 내고 금속봉으로 치면 원하는 만큼 석고모형을 들어낼 수 있습니다. Joy Mold 내
경에
유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구멍을 낼 때 빈공간을 찾아서 내어야 합니다.

⑨ 석고치아모형을 분리(Sawing)할때는 그림7의 전용 Jig(Joy Holder)를 사용하면 편리하며
팬(Fan) 시설이 되어 있는 집진구 위에서 작업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림7

⑩ Joy Mold 없이 완성된 석고모형은 밑바닥을 평평하게 하여 순간접착제로
Base Plate에(그림8) 부착해 쓸 수도 있으며 작업모델인 경우는 적당 크기로 갈아낸 후 석고
유지장치를 잘 하여 Joy Mold와 결합하여 석고 치아모형을 분리해 쓸 수 있습니다. (그림9)

그림8

그림9

2. 마운팅(Mounting) 작업
① Joy Mold를 이용하여 완성된 상·하악모형을 Wax 등으로 정확하게 고정하십시오. (그림10)
그림10

② 하악 모형을 먼저 자석이 부착된 교합기에 얹으십시오.
③ Bolt를 풀어 움직일 수 있는 교합기 상판을 상악모형과 결합시키십시오. 볼커버 네 귀퉁이를 잘
잡고 Bolt(No. J16)를 조이면 교합기 작업이 끝납니다. (그림11) 이 때 볼커버 끝 부분이 Ball의 목
부분에 닿이면 교합 결합이 불가능하니 1-⑦석고 치아 모형 만들기를 다시 한번 참조하십시오.
그림11

④ Waw등으로 고정된 상·하악 석고모형을 교합기에서 빼낸 후 분리하십시오.
주의사항

1.	교합기 사용중 떨어뜨리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면 교합기 부품이 파절되거나 Bolt 조임이 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상·하악 석고모형을 Wax 고정에서 분리할 때는 교합기에서 모형을 떼내어 하십시오.
3.	석고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 고정할 때 교합기 결합 조작이 안되면 (Ball 커버가 Ball 목에 닿이는 등)
모형을 다시 만들거나 다른 교합기를 사용하십시오.
4. 교합기, Joy Mold, 악세사리 등은 부품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5.	교합기 사용 중 교합기의 자석이나 Joy Mold의 철판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순간 접착제로 다시 붙이
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재 사용 하십시오.

Arti-L, S 교합기 사용설명서
1. 석고모형 다듬기(Trimming)
⑴ 석고모형을 그림과 같이 잘 trimming 합니다.
① Arti-S의 경우 상·하악 석고모형의 폭이 비슷하도록 하고 상·하 모형을 고정했을 때 높이
가 평행이 되도록 trimming 하십시오. (그림1)
② Arti-L의 경우 상·하악 석고모형의 후방 끝을 수평이 되게 trimming 하십시오. (그림2)
⑵ 석고모형의 밑부분을 평평하게 trimming 하여야 합니다.
Base mold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석고모형은 trimming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1

W
W
그림2

2. 상·하악 석고모형의 고정
⑴	하악 석고모형을 Driver로 Clamping Screw를 조여 하악 교합기 몸체에 고정합니다. (그림 3)
⑵ 같은 방법으로 상악 석고모형을 상악 교합기 몸체에 고정합니다.
⑶	석고모형을 보호하고 Clamping jaw(No. A27, M19)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Clamping
screw를 너무 세게 조이지 않도록 합니다.
⑷	석고모형의 밑 부분이 교합기의 Base 부위에 밀착되어야 안정적으로 고정 됩니다.
⑸	석고모형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Ball holder(No. J14, J15)의 기능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는 모형의 고정 위치나 Ball holder의 접촉 위치를 변경시켜 고정할 수 있다.
그림3

3. 상·하악 교합기 몸체의 결합 및 교합 작업
⑴ 석고모형이 결합된 교합기의 상부 몸체와 하부 몸체를 결합합니다. (그림4)
⑵ 상·하악 석고모형을 정확한 교합위치에 놓고 Wax 등으로 고정시킵니다. (그림5)
그림4

그림5

4. Ball Holder 고정
⑴	양쪽 Ball holder 끝 네 부위를 손으로 잡고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볼사이에 있는 볼트(No. J16)
로 고정시킵니다. (그림6)
⑵ 손을 사용하는 습관에 따라 Ball holder(No. J14, J15)의 위치를 좌우로 바꿀 수 있습니다.
⑶ 교합기 고정작업시 Ball holder 끝부분이 볼의 목 부위나 교합기 상판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그림7)
그림6

그림7

주의사항

1.	건조가 덜 된 석고모형을 사용하면 부서질 우려가 있으므로 모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교합기를 떨어뜨리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면 교합기가 파절되거나 고정 볼트가 풀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석고모형을 Driver로 고정할 때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4.	교합기에 맞지 않게 너무 크거나 작은 석고모형 또는 강도가 약한 석고모형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5.	교합 작업이 모두 끝난 후 Wax로 고정된 상·하악 교합기를 손으로 잡고 무리하게 분리하지 말고
조각도 등으로 Wax를 제거하면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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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CONNECTOR
A13 NECK OF BALL
J14	BALL HOLDER(RIGHT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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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LOWER BODY
A21 UPPE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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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NECK OF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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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5	BALL HOLDER(LEFT SCREW)
J16 CLAMPING SCREW
A27 CLAMPING JAW
A28 CLAMPING SCREW
101 RIVET
102 SPRING
103 SNAP RING
104	HEIGHT ADJUSTABLE BOLT & NUT
202 MOUNTING PAD

ACCESSORIES
201 DRIVE
202 MOUNTING PAD
203 RUBBER PIECE
204 RUBBER BASE
205 RUBBER MOLD-S
206 RUBBER MOLD-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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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HOLDER-1
JOY HOLDER-2
BONDING PLATE-L(BP-L)
BONDING PLATE-S(BP-S)
JOY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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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7 CLAMPING SCREW
M18 CLAMPING SCREW
M19 CLAMPING JAW
101 RIVET
102 SPRING
103 SNAP RING
104	HEIGHT ADJUSTABLE BOLT & NUT
202 MOUNTING PAD

A30 LOWER BODY
A31 UPPER BODY
A32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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