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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터키안 형태와  
치아 맹출장애의 연관성 

 

 (지도교수 장 기 택) 

김 동 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소아치과학 전공 

 

치아 맹출장애는 국소적인 요인과 전신적 요인이 관여되는 복합적인 

증상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여러 임상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진단

과 치료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두개저의 구조물인 터키안은 악안면발육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

며 악안면발육은 치아 맹출과 관련이 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측방 두부 

방사선 계측영상에서 터키안의 크기와 형태적 특성을 측정하고 치아 맹

출장애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치아 맹출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만 7세에서 13세 사이의 남녀 어린이 

중 전신질환의 기왕력이 없으며 과거의 교정치료 경험이 없는 아동 220

명(남자 120명, 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골격지표, 두개저 그리고 터키

안을 계측하였다. 치아 맹출장애는 상악 전치, 상악 견치, 상악 구치, 그

리고 하악 치아로 분류하였으며 맹출장애를 보이지 않는 정상 맹출군 

50명과 비교하였다. 동일한 자료를 2회 측정하여 계측 오차를 측정하였

고 얻어진 결과를 95% 신뢰 수준에서 통계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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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키안 계측에서 상악 전치 맹출장애군과 상악 견치 맹출장애군에

서 터키안 길이(Sella length), 터키안 장경(Sella diameter), 전방 

터키안 길이(Anterior sella length), 그리고 후방 터키안 길이

(Posterior sella length)가 정상 맹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값

을 보였으며(p < 0.01) 상악 구치 맹출장애군에서는 정상 맹출군에 

비해 후방 터키안 길이에서 유의하게 작은 값이 나타났다. 하악 치

아 맹출장애군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두개저 계측에서 상악 전치 맹출장애군에서 정상 맹출군에 비해 

전두개저의 길이인 cranial length와 anterior cranial base 값이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 < 0.05) 상악 견치 맹출장애군에서 정상 

맹출군에 비해 anterior cranial base 값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다른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터키안 가교(sella bridge)의 빈도는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70명의 조사대상 중 6명(2.73%)에서 가교가 관찰되었다.  

치아의 맹출장애는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치료 시간, 비용 그리고 

치료의 복잡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터키안의 변이는 상악 전방부 치아의 맹출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터키안의 선형적 크기가 작게 계측되는 경우 치아 맹출장

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터키안은 측방 두부규격방사선을 통해서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기 환자에서 터키안 변이는 치아맹출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써 임상적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터키안, 치아 맹출장애, 두부규격계측 연구  

학   번 : 2015-2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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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아의 맹출은 치배가 악골 내 이동을 통해 구강 내로 출현하여 교합면

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교합을 이루기 전 악골 내에서 이동하는 맹

출 전 단계, 악골내부에서 교합면에 달하는 기능 전 맹출 단계, 그리고 

교합에 도달한 후 악골의 성장에 맞춰 이동하는 기능적 맹출 단계 세 단

계로 구분할 수 있다1-3). 치아의 맹출장애는 맹출 전방에 거쳐 여러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치배의 위치이상이나 맹출경로를 방해하는 국소

적 장애물로 인해 맹출이 이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보이거나, 맹출 기전

의 부전으로 인하여 맹출이 저하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다1,4). 

 혼합치열기의 소아 청소년에서 치아의 맹출장애는 5.6 - 18.8% 로 관

찰되며, 상악 제1대구치가 2 - 6%의 맹출장애를 보이는 반면 하악 제1

대구치는 0.01%의 비율로 나타나 치아마다 맹출장애의 비율이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5,6). 적절한 시기에 맹출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

치할 경우 심각한 부정교합, 인접치아 흡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치

료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맹출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4,7).  

 맹출장애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물

리적 장벽과 같은 국소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 신경, 호르몬과 같은 

전신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1,3,4,8,9). Proffit 등10)은 

치아가 구강 내로 출은하기 전에는 내부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치

관의 주변 골 흡수에 따라 맹출속도와 맹출장애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

고 Wise와 King1)은 치아의 맹출과정과 교정적 이동에 작용하는 조절인

자(regulatory factor)들이 다름을 보고하며 치아 맹출은 교정적 이동에

서 수반되는 치주인대와 치조골간의 재형성에 작용하는 조절인자 뿐만 

아니라 치낭에서 분비되는 다른 요인들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치아의 맹출에 있어서 상악이 작거나 두개저에 비해 상악

이 후방에 위치한 경우에도 맹출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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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주변의 악안면구조의 성장과 발육 또한 맹출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

고되어 맹출장애를 단순히 구강 내에만 국한시켜 접근하지 않고 악안면

발육 전반적인 이상을 관찰하여 맹출장애의 원인을 찾는 접근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7,11-13).  

최근 터키안(Sella turcica, 터키 鞍)의 구조가 치아 맹출과 연관이 있

다는 선행 연구가 보고되어 터키안의 구조가 치아 맹출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대두되고 있다14,15). 터키안은 두개저 접형골 상연에 위치한 함요 

부분으로 전방으로는 안결절(sella tuberculum)이 존재하며, 측방으로는 

경동맥구(carotid sulcus)가 주행하고 후방으로는 안배(dorsum sellae)

로 경계되어있는 구조물이다. 또한 2개의 전방 상돌기(anterior clinoid 

process)와 2개의 후방 상돌기(posterior clinoid process)는 터키안의 

전외상방과 후외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뇌하수체오목과 함께 뇌하수체

를 감싸고 있다16). 일반적으로 터키안의 크기와 뇌하수체 크기는 80%

정도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뇌하수체 외에도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와 시신경(optic nerve)이 터키안 전방으로 주행하며 터

키안 전방 상결절 하방에는 삼차신경의 상악 신경(maxillary nerve)이 

지나간다8,17). 발생학적으로 터키안은 구강 형성에 관여하는 신경능 세포

가 이주하는데 중요한 구조물로, 터키안 내 전방부 뇌하수체는 구강을 

이루는 신경능 세포로부터 유래되고 후방부 뇌하수체는 시상하부 기원으

로 터키안은 구강 및 악안면를 형성하는 간엽세포와 기원이 같다8,14,16). 

태아조직학적 연구를 통해 터키안의 형태는 출생 후 변화가 없다고 알려

져 있으며 7-9세에는 성장이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안정성으로 Bjork은 터키안의 전방 결절의 형태 중심을 S-point라 

명명하였고, 터키안은 교정 진단의 기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8). 

 터키안의 형태는 그러나 개인차를 보이며 형태의 변이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 대표적인 터키안의 변이는 전방 상돌기와 후방 상돌기

의 석회화로 인한 터키안 가교(sella bridging)로 이러한 변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되는 퇴행성 변화라기보다는 터키안 형성 시에 모양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터키안의 특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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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가 악안면기형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안면

기형을 나타내는 증후군에서 터키안 가교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치아의 발육과 맹출장애와도 터키안의 

변이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20-27). 

Leonardi 등24)은 하악 제 2소구치의 선천 결손이 있는 환자와 구개

측으로 변위된 상악 견치 환자와 같은 치아 이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터

키안의 변이가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어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

며, Ali 등23)도 구개측으로 매복된 견치 환자에서 터키안 가교가 관찰 

되며 터키안의 크기도 작다고 보고하였다. Kjear14)는 상악골 내 신경 분

포에 따른 치아의 맹출 시기 및 맹출장애에 대해 언급하며 터키안이 변

이가 치아 맹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상악 

견치와 하악 제 2소구치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표본의 크기 또한 

작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치아는 위치에 따라 맹출시기와 맹출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터키안 형태가 치아의 맹출장애와 연관

성 있는지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아 맹출에 있어 터키안의 변이가 맹출장애

와 연관성이 있는지 맹출 위치에 따라 비교하고 터키안 형태 및 구조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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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윤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IRB No. ERI16017).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치아맹출장애

를 주소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를 방문한 남녀 어린이를 대상

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 기준은 초진 질병분류 

코드가 K01.1(K01.10-K01.172, 매복치; Impacted teeth) 또는 

K00.68(기타 명시된 치아맹출의 장애; Tooth eruption disturbance)에 

해당하여 치아맹출장애로 진단된 7세에서 15세 사이의 연령 환자 중 터

키안 구조를 명확히 관찰할 수 있는 측방 두부규격방사선 영상을 촬영한 

환자이며 이 중 연구 대상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전의 교정치료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2) 전신적 질환이나 내분비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3) 두개악안면 관련 증후군 또는 구순구개열이 있는 경우 

4) 맹출을 방해하는 과잉치나 치아종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5) 유치 외상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6) 조기 맹출로 인하여 맹출장애라고 진단된 경우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331명의 환자 중 111명이 제외 기준에 해당하

였으며 총 220명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맹출장애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실험군을 분류하였으며 

분류의 기준은 Kjaer14)가 주장한대로 해당치아의 발육영역과 신경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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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1) 상악 전치 맹출장애군 (Maxillary incisor eruption disturbance 

group):  상악 중절치, 측절치의 맹출장애를 보이는 군 

2) 상악 견치 맹출장애군 (Maxillary canine eruption disturbance 

group):  상악 견치의 맹출장애를 보이는 군 

3) 상악 구치 맹출장애군 (Maxillary molar eruption disturbance 

group):  상악 제 1대구치의 맹출장애를 보이는 군 

4)하악 치아 맹출장애군 (Mandibular dentition eruption 

disturbance group): 하악 치아의 맹출장애를 보이는 군 

대조군으로 맹출장애가 없는 환자 중에 같은 기간 측방 두부규격방사

선사진을 촬영한 50명 대해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 및 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Age and gender distribution according to eruption disturbance site 

 Mx incisor Mx canine Mx molar Mn dent Control p – value 

Age 9.46±1.38a 11.46±1.12 b 9.67±1.68 a 9.83±1.76 b 11.49±0.93 b < .001† 

Male 25/52 24/66 20/51 30/51 25/50 

0.258‡ 

Female 27/52 42/66 31/51 21/51 25/50 

† One-way ANOVA  

‡ Chi-square test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Mx incisor : Maxillary incisor eruption disturbance group 

Mx canine : Maxillary canine eruption disturbance group 

Mx molar : Maxillary molar eruption disturbance group 

Mn dent : Mandibular dentition eruption disturb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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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계측점 및 기준선 측정은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하며, 측방 두부

규격방사선영상은 중심교합위(Centric occlusion)에서 Cx-90SP(Asahi 

Roentgen Ind. Co. LTd., Kyoto, Japan)을 이용하여 촬영되었다. 측정

에 있어 동일한 대조도와 흑화도를 위해 window width와 window 

level을 각각 1700과 2000 HU으로 표준화 시킨 다음 계측을 시행하였

다. 

계측점의 측정과 분석은 V-ceph ver 5.5(Osstem, Seoul, Korea)을 

이용하였으며 터키안의 외형선과 유사한 외접원을 구하기 위해 

EllipseFit 3 Ver. 3.2.0(EllipseFit Software, Frederick W. Vollmer)을 

이용하였다. 

터키안 구조의 계측을 위해 Andredaki 등28)의 연구에서 이용된 계측

점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계측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터키안 계측점 (Fig.1) 

(1) S-point(sella point): 터키안의 중심. 터키안이 완벽한 원이 

아니기 때문에 터키안의 중심을 구하는데 있어, 뇌하수체 오목

의 변연을 따라 5개의 계측점을 이용하여 가장 근접한 외접원

을 구하고 외접원의 중점을 터키안의 중심이라 정의하였다. 

(2) ACln(Anterior clinoid process, 전방 상돌기): 터키안 전방 경

계에서 방사선불투과성으로 관찰되는 결절의 첨단점 

(3) DS(Dorsum tip of sella turcica, 터키안의 배면 첨부): 터키안 

배면의 후방경계의 말단의 첨단점 

터키안의 구조의 선형적 계측은 Silverman29)이 고안한 방법을 사용하

여 구하였으며 각 측정 항목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터키안의 크기 (Fig.1) 

(1) 터키안 길이(Sella length): 터키안 전방 상돌기(ACln)에서부터 

터키안 배면의 첨부(DS)에 해당하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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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키안 깊이(Sella depth): Sella length를 이루는 선에서 수선

을 내렸을 때 터키안 구조의 곡면과의 최소거리 

(3) 터키안 장경(Sella diameter): 터키안 전방 상돌기에서 터키안 

구조의 곡면에 이르는 최장거리  

(4) 전방 터키안 길이(Anterior sella length): S-point에서 터키안 

전방 상돌기까지의 거리 

(5) 후방 터키안 길이(Posterior sella length): S-point에서 터키

안 배면의 첨부에 해당하는 길이 

 

 
Fig. 1. Sella turcica location in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 (A) and 
magnification of sella turcica morphology (B).  
(C) S-point landmark was pointed at center of sella turcica by calculated 
ellipse around five points of hypopituitary fossa. (D) Measurements 
associated sella turcica dimension; ① Sella length, ② Sella depth, ③ Sella 
diameter, ④ Anterior sella length, ⑤ Posterior sella length 

 ACln : anterior clinoid process, DS : tip of dorsum surface of sella  

 

 



 

 8 

3) 터키안의 형태 (Fig. 2) 

터키안의 형태 분류는 상돌기의 석회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27). 

(1) Type Ⅰ: Sella length/ Sella diameter의 값이 3/4보다 큰 경우 

(2) Type Ⅱ: Sella length/ Sella diameter의 값이3/4보다 작은 경우

로 부분적인 석회화가 관찰되는 경우 

(3) Type Ⅲ: 터키안 가교(sella turcica bridge)가 관찰되는 경우 

 
 

 

 

4) 골격 및 두개저 계측 (Fig. 3) 

골격 분석과 두개저의 분석은 통상적인 계측점을 사용하였으며 두개저 
계측에 사용된 계측점과 기준선은 다음과 같다(Fig. 3, Table 2). 

 
Angular analysis : 
(1) Bjork sum 
(2) Facial depth 
(3) ANB 
(4) APDI 
(5) Cranial deflection 
(6) Cranial base angle 
Linear analysis : 
(1) Cranial length 
(2) Anterior cranial base 
(3) Posterior cranial base  

A B C

Fig.2. Classification of the three types of the sella turcica: A) no 
calcification, B) partial calcification, C) complete calcification; sella bri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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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ephalometric landmarks and reference line. N (Nasion): junction of 
nasal and frontal bones, S (Sella): midpoint of sella turcica, Po (Porion): 
Most superior point of outline of external auditory meatus, Ba (Basion): 
most anterior inferior point of the anterior border of the occipital hole, Ar 
(Articulare): point of intersection of the basilar apophysis of the occipital 
bone and the posterior border of the condyle, Ptm (Pteygomaxillay fissure): 
Point at base of fissure where anterior and posterior wall meet, Or (Orbitale): 
Most inferior point on margin of orbit, ANS (Anterior nasal spine): Anterior 
point on maxillary bone, PNS (Posterior nasal spine): Posterior point on 
maxillary bone, A (A-point): deepest point on anterior profile of superior 
maxilla, B (B-point): deepest point on anterior profile of mandibular 
symphysis, Pog (Pogonion): Most anterior point of mandibular symphysis, 
Gn (Gnathion): Point located perpendicular on mandibular symphysis 
midway between pogonion and menton, Go (Gonion): determined at the 
bisection of the angle formed by the posterior surface of the mandibular 
ramus and the mandibular body, Con (Condylion): Most posterior/superior 
point on the condyle of mandible.  

Go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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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ephalometric measurements and definition 

Cephalometric value Definition 

ANB The angle between NA and NB line 

Facial depth The angle between FH plane to facial plane 

APDI The sum of Facial plane to FH plane angle, AB to facial 

plane angle, and palatal plane to FH plane angle 

Bjork sum The sum of saddle angle, articular angle, and gonial angle 

Anterior cranial base The perpendicular distance from nasion to sella 

Posterior cranial base The perpendicular distance from basion to sella 

Cranial length The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nasion to CC point 

Cranial deflection The angle between Ba-N line and FH line 

Cranial base angle The angle formed by SN line and S-Ar line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software for Windows(ver. 23)이 사용되었으며, 

Kolmogorov-Smirnov test, Levene test분석을 시행하여 정규성과 등

분산을 검정하였다. 군 간 터키안의 크기와 골격 및 두개 지표의 비교를 

위해 One-way ANOVA, Kruskal-Wallis test가 사용되었으며,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군 간 터키안의 형태 비교를 위해 Chi-

square test가 사용되었다.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피어

슨 상관 계수(Pearson correlation)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각 변수를 의

사결정나무(Decision tree)와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Random forest 

algorithm)을 이용하여 예측모델을 구하였다. 통계 분석의 유의수준 p <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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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찰자 내 신뢰도 

 

관찰자 내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총 40명의 측방 두부규격 방사선

사진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주에 거쳐 2번 측정하였다. 측정한 2회의 

측정치를 급내상관분석(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을 이용

하여 각 계측항목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Dahlberg 식을 이용하

여 계측 항목별 계측 오차를 산출하였다(Table 3). 

 

Table 3. Intra-examiner agreement analysis using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and measurement error for two measurement by 
Dahlberg;s formula 

 

Measurements ICC 
Dahlberg;s 

error 

Sella turcica 

dimension 

measurement 

Sella length (mm) 0.914 1.25 

Sella depth (mm) 0.916 1.01 

Sella diameter (mm) 0.910 1.53 

Anterior sella length (mm) 0.940 0.78 

Posterior sella length (mm) 0.911 1.45 

Skeletal feature 

measurement 

Bjork sum ( °) 0.874 1.37 

Facial depth ( °) 0.934 1.06 

ANB ( °) 0.963 0.52 

APDI ( °) 0.920 1.44 

Cranial base 

measurement 

Cranial  length(mm) 0.945 1.46 

Cranial deflection (mm) 0.893 1.70 

Cranial base angle ( °) 0.930 1.40 

Anterior cranial base (mm) 0.982 0.62 

Posterior cranial base (mm) 0.915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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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성적 

 

1. 터키안 구조의 계측항목 비교  

 

상악 전치와 상악 견치의 맹출장애군에서 Sella length, Sella 

diameter, Anterior sella length, 그리고 Posterior sella length가 정상 

맹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였다(p <0.001).  

상악 구치 맹출장애군에서는 정상 맹출군에 비해 Posterior sella 

length에서 유의하게 작은 값이 나타났고 다른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하악 치아 맹출장애군은 정상 맹출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sella turcica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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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키안 분류 비교 

 

터키안의 석회화(Type II, Type III)는 상악 전치와 상악 견치의 맹출

장애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ype III에 해당하는 터키안 가교(sella bridge)의 빈도

는 270명의 조사대상 중 6명(2.73%)에서 관찰되었으며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Table 5. Sella turcica typ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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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격 형태 및 두개저 계측항목 비교  

 

수직적인 골격지표에서 상악 견치 맹출장애군이 다른 군에 비해 값이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후방적인 골격 관

게에서 상악 구치 맹출장애군에서 ANB 값이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6). 

두개저 계측에서 상악 전치 맹출장애군은 정상 맹출군에 비해 Cranial 

length와 Anterior cranial base 값이 유의성 있게 작게 나타났으며 상

악 견치 맹출장애군에서 정상 맹출군에 비해 Anterior cranial base 값

이 유의하게 작았다. 상악 구치와 하악 치아 맹출장애군에서는 두개저 

계측항목에서 정상 맹출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Table 6. Comparison of skeletal featur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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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Comparison of measurement at cranial base 

 

 

4. 계측항목간 상관관계 

 

 터키안의 내부 계측항목간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Sella 

length와 Posterior sella length, Sella diameter와 Anterior sella 

length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Table 8). 

 터키안과 골격 지표의 계측항목에서 Sella length와 ANB 값이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관계가 낮게 관찰되었으며, Sella length와 

Facial depth, APDI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터키안과 두개저의 계측항목에서는 Sella length 와 Cranial 

deflection, Sella diameter 와 Anterior cranial base 간의 약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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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linear variables of sella 
turcica  
 

(n=270) Sella depth Sella 

diameter 

Anterior  

sella length 

Posterior 

sella length 

Sella length 0.285* 0.471* 0.351* 0.703** 

Sella depth  0.554* 0.554* 0.545* 

Sella diameter   0.880** 0.314* 

Anterior sella length    0.239* 

* p < 0.05, ** p < 0.001 

 

5.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통한 예측요인 분석 

 

조사된 변수를 통하여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통해 회귀나무 생성시 지

니계수가 높은 중요한 변수는 sella length, sella depth, posterior 

cranial base 순서대로 나타났다(Fig. 4,6). 의사결정나무의 생성을 500

회 시행하였으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에 사용한 예측변수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예측 혼동행렬결과 상악 견치 맹출장애군에서 out of bag error 가 가장 

낮게 나타나 민감도가 0.6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군

들에서는 낮은 민감도를 보였다. 전체적인 out of bag error는 0.598로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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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andom forest model of variable importance and the Mean 
Decrease Gini index. All 12 variables are sorted in ascending order 
according to their median importance in the model after 500 runs.  

Fig. 5. Total out of bag error rate of random fore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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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ntingency table of random forest model   
   
 

 

Mx incisor : Maxillary incisor eruption disturbance group 

Mx canine : Maxillary canine eruption disturbance group 

Mx molar : Maxillary molar eruption disturbance group 

Mn dent : Mandibular dentition eruption disturbance group 

Mx canine Control Mn dent Mx incisor Mx molar Total
Out of bag

error

Mx canine 43 3 4 12 4 66 .348

Control 12 20 7 3 8 50 .600

Mn dent 8 9 18 8 8 51 .647

Mx incisor 17 4 5 14 12 52 .731

Mx molar 8 7 7 15 14 51 .725

overall 88 43 41 52 46 270 .596

group

Prediction



 

 19 

 

Fig. 6. One of Decision Tree model of random forest analysis. Nodes splite  
each set by classifie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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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맹출장애는 맹출시기 이상, 맹출위치 이상 그리고 맹출 시 동반되는 

연조직이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맹출장애가 임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

는 경우는 주로 치아의 맹출지연과 관련되어 있다. 치아의 맹출지연은 

원인에 따라 매복(impaction), 일차 만기잔존(primary retention), 이차

적 만기잔존(secondary retention)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병인론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전이 밝혀지지 않고 국소적 요인과 전신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된다1,4). 이에 맹출장애가 나타난 경우 단순

한 국소적 장애로 국한하여 생각해서는 안되며 맹출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포괄적인 발육 장애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8).  

치아의 맹출장애를 미리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동안 다양하게 연구

되었으며 특히 상악 견치의 경우 파노라마 영상에서 견치 치관의 위치와 

견치 치근과 인접치와의 치축각도를 비교하여 이루어져왔으나, 파노라마

영상은 자세에 따른 왜곡이 심하고 이른 시기에는 치근이 발육하지 못하

여 예측이 쉽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측방 두부규격 방사선영상은 상

의 왜곡이 없고 재현성이 뛰어나 교정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

용되어 왔으나, 치아가 중첩하여 관찰되기 때문에 치아의 맹출장애를 예

측하는 연구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측방 두부규격 방사선영상에서 관찰되는 터키안의 구조와 

형태는 맹출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맹출장애를 보이는 치아의 위치에 따

라 연관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악 전치와 견치와 같이 전방부에 

위치한 치아의 맹출장애를 보이는 경우 터키안의 크기가 정상 맹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게 나타나며 상악 구치부와 하악 치아의 맹출장애군에

서는 터키안의 크기 및 형태가 정상 맹출군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터키안은 발생학적으로 두개저, 상악골 뿐만 아니라 치아 형성에도 관

여하는 신경능 세포가 이주하는 구조물로, 터키안의 형태는 뇌하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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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다음 태중 24주 이후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 석회화가 이

루어지며 Wnt/β-catenin, Wnt 4 와 같은 인자에 의해 조절되어 형태

가 완성된다30-32). 또한 터키안의 전방부의 뇌하수체 형성에 관여하는 

PITX2 유전자는 안구,안와주변에서부터 상악전방골을 아우르는 안면전

방부, 그리고 치아의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 밝혀졌다18,31). 또한 뇌하수

체 전방부의 형성에 관여하는 PIT 1는 핵단백질 menin을 전사하는데 

관여하며 menin은 부갑상선세포(parathyroid cell)의 성장주기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Wnt signaling 과 Runx2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3,34). Wnt/β-catenin의 경우 치아의 치근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Runx2 의 경우 치아의 맹출에 작용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초기 치아 형

성단계와 터키안의 형성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35,36).  

초기 치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후기 치아 발육과 맹출에도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치배의 형성과 맹출을 함께 고려해야된다2). Douglas 

등37)은 영구치의 맹출장애를 보이는 환자에서 과잉치와 같은 치성종양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구치의 발육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하며 치아형성기에 일어나는 국소적인 장애가 맹출장애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Baccetti38)도 치아의 맹출장애가 치아의 발육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Lim과 Lee39) 는 맹출장애가 물리적 장애물에 의한 

것이라도 내재된 치열의 발육장애를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치아의 신경분포 역시 치아의 맹출과 연관이 있다. Parner 등3)은 

대규모 인구 집단 연구를 통해 하나의 신경의 지배를 받는 하악치아보다

는 3가지의 신경분포를 보이는 상악에서 맹출시기가 유의하게 차이가 

남을 보고하며 신경분포에 따라 치아의 맹출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Fujiyama 등40)은 실험적으로 신경절을 차단하였을 때 해당 악궁의 치

아의 치주인대강 감소와 함께 유착이 일어남을 보고하며 감각신경분포가 

치근의 발육과 맹출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Kjaer8)는 상악의 발육영역(developmental field)과 상악골의 신경분

포는 터키안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터키안의 변이가 

관찰될 경우 치아의 형성 및 맹출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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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안의 특징적인 변이인 터키안 가교와 치아의 형성장애와 맹출장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Kenrad 등15)은 거대 상악중절치가 있는 환

자에서 터키안의 변이가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Leonardi 등41)은 상악

견치가 전위된 환자에 있어서 터키안가교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Ali 등23)은 구개측 매복된 상악 견치에 있어서 터키안 가교

가 유의성 있게 빈도가 높으며 Sella length의 값이 작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상악 견치의 맹출장애군이 정상 

맹출군에 비해 터키안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고 상악 전치에서도 견치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Kjear14)는 터키안의 전방 변이가 상악 전방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상악 전치와 상악 견치의 맹출장

애군에서 터키안의 전방 변이를 의미하는 Anterior sella length가 정상 

맹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값이 나타나 터키안의 전방변이는 전방부 

치아의 맹출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악 구치부의 경우 터키안의 길이와 터키안의 전방부의 수치는 

정상 맹출군에 비해 차이가 없었으나 터키안의 후방 길이를 나타내는 

Posterior sella length에서만 차이를 보이며 상악 전방치아와는 다른 양

상을 보였다. 전치부와 구치부는 맹출에 있어 영향을 받는 인자가 다르

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Cielinski 등42)은 

rat을 통한 실험에서 치아 맹출에 작용하는 epidermal growth 

factor(EGF)와 colony-stimulating factor-1(CSF-1)이 전치부와 구

치부에 다르게 작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Wise 등43)도 치조골 흡수를 

촉진하는 dexamethasone이 전치부는 맹출을 촉진하지만 구치부의 맹

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보고하며 치아위치에 따라 맹출

을 촉진하는 분자신호(molecular signal)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

구결과도 선행연구와 같이 치아 위치에 따라 맹출관 연관된 인자가 다르

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rat의 전치부는 사람의 치아와 달리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차이가 있어 사람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터키안의 특징적인 변이인 터키안 가교는 군간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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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총 270명의 환자 중 6명(2.73%)으로 나타나 터키안 가교

를 보이는 비율이 작게 관찰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전신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터키안 가교의 비율은 1.1%에서 11.1%로 연구마다 차

이를 보인다14). 한국인을 대상으로 터키안 가교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

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된 2.73%의 비율은 사

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인에서 나타난 터키안가교의 비율인 1.1%와 5%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노르웨이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보고된 8.9 – 11.1%의 비율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인다21,32).  

따라서 터키안 가교는 맹출장애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비율은 일반적인 발생률과 유사한 정도이며 맹출장애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써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Kjaer9)는 터키

안 가교는 터키안의 심한 변이 중 하나로 두개안면변이를 일으키는 증후

군에서는 높은 비율로 관찰된다고 주장하며 증후군이 없는 경우 미약한 

변이가 관찰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에서는 특정 증후군이나 전신질

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터키안의 변이가 심하게 나타난 경우가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터키안 가교의 비율은 두개안면 증후군과 같이 

심한 골격적 이상을 동반한 경우가 아니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 맹출장애의 위치에 따라 두개저의 길이도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상악 전치와 견치의 맹출장애를 보이는 군에서 두개저 전방 길

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상악 전방부 치아의 맹출과 두개저의 전방부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두개저의 크기와 맹출장

애와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Larsen 등11)은 상악 견치의 이소맹

출 환자에서 두개저의 전방 길이와 수직적 길이가 정상교합군에 비해 짧

다고 보고하였고 Caspersen 등13)은 상악 견치의 치배의 위치이상이 있

는 경우 상악골의 폭경이 좁으며 안와하신경(infraorbital canal)의 주행

방향도 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저골의 크기도 작은 것으로 보고하

였다.  

두개저의 길이성장은 10세 전후 까지 이루어지고 두개저의 전방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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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골 내 골성장을 통하여 PTHrP (parathyroid hormone-related 

peptide)에 의해 연골의 분화가 조정된다44). PTHrP는 치아의 이동과 

연관이 있는 인자로 특히 PTHrP는 교정적 이동보다는 맹출과정에 연관

된 인자로 알려져 있어 두개저의 전방 길이와 치아 맹출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  

두개저의 길이는 터키안과도 연관이 있다. Becktor 등45)은 두개안면부

의 변이가 심한 환자에서 높은 빈도의 터키안 가교가 관찰된다고 보고하

였으며, 구순구개열 환자에서도 또한 터키안 구조 이상은 구순구개열이 

없는 환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21,25). 특별한 증후군

이나 전신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도 Kucia 등46)에 의하면 터키안의 변이

가 있는 환자는 두개저의 전방 길이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터키

안과 뇌하수체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며 말단비대증환자에서는 터

키안 크기가 비후된 반면 소인증환자에서는 터키안 크기가 작게 나타난 

것을 통해 터키안의 크기와 뇌하수체 기능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나 터키안의 계측항목과 두개저와의 연관관계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안의 길이는 두개저의 형태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값이 크지 않았고 두개저의 전방길이를 나타내는 Anterior 

cranial base는 터키안의 전방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전반적인 상

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맹출장애를 보이는 군에서 정상 맹출군에 비해 골격 지표는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Sacredoti 와 Baccetti47)는 상악 견치의 매복 환자가 수

직적으로 수렴하는 형태(hypodivergent)한 안모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Mercuri 등48)은 매복 견치를 가진 환자에서 전후방 그리고 수직적 골격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는 상악 견치환자에서 Bjork sum 값이 작아 hypodivergent 한 안모

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상악 구치부의 맹출장

애군에서 A point 가 다소 뒤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악 구치부의 매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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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는 원인이 상악의 후방위치인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표본 수를 늘

릴 경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은 기존의 의사결정나무의 단점인 예측의 불안

정성과 과대적합 및 과소적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수의 결정나

무를 생성하여 최적의 특성을 탐색하는 앙상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예측모형을 구한 결과, 전체적인 모

형의 민감도는 0.402로 매우 낮은 민감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상악 

견치 맹출장애군에서는 민감도가 0.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임상적

인 적용을 하기에는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민감도가 낮게 나

온 이유로는 예측모형을 예측하기 위한 변수가 적거나, 모형이 너무 복

잡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2x2 행렬이 아닌 5x5 행렬

로 모형이 단순하지 않으며 예측 변수 또한 12가지에 그쳐 위와 같은 

한계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상악 전치와 견치를 하나의 군으로 

계산할 경우 민감도는 0.729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모형을 단순화하고 예측 변수를 다양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터키안이 진단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크기와 형태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연령에 따라 조

금씩 변화한다는 점이다19). 터키안은 7-9세 경에 성장이 대부분 완료되

나 후방 상돌기와 터키안 후벽이 부분적으로 골흡수와 개조가 일어나 크

기가 연령에 따라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고된다19). 본 연구는 터키안의 

구조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7세에서 15세 사이

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정상 맹출군의 연령이 전치부와 구치

부의 맹출장애를 보이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의한 터키안 크기를 보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  

또 다른 문제는 터키안의 연구마다 측정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

이며 측방두부사진 촬영 시 관전압과 노출시간에 따라 터키안의 형태가 

달리 관찰된다는 점이다28,46,49).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에서는 터키안

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길이로는 약 5-16 mm, 깊이로는 약 4-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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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정상범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Silverman29)이 고안

한 방법은 측정이 용이하나 터키안의 형태에 대한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 

부족하고 터키안이 측방 두부방사선영상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측정하기가 어렵다. Andredaki 등28)은 구조 분석을 통해 터키안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나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는 한계

점이 있으며 Hasan 등50) 은 3D CT를 통해 터키안의 구조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지만 일반적으로 교정치료의 영역에서는 CT가 두개저까

지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터키안 측정에 있어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Silverman29)이 고안한 방법에 구조와 형태의 분석을 위해 

anterior sella length와 posterior sella length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터키안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타원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타원의 중심에서 터키안의 전방과 후방 상돌기가 얼만큼 변이되는지 파

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후향적 연구에 따른 편향을 고려해야 된다. 표

본수의 크기를 위하여 표본의 무작위 추출이 시행되지 않아 결과 분석에 

있어 확인편향이 존재하며 정보처리 단계에 있어서 측정편향과 관찰자 

편향 역시 관찰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토대로 향후 전향적 종적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소아 청소년기 환자에서 터키안의 변이는 측방 두부

규격방사선을 통해서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인 의의가 있다

고 생각한다. 특히 상악 전방부에 위치하는 전치와 견치가 맹출하기 전

에는 매복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써 터키안의 변이가 관찰될 경우 지

속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매복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처치

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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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치아의 맹출장애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을 통해 치료 시간, 비용 그

리고 치료의 복잡성을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터키안의 변이는 

상악 전방부 치아의 맹출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터키안 계측에서 상악 전치 맹출장애군과 상악 견치 맹출장애군에서 

sella length, sella diameter, anterior sella length 그리고 posterior 

sella length가 정상 맹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였으며

(p<0.001) 상악 구치 맹출장애군에서는 정상 맹출군에 비해 posterior 

sella length에서 유의하게 작은 값이 나타났다. 하악 치아 맹출장애군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두개저 계측에서 상악 전치 맹출장애군에서 정상 맹출군에 비해 전두

개저의 길이인 cranial length와 anterior cranial base 값이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p < 0.05) 상악 견치 맹출장애군에서 정상 맹출군에 비해 

anterior cranial base 값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다른 군에

서는 통계적으로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터키안 가교(sella bridge)의 빈도는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70명의 조사대상 중 6명(2.73%)에서 가교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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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 between  

Sella Turcica Morphology 
and Tooth Eruption Disturbance 

 

(Directed by Prof. Ki-Taeg Jang, DDS, MSD, PhD) 

 

Dong-Hyun Kim, DDS 

School of dentistry,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ranial base structures such as the sella turcica have been 

associated with craniofacial deviations. Based on the evidence that a 

portion of the oral neural crest cell develops into the anterior part of 

sella turcica, the aims of study were to measure the deviation of sella 

turcica and other cranial base structures and to evaluate the relation 

between sella turcica morphology and tooth eruption disturbance.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s from 220 patients with tooth 

eruption disturbance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50 patients 

with normal eruption group. The length, depth, diameter and 

morphology of the sella turcica and cephalometric measurements of 

cranial base were investigated. 

The length and diameter of the sella turcica, anterior cranial base 

and cranial length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maxillary a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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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tion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Sella turcica bridge was not 

found more frequently in the tooth eruption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other cephalometric measurements 

between the groups. 

As sella turcica deviation was frequently found in patients with tooth 

eruption disturbance, it could be act as useful diagnostic indicator in 

prediction of imp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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