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치아마모도 측정,분류법에 대한 고찰

지도교수  이 승 표

이 논문을 치의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한병윤



치아마모도 측정,분류법에 대한 고찰

지도교수  이 승 표

이 논문을 치의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한병윤

한병윤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월 

위  원  장     박 영 석    (인)

부 위 원 장     안 진 수    (인)

위       원     이 승 표    (인)



목    차

1. 목 적---------------------1

2. 방 법---------------------1

3. 결 과

부식(EROSION)---------------2

수복물 평가 -----------------6

연령감정(Age Estimation)---------10

정량적인 측정  ---------------13  

역학조사  ------------------18

4. 결 론 --------------------22

5. 참고문헌-------------------23

6. 영문초록-------------------30



- 1 -

1. 목  적

  치아마모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표이다. 

임상적으로, 혹은 연구목적으로 치아마모정도를 확인할 필요는 계속 있어 

왔고, 그 필요에 의해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의 치아마모도 분류체계와 측

정법이 제시되어 왔다. 

이렇듯 많이 제시되고 사용되어 온 마모도 분류체계들은 각각의 연구에서

는 연구자간 calibration을 통해 그 활용가능성을 통계적으로 검증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역학조사를 통해 치아마모도가 증가했는지 혹은 다른 지 

역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하기에는, 각각의 연구마다 다른 용어와 분

류를 사용하여 비교가 어렵게 만든다. 

또한 실험적으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한 조사방식이 발전해 왔으나 실

험적인 요구조건을 얼마나 만족하는지 정리되지 않았다. 

본문의 목적은 현재까지 제시된 다양한 치아마모도 분류체계들이 어떤 흐

름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분류체계들을  특성에 

따라 크게 나누어보고 그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떤 분류체계가  어떤 목적의 연구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치

아마모를 이용한 임상적 실험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방  법 

 pubmed, science direct등의 논문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해 치아마모도 

분류체계를 제시하거나 이를 이용한 연구를 검색하였다. 

 우선, 각각의 논문에서 제시된 분류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발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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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지 개발의 목적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용분야는 크게 산업적인 이유의 부식지수개발이 있었고, 인류학, 

법치의학에서 이용된 연령감정분야, 수복물 평가를 위한 마모도 연구가 

있었다. 치아의 마모 자체의 유병률에 관심을 두거나 다른 관련질환과의 

연관성에 관심을 두는 역학조사에서도 마모도는 계속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에서 부족함을 느껴 시도되기 시작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정량적인 평가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3. 결  과

 최초의 치아마모도 분류체계는 1879년 Broca1)에 의한 4단계분류이다.

First- enamel worn without cusp obliteration or exposure of 

dentin

second – cusps worn down and dentin exposed

third – quite an appreciable amount of crown wear

fourth – extreme wear. most of crown disappeared

위와 같은 4단계 점수로 구성된 정성적인 평가방법이다. Broca는 치아의 

외관을 연령별로 묘사하였는데 그 항목 중의 하나로 위와 같은 마모도를 

사용하였다. 특이할 점은 분류에서 상아질의 노출여부가 기준으로 사용되

었다는 점이다. 상아질 노출여부는 이 후의 수많은 정성적인 마모도 체계

에서도 비슷하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디.

  

부식(EROSION)

치아가 마모되는 기전은 attrition, erosion, abrasion, abfraction으로 나

눌 수 있다. 이중 erosion은 특정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치

아가 손상을 입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Malcol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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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Paul(1961)6)은 battery 산업현장에서 황산으로 인한 치아부식을 연

구하면서, 손상받은 치아의 마모도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성적

인 기준이 제안하였다.

group 1 손실이 incisal enamel의 1/5(2mm)을 넘지 않는 경우, 

group 2 치관의 1/5~1/2가 손실된 경우

group 3 치관의 1/2이상 손실된 경우

하지만 이 기준은 마모 이전 치관길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가정한 길이를 

사용해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1,2 그룹 간 기준도 모호하다. 

이런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HJ Bruggen Cate(1968)10)는 다음과 같

은 기준을 발표한다.

 Etching(Et)

  this consisted of dull, grounded-glass appearance of the enamel  

  surface without loss of contour(plate 1 and 2)

Grade 1 erosion(G.1)

 loss of enamel only(plates 3 and 4)

Grade 2 erosion(G.2)

 loss of enamel with involvement of dentine(plate 5 and 6)

Grade 3 erosion(G.3)

 loss of enamel and dentine with exposure of secondary           

 dentine(plate 7,8 and 9)

Grade 4 erosion(G.4)

 loss of enamel and dentine resulting in pulpal exposure

위와 같은 기준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구분이 쉬워졌다. 최초의 치아

마모기준인  Broca(1879)1)의 마모기준과 비교하면 원래의 상아질 노출

이라는 기준에 법랑질 표면상태와 2차 상아질의 노출이라는 기준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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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위의 두 연구 모두 산성분무가 있는 특이한 환경에 근무하는 근로

자들이 대상이었고, 이들의 치아는 손상의 원인 중 특히 부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부식만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었고, 관련

한 다른 요소 예를 들어, 입술선의 위치등이 주는 영향, 부식진행에 따른 

치아형태의 변화를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JD Eccles(1974)16)는 치아손상의 원인을 다른 것이 아닌 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197817)년에는 치아부식에 의한 손상을 예방

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초기병소의 특징적인 외관을 설명하였고, 식습관이

나 내인성 원인으로 인한 부식은 산업현장의 치아부식과는 양상이 다르다

고 주장하며 1979년22)에 산업현장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치아부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정성적인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임상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class I superficial lesions- involving enamel only

 class Ⅱ localized lesions- involving dentin for less than 1/3 of 

the surface

 class Ⅲ generalized lesions- involving dentin for more than 1/3 

of the surface

         a. facial surfaces

         b. lingual and palatal surfaces

         c. incisal and occlusal surfaces

         d. severe multisurface involvement

치아부식의 지역별 분포와 유병율이 FA Xhonga와 S 

Valdmanis(1983)28)에 의해 연구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minor, 

moderate, severe 와 약간의 추가적인 조건을 가지는 정성적인 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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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특정한 식습관이 치아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한 E Linkosalo와 H Markkanen(1985)35)의 연구에서도 

lactovegetarian들의 석고모형과 사진에서 부식이라고 판단되는 부위를 

JD Eccles(1974)16)의 4단계의 정성적인 분류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이 

분류역시 표면 상태와 상아질 노출정도(표면의 1/3)를 기준으로 하였다.

 치아부식은 주로 산업현장에서는 교합, 절단면 위주로 일어나기는 하지

만, 다른 치아면에도 일어난다, JD Eccles(1979)22)가 정한 비산업원인

의 부식분류의 Class 3 아래 세부분류에서는 치아의 다른 면이 고려되었

고, FA Xhonga와 S Valdmanis(1983)28)에서는 wedge, saucer, 

groove, atypical등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Larsen IB 등(2000)67)은 교

합면 뿐만 아니라 치관의 다른 면과 치경 치근면이 한가지 기준으로 분류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그 진행에 따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을 파악

하고, 각각의 면마다 부식진행에 따른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점수체계를 

내놓아 모니터링과 자료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식지수가 이렇듯 여러 가지가 발표되자 다양한 지수의 사용으로 인해 

오는 소통의 어려움과 비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식에 대한 지식을 늘

려나가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평가체계를 가질 것이 요구되었다. 

2007년 Basle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이런 주제가 논의되었고,  Bartlett 

D 등(2008)78)은 이 결과로서 Basic Erosive Wear 

Examination(BEWE)라는 새로운 부식 점수체계를 내놓았다. 이 체계의 

Cut off 단계는 부식의 심각도를 평가하는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고, 

검사자 상호, 내부 재현성이 다소 낮은 단점이 있지만, 국제적인 합의를 

도모했다는 점과 연구, 임상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부식이 치아마모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이긴 하지만, 치아의 마모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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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진행된다. 산성환경의 근로자들이나, 특이

식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마모의 원인이 오로지 부

식이라고 말하기는 구강검사나 모형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어렵다. 부식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기 위해선 근로환경, 전신건강, 식습관에 대한 기록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전에 환자의 의학적인 배경이나 식습관등을 

같이 조사하긴 하였지만, 이를 점수에 크게 반영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Vasileios 등(2011)80)은 식습관, 평소의 건강관리, 부식관련 질

병의 유무, 복용약물등을 3단계 부식점수와 함께 고려하여, 부식에 양성 

혹은 음성임을 판단하는 방법인 Evaluating index of dental erosion 

(EV. I. D. E)을 발표하였다.  이 방법은  STWI나  BEWE에 비해 위양

성의 결과를 줄이는 것으로 평가되며, STWI나  BEWE를 사용할 때 이

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수복물 평가

치아의 마모도 분류는 수복재료를 평가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JF Cvar와 Gunnar Ryge(1971)11)은 치과 수복재료에 대한 임상적 평

가를 위한 연구에서 5가지 평가항목중 하나로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

(anatomic form)을 수복재 손실의 측정을 위해 사용했다. 

수복물이 기존 해부구조와 연속성 없으면 code A

연속성이 있으나 상아질이 노출되었으면 code B

연속성이 있고 상아질 노출도 없다면 code C

기준은 위와 같이 정성적인 분류이다.  

수복재료의 마모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상모

델을 제작해서 길이와 면적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들도 있어왔다. 

하지만 이 노력들에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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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채점방식 채점대상 점수 채점기준 연구샘플수 관찰자 정성/정량 비고

Malcolm D, 
Paul E 1961 구강검사 전치

not  
affected,attrition,etchi
ng,group 1,2,3 
erosion

치아표면,상실치관길이 160(대조
군 117) 언급없음 정성

 HJ Bruggen 1968 구강검사 전치 negative,Et,  G1, 2,3 치아표면,상아질,2차상아
질,  치수 노출여부 555 언급없음 정성

JD Eccles 1974 구강검사 　 G0,1(incipient),2(mode
rate),3(grave)

치아표면,상아질노출여
부 26 언급없음 정성

JD Eccles 1979 구강검사 　 class  1,2,3(a,b,c,d) 상아질노출,노출면위치 72 언급없음 정성

FA Xhonga, 
S Valdmanis 1983 구강검사 전체치아 no,minor,moderate,se

vere
상실치관길이,수복,부식
형태 527 지역당  1인 정성

Larsen IB 등 2000 구강검사 전체치아 순면(0-5),교합면(0-5),
치경치근면(0,1/2,1-4)

발육구  상실, 상아질 
노출,치아표면, 
치관길이, 병소크기

20
2인,  
intra-examine
r agreement 
(kappa0.82)

정성

Bartlett D 등 2008 구강검사 전체치아 0-3 치아표면,표면경조직상
실  정도 164 inter(k=0.43),i

ntra(0.57) 정성

Vasileios 등 2011 구강검사 전체치아
positive/negative(0-2  
부식점수+식습관,질병
점수)

상아질노출,손상형태 502 inter(k=0.82) 정성 　

표-1 치아부식관련 지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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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수복재 마모 측정 요약

저자 채점방식 채점대상 점수 채점기준 연구샘플수 관찰자 정성/정량 비고

JF Cvar와 
Gunnar Ryge 1971 구강검사 전체치아 code  

a,b,c
기존해부구조와의  
연속성, 상아질노출 185 inter,intra(8

2.1~100%) 정성 수복물  분류 
5기준중 1개

Jorgensen등 1979
인상모델,  

stereomicroscop
e

하악 1대구치 
class1 수복물 　 노출된 cavity 

wall높이 37 　 정량 　

Mettler 등 1978 인상모델,3D 
측적도구

하악 대구치 
class2 수복물 　 수복물  높이 　 　 정량 　

P Lambrechts 등 1984
인상모델,  

stereomicroscop
e,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구치부 class 
1,2 수복물 　 수복물  높이 14(59

수복물) 　 정량
재위치문제에 

수학적 
프로그램사용

Delong R 등 1986  교합면 그래픽 포셀린 수복물 　 부피,  깊이 　 　 정량 교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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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gensen등(1979)21)은 하악 대구치의 class 1 cavity를 몇가지 레진

수복재료로 수복하고 이를 6개월 단위로 인상모델을 만들어 노출된 

cavity wall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replica의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모델과 3차원 측

정도구를 이용했던 Mettler 등(1978)20)의 연구에서는 참고점들의 정확

성과 안정성이 떨어졌다. 정확한 재위치의 문제, 측정의 정확도도 낮은 

문제도 있었다. 모델을 사용하는 이들의 방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이었다.

P Lambrechts 등(1984)29)은 위의 저자와 다른 많은 이들이 시도해온 

모델을 이용한 측정방식의 기술적인 정확도를 좀 더 개선시켜 정량적인 

측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구치부 수복물의 마모저항을 평

가하기 위해 새로운 3차원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수복 후 1,6,12,18 

개월 뒤의 치아를 보다 정확한 인상으로 모델을 만들고 stereo현미경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고, 마모되는 부위가 아닌 곳의 참고점들을 정

하고 이를 이용해 기간별 모델들을 정확히 재위치 시켰으며 재위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수학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위의 비슷한 연구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수복물 관련 연구에서 마모저항을 마모량으로 대체

하는 정량적인 연구가 많았는데, 상아질이나 치수등의 구조물이 없는 인

공재료이기에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발전의 결과들은 이후 자연치의 마모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에 적용되

기 시작한다.

 길이와 면적이 아닌 부피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도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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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ng R 등(1986)36)은 치과용 포셀린(porcelain)의 마모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실험실 환경에서 법랑질을 포셀린과 대합시키고, 저작과 유사

한 운동을 시킨 후 손실된 부피와 마모깊이를 측정하였다. 마모된 교합면

은 컴퓨터를 이용해 기록(mapped)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량적인 부피와 

깊이변화를 결정하고 그래픽기술을 이용해 화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연령감정(Age Estimation)

 법치의학과 인류학에서 연령감정을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 중 치아

마모도를 이용한 방법은 성인의 연령을 감정하는 경우 거의 유일하게 신

뢰성있게 이용되는 방법이다.

 법치의학에서 중요한 인물인 Gustafson(1950)3)은 치아의 퇴행성 변화

를 나타내는 6가지 항목(attrition, periodontosis, secondary dentine, 

cementum apposition, root resorption, transparen of the root)을 정

하고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연령을 예측하였다. 치아의 마모는 이 6

가지 항목 중 하나이다. 다른 항목들은 치아의 절편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들고, 치근의 흡수 항목의 경

우 연령과의 연관성이 유독 낮으며, 이 방법에 의해 예측된 연령은 연령

이 높을수록 과소평가되어 그 차이가 커지는 등 여러 가지 단점들이 발견

되었지만, 발표 후 여러 가지로 수정, 이용되기도 하고, 각각의 항목중, 

치아마모도와, 치근 투명도등은 단독으로 연령감정 척도로 사용되기도 할 

정도로 Gustafson의 발표는 획기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Murphy(1959a)5)는 8단계의 마모도 분류를 기술하였고 S Helm과 U 

Prydso(1979)23)는 이 분류체계를 이용해 중세 덴마크인들의 유골들의 

사망연령을 조사하였다. Murphy는 분류체계를 그림으로도 제시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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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도움을 주었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치아 맹출하였으나 attrition없음

E- attrition of enamel only(polished facets)

1- 1개 교두만 상아질 노출

2- 2개 교두 상아질 노출

3- 3개 교두 상아질 노출

4- 4개 교두 상아질 노출

5- 2개이상의 노출상아질이 합쳐졌으나 교합면에 여전히 법랑질일부가 

남아있음

6- enamel rim만 교합면에 남음

이 분류체계 역시 정성적이며 상아질 노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령감정에 치아마모도가 사용되는데에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Miles(1962)7)에 의해 이루어졌다. Miles는 치아마모의 진행정도와 실제

연령과의 관련을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치아마모도를 단독으로 연령감정

에 사용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다케이 등(1970)82)은 200구의 사체의 치아 마모정도를 육안으로 관찰, 

절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교모정도, 상아질 노출정도, 교모면, 상아칠 

노출면의 유합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그림으로 이를 제시하였다. 

이 분류는 한국에서 상당히 오랜기간 이용되어왔다.

 Tomenchuk과 Mayhall(1979)24)은 교두의 높이를 측정하여 현대 

igloolik eskimo들의 마모상태와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기술하여 연령

감정분야에 정량적인 방법을 시도하였다.

연령감정과 관련한 위의 논문들은 정성적인 분류를 사용하였고, 샘플의 

수도 많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고자 Jong-Il Yun 등(2007)76)은 이전에 

발표된 Kim’s scoring system을 더욱 발전시켜 modified Kim’s 

scoring system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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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연령감정에 이용된 치아마모도분류 요약

저자 채점방식 채점대상 점수 채점기준 연구샘
플수 관찰자 정성/정량 비고

Gustafson 1950 현미경검사 전체치아 　A1-A4 법랑질,상아질, 
치수노출　 　 　 정성 6가지 항목중 

한가지

Murphy 1959 육안검사 전체치아
O,E,1-6(전치

부), 
1-8(구치부)

치아표면, 상아질노출 
교두숫자,법랑질  Rim 　 　 정성

그림으로 
분류기준 

제시　

Miles 1962 육안검사
　

제1,2,3대
구치

　 상아질 노출, 법랑질 
마모정도　 　 　 정성

1,2,3대구치별 
마모속도차이

이용　

다케이 1970 육안검사 　
전체치아 A-D　 교모면 양상, 

상아질 노출양상　
200
구　 　 정성　

그림으로 
분류기준 

제시　　

Tomenchuk
과  Mayhall 1979 인상모델, 구치 　 교두높이 85 　 정량 　

Jong-Il Yun 2007 인상모델, 전체치아 　 마모면 형태, 개수, 
크기,수복물 1092 　 정성 통계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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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발표된 여타의 마모분류, 연령감정 시스템과 다른 점은 수복물과 

상실치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성이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단점을 엄격

한 기준을 만족하는 1092명에 달하는 샘플의 수와 통계처리를 통해 극복

해냈다는 것이다. 정성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일부 한계는 

있지만, 연령감정분야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시스템으로 보인다.

정량적인 측정 (Quantitative method)

 마모와 주변환경과의 관계, 나이와의 연관성, 식습관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시대의 치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왔다. 이런 연

구들에서 치아의 마모정도를 분류하는데에 여러 연구자들이 조금씩 다른 

분류체계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되는 등급, 용어등의 차이는 여

러 지역별 시대별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거나 역학조사를 하는 데에 어려

움을 주었다. 대부분의 경우 법랑질의 마모정도와 상아질의 노출에 대한 

기준을 사용하는데, 그 단계별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측정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조정 작업이 필수적이다.

 정성적인 단계별 분류의 이런 단점에 대해 주관적이지 않고 언제 측정하

든지 같은 값이 나오는 정량적인 마모도 측정방법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

고, 수복물평가, 연령감정관련 연구들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JD Metha와 CC Evans(1966)8)는 Arkansas지방의 인디안 두개골에

서 치아의 attrition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였

다. 인접면 마모를 확인하기 위해 근원심 직경을 모든 치아에서 측정하였

고, 교합면 마모를 측정하기 위해 치관의 높이(CEJ에서 교합평면까지)를 

협(순)측면, 설(구개)면에서 측정하였다. 

 Walker P(1978)19)의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모델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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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고 마모면의 면적을 planimetric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시도를 하

였다. Richards LC and Brown T(1981)25)는 Murphy(1959a)5)의 정

성적인 분류를 이용하되 가이드로 제시된 그림분류와 비교를 위해 

planimetric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

이, 크기, 식습관차이에 대한 연구등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아질이 

노출되기전의 초기병소는 분류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Tomenchuk과 Mayhall(1979)24)은 치관높이에서 나아가 교두의 높이

를 측정한 cross-sectional data를 이용하여 현대 igloolik eskimo들의 

마모상태와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S Molnar, 등(1983)27)

은 Tomenchuk-Mayhall 방법을 이용해 오스트리아 원시인의 치아마모

를 분석했는데, 측정도구는 플라스틱 팁이 달린 깊이 게이지를 사용하고 

추가로 사진과 planimetric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분류를 비교해보는 연구들도 시도되었

다. AM Gourdon등(1987)40)은 마모면을 색으로 구분하고 교합평면사진

을 찍어 그 면적을 측정하는 정량적인 방법(planimetric)과 그들이 발표

한 정성적인 분류체계(Woda 1987)43)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전치

부보다 구치부에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전치부의 

이미지 왜곡이 이유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모된 교합면의 깊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실험장치

가 사용되었고, 발전을 거듭했다. 

 P Lambrechts 등(1984)29)은 정밀한 모델을 참고점을 이용해 정확히 

재위치시키고 stereo현미경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여 새로운 3차원 

방식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교합면의 특정 지점의 깊이를 측정하면서 이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화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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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면을 재현하는 방법이 시도되기 시작한다.

Delong R 등(1986)36)의 연구에서 그래픽으로 표현된 마모표면이 드디

어 등장한다. 마모된 교합면은 컴퓨터를 이용해 기록(mapped)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량적인 부피와 깊이변화를 결정하고 그래픽기술을 이용해 화

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치관높이를 수동게이지로 측정하던 것에 비하

면 대단한 발전이다.

LP Adams와 RJC Wilding(1988)44)은 reflex 현미경을 이용해 lead 모

델의 부피와 깊이 손실을 측정했다.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되었고, 

이를 이미 검증된 부피측정방식인 중량측정방식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지 평가해보았다. Scott(1981)에 의해 개발된 반사현미

경은 기존의 stereo metric 방식에 비해 사진촬영의 과정 없이, 즉 아날

로그 자료 없이 3차원으로 바로 측정이 가능한 광학 측정기구이다. 중량

측정방식과 비교해본 결과 평균 0.28㎣ (0.8%)차이를 보였다

 JT Mayhall과 Ikuo Kageyama(1997)62)의 연구에 의하면 moire 

contourography와 디지털 영상분석 방식의 3차원 측정은 그 정확도가 

더욱 발전하여 매우 적은 양도 측정 가능해졌고, 교두별로도 측정이 가능

해졌다.

 손실 중량을 이용하는 방법도 계속 이용되었다  JA Kaidonis등

(1998)64)은 grinding과 이갈이를 재현하는 장치와, 발치된 치아를 이용

해서 강도, 접촉면, 시간, 산성도등의 조건을 달리하며 법랑질 마모를 시

키고 마모량을 중량측정방식을 이용해 측정했다.

 디지털 3D모델을 이용한 측정방식(UMN) 역시 기존의 수복물 평가방법

(Leinfelder KF 1985)과 비교가 시도되었다 (MCRB Peters등 

1999)65) 

 정량적인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이 발전하면서 3D 그래픽 모델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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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에 이르렀고, 측정할 수 있는 항목도 매우 다양해졌다.

그렇다면 정량적인 측정항목 중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한지도 궁금해

진다.  

 R Delong(2006)75)은 부피, 깊이, 면적요소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부피가 가장 선호할 만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유는 교합요소와 독립적

이고, 일의 양이 측정되며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깊이, 

면적은 교합요소 의존적이고 시간에 비례하지 않았다. 또한 마모를 측정

할 때는 반대측 물질이 고려되어야만 하고, 측정의 정확도는 다양한 방식

의 3차원 스캐너(접촉 profiler, 비접촉 백생광 혹은 레이져 스캐너, 

micro-CT, CBCT등)를 이용한 sequential 3D모델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였다. 3D 스캐닝 방식은 사실 1980년도부터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었

지만, 그 비용과 스캐닝서비스가 가능한 곳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치아마

모연구에 사용빈도가 높지 않았었지만 이를 이용한 연구가 점차 더 많아

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3D 모델을 이용한 정량분석에서 보다 세분화한 parameter도 

개발되었다. Seung-Pyo Lee 등(2012)81)은 치아의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참고점, 참고 백터, 참고 평면들을 설정하여 각, 높이, 길이 

요소들을 측정하였다. 이를 Hooper(2004)74)의 정성적인 마모분류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각과 높이 요소는 나이와 정성평가 점수에 따른 

차이가 확연하여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였으나, 길이요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악 설측의 측정요소들 역시 큰 연관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연구를 통해 정량적인 측정에서도 좀더 양질의 

요소들을 선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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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치아마모도의 정량적인 측정방법 요약

저자 측정방식 측정대상 측정요소 연구샘
플수

정성/
정량 비고

JD Metha와 
CC  Evans 1966 Boley gauge측정 전체치아 CEJ 기준 치관길이 21 정량 　

 Walker P 1978 인상모델,planimetric 전체치아 마모면의 면적 　 정량 planimetric방법 
사용

Tomenchuk과  
Mayhall 1979 인상모델, 구치 교두높이 85 정량 　

P Lambrechts 등 1984
인상모델,  
stereomicroscope,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구치부 class 
1,2 수복물 수복물  높이 14(59수

복물) 정량
재위치문제에 

수학적 
프로그램사용

AM Gourdon등 1987 인상모델,planimetric 전체치아 마모면의 면적 22 정량
정성적 

분류(Woda 
1987)과 비교

Delong R 등 1986  교합면 그래픽 포셀린 
수복물 부피,  깊이 　 정량 교합면 

LP Adams와 
RJC  Wilding 1988

인상모델, reflex  
microscope, 디지털 
영상분석

　 부피, 깊이 　 정량 중량측정방식과 
비교

JT Mayhall과  
Ikuo Kageyama 1997

moire 
contourography,  
디지털 영상분석

　 교두별  부피, 깊이 　 정량 　

JA Kaidonis등 1998
중량측정방식, 
발치치아,  
마모환경재현장치

　 부피 　 정량 in vitro

 R Delong 2006 3D스캐너, 3D 
디지털모델 　 부피,깊이,면적 　 정량 정량적 

측정항목 평가
Seung-Pyo Lee  
등 2012 3D스캐너, 3D 

디지털모델 　 참고점,참고백터,참고평
면간, 각,  높이, 길이 　 정량 상세 측정요소 

제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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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악관절질환은 치과의 주요 질환 중의 하나이다.

하악 기능 이상의 병인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

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소 혹은 말초적 요소, 중심성 요소가 

모두 중요하게 여겨진다. 종종 거론되는 말초적 병인요소로 교합관계가 

있다. 교합요소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하다. 이러한 병인 요소를 분석하기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역학조사가 있

다. 

 E Eriksson과 GE Carlsson, T Magnusson(1987)39)은 하악 기능 장

애와 교합요소간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역학조사하였다. 이때 조사항목중 

하나로 치아 마모도를 이용하였고, 마모도는 5단계로 단순히 분류되었으

며 역시나 상아질 포함여부가 기준이 되었다.

 DA Seligman 등(1988)47)도 치아 교모와 나이, 성별, 교합, 악관절 증

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고, 이때 Murphy T(1959a)5)가 연령감정연

구에서 발표했던 정성적인 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치아의 마모 표면 양상을 광학 현미경으로 분류한 연구도 있다.

JM Powers와 RG Craig(1973)14)은 다이아몬드 intender를 enamel 표

면에 활주시키고 표면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photomicrograph로 관찰하여 다섯 단계로 그 양상을 분류하였다. 이 분

류는 어떤 생리적, 병리적인 원인으로 마모가 진행되었는지 정보를 주지

만, S.E.M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실험적으로 쉽게 사용하기는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치아 마모자체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해 개인의 치아마모지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다. 

A Ekfeldt 등(1990)51)은 낱개 치아의 교합면을 4단계의 정성적 분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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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분류한 뒤 이를 이용해 해당 개인의 치아마모지수를 정하였다. 이는 

개개인을 마모지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다른 요소들과의 연관성을 조사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였다.

Smith와 Knight(1984)31)는 마모의 병인에 대한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인 TWI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수많은 연구에서 

그대로 이용되거나 수정되어 이용되었다. 

TWI는 일반적이고 사용하기 쉽기는 하나 정성적인 분류이고 기준이 애

매할 수 있는 단점을 여전히 안고 있으므로 그 사용에는 대부분 조사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조정 작업이 필수적으로 언급되었다.

치아마모의 유병율과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 Poyter ME

와 Wright(1990)83), Robb ND(1992)56))에 사용되었으며, DW 

Bartlett(2003)72)은 TWI를 이용하여 평균 26개월 간격으로 34명의 치

아마모진행을 관찰한 결과 치아마모는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

다. 

 수정도 활발히 이루어져서 MA Donachie와 AWG Walls(1996)61)은 

TWI가 심한 마모나 노인에 적용할 때는 ‘Pathological’단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도불소화가 치아마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면서 PF 

Bardsley등(2004)73)은 기존에 이처럼 널리 사용되던 TWI를 보다 단순

화 시켜 이용하였다. 

 TWI와 그 수정본들은 과거 다른 지수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현재

까지 일상적사용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적합한  치아마모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치아마모진행의 장기적인 평가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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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국가들에서 현대의 치아마모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둘었다. 하

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연치의 잔존기간이 늘어나면서 교모, 마모, 부

식이 발생하고 각기 따로 이루어지지면 겹쳐지기도 하면서 마모현상을 더

욱 복잡하게 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이나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한 연구들도 많아졌고, 정확도도 매우 뛰어

나지만, 이 장비들을 매일 일상적인 임상활동에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

로 보인다.  

치아마모에 대한 적극적인 재건진료는 마모의 진행이 매우 빠른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기에(Carlsson 1984,1985)34) 개별 환자의 마

모를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예상할 방법이 있다면 매우 유용하다. 이런 배

경에서  환자들의 장기적인 마모진행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A Johansson 등(1993)57)은 18개월간 두 번의 석고모델 측정으로 진

행과 심각성을 장기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하였다. 마모의 심각도 분류

는 5단계 정성적인 분류체계를 이용하였으며 병소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진행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마모진행도 4단계 점수제로 평가하였다.

 SM Hooper 등 (2004)74)은 장기적인 평가를 위해 마모지수를 새로이 

개발하여 동일 환자의 약 20년 간격을 가지는 치아모형들을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다. NTWI라고 이름붙인 이 지수는 전치,견치, 구치에 대해 각각

의  기준을 새로이 정하였고, 이전의 수많은 지수에서 그랬듯 상아질 노

출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전치부에만 적용하였고, 견치와 구치는 마모

면의 넓이와 치관높이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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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역학조사에 사용된 치아마모도 분류 요약

저자 채점
방식 채점대상 점수 채점기준 연구샘

플수
관찰
자

정성/정
량 비고

JM Powers와 
RG Craig 1973 S.E.M

singlecrystaloffluorap
atite,polycrystallineHA

,발치치아 
　 표면  crack의 양상 　 　 정성 　

 E Eriksson등 1987 구강
검사 전체치아 1-5 상아질노출여부,  표면상태, 

상실치관길이 240 　 정성 　

A Ekfeldt 등 1990 구강
검사 전체치아 1-3 상아질노출여부,  표면상태 585 　 정성 　

Smith와 Knight 1984 구강
검사 전체치아 0-4

치아표면,  
상아질노출,손상부크기,치수

노출,2차상아질노출
100 　 정성

순,설,교합면
과 치경면 
모두 평가

PF Bardsley등 2004 구강
검사

전치부 
순,설,절단면, 

구치부 교합면
0-3 상아질노출,치수,2차상아질노

출
238
5 　 정성 TWI의 

단순화

A Johansson 
등 1993

석고
모형,
구내
사진

전체치아 0-4(심각도평가),  
0-3(마모진행평가)

심각도(치아표면,상아질노출,
노출상아질  넓이, 

2차상아질), 
마모진행(치관높이변화, 

마모면 넓이변화)

20 　
정성
+정
량

장기간 
마모진행평

가

SM Hooper 등 2004 석고
모형 전체치아 0-5

전치(mamillon상실여부,  
절단마모면 크기, 
상실치관높이), 

견치,(마모면크기,치관높이), 
구치(마모면크기, 

평탄교합면)

10 　 정성 NT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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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Broca(1879)1)에서 시작된 치아 마모 분류는 산업 환경이 치아에 주는 

영향, 수도불소화, 식습관, 지역별 시대별 생활환경의 차이가 치아에 주는 

영향, 수복물의 평가,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 연령감정, 치료에 대한 참고 

자료등 다양한 연구 분야와, 임상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정성적인 분류방법은 주관적이고, 조사자간의 사전교육과 조정 작업이 필

요하며, 부정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용이 쉽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연령감정에서는 통계적인 처

리를 통해 주관성과 다른 변수들을 극복하면서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정성적인 지수가 다양하고 많이 개발되었다고는 하나 여러 연구

들에 사용된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부식분야처럼 국제적인 합의에 대한 

노력은 없었지만, Smith와 Knight(1984)31)의 TWI와 그 수정본들이 최

근의 많은 연구에 채택되고 있다. 이들 정성적인 분류는 그 사용의 편의

성 덕분에 여전히 역학조사에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

 정성적인 분류의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현미경, 사진, 컴퓨터, 게이지등등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측정이 시도되고, 발전되어왔다. 마

모면의 넓이, 손실된 치질부피, 치관길이, 교두의 길이, 참고점간의 각, 길

이 면적 요소등 측정대상은 보다 구체화되어 그 중 신뢰도가 높은 측정요

소들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이들 정량적인 측정법은 정성적인 마모분류

에 비해 매우 높은 정확도와 측정값으로  실험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장점

이 있지만, 임상에서 혹은 역학조사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장비의 

보급 등 아직은 부담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눈부신 기술개발속도에 비

추어 볼 때 임상에서 정확도 높은 개인별 치아 마모에 대한 디지털기록을 

이용하여 개인에 대한 치료방법과 시기에 참고할 시대도 분명 올 것이라

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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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Tooth wear Evaluating 
Method

Byung-Yun Han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Measuring tooth wear is useful in many different 

fields. There have been needs to measure the rate, degree, 

patterns of tooth wear for clinical purpose and research. There 

have been many suggestions for development of tooth wear index, 

and measuring technique. Inter-examiner concordances in the 

progression of tooth wear evaluation were tested in some of 

researches, but new indices suggested in new researches does 

not allow for ready comparison of results to define prevalence of 

condition for epidemiologic purpose.

And many different techniques to measure tooth wear have been 

developed but comparison between these techniques is not 

enough.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suggested indices and 

identify separate indices with their purpose, criteria, and this 

could be helpful for clinicians and researchers with choice of 

tooth wear evaluating method.

Methods-80 literatures which suggested tooth wear indices, and 

used tooth wear as a part of researches were searched and 

reviewed. Indices were divided by the purpose of research and 

reviewed the full history of evolution 

Results- Indices were divided into 4 groups (Erosion, Restorative 

material evaluation, Age estimation, epidemiology) by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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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 quantitative methods were reviewed with full history 

of evolution. In age estimation field, qualitative method can be 

called gold standard with help of statistics. To evaluate 

restorative material, quantitative analysis is useful because 

material is homogeneous and doesn’t have anatomical inner 

structure. Many of quantitative method developed from this field. 

Evaluating erosion is important especially in industrial 

environment and there have been efforts to have scoring system 

which is internationally accepted. Qualitative methods have 

limitation of subjective criteria. With a development of precise 

measuring instrument, computer graphic and 3D scan, quantitative 

method will play an more important role in tooth wear evaluating 

including epidemiology

………………………………………

keywords : tooth wear index, erosion, restorative material

evaluation, age estimation, quantita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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