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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치내치는 다른 치아이상과 동반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치내치와 다른 치아이상이 동반된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어 왔으나 치내치와 다른 치아이상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치내치의 진단은 방사선학적 방법을 통해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방사선학적 방법을 통하여 치내치의 

발생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 집단과 치내치가 

없는 환자 집단 간 치아수 이상 및 치아형태 이상의 유병률을 비교, 

분석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6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만 7세부터 만 20세 이하의 환자 중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 90명과 치내치를 갖고 있지 않은 환자 9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분석하여 치내치의 남녀간 발생 비율, 개수, 

호발 부위, Oehler 분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치내치가 있는 환자 

및 치내치가 없는 환자 각각 90명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통해 

치아수 이상과 치아형태 이상의 유병률을 구하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치아수 이상은 결손치와 과잉치의 유무에 대해 조사하였고, 



치아형태 이상은 융합, 쌍생, 만곡, 우상치, 탈론교두, 치외치, 

법랑질진주종의 존재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치내치의 발생은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 

1개의 치내치를 갖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상악 측절치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고, 편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Oehler 분류 중 Type I 

형태의 치내치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치아수 이상의 유병률은 치내치가 없는 환자에 비해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관찰되었다(P<0.05). 결손치와 

과잉치의 유병률을 각각 조사한 경우 결손치의 유병률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과잉치의 유병률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치아형태 이상의 유병률은 치내치가 없는 환자에 비해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관찰되었다(P<0.05). 

 

주요어 : 치내치, 결손치, 과잉치, 치아형태이상, 파노라마 

학 번 : 2009-2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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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치내치는 형태분화기에 설측 법랑 상피가 비정상적으로 함입되어 

설측에 깊은 소와가 형성되어 생기는 치아 기형으로, 치내치의 

유병률은 0.3%로부터 10%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1). 호발하는 

부위는 상악 측절치고, 영구치 모든 부위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과잉치 및 유치에서도 발견된다.2).  

 

원인은 현재 시점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성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법랑질의 발생 

과정에서 내장 법랑 상피세포(internal enamel epithelium)의 성장이 

국소적인 영역에서 실패하여 국한성 성장지연으로 법랑질의 함입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3).  

 

치내치의 방사선사진상 소견으로는 법랑질이 치경부 부위로 

함입되어 치관 내에 방사선 불투과상이 리본 모양으로 관찰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치관 부위에 한정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근부위까지 연장되어 있기도 하다.4). 

 

치내치의 분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Oehler 가 제안한 

분류이다.5). Oehler 의 분류에 따르면 Type I 은 함입 부위가 치관 

부위까지만 한정된 경우이고, Type II 는 함입 부위가 치관 부위를 

넘어 치근 부위까지 연장되어 있으나 치근단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경우이다. Type III 는 함입 부위가 치근단까지 도달되어 치근부에 

치근단공을 형성한 경우이며, 간혹 2 개 혹은 그 이상의 치근단공을 

형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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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내치의 경우 설측 함입부위에 음식물이 잘 저류되어 치아우식증이 

발생하기 쉽다. 우식증 및 치수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치면열구 전색 

및 함입부위를 충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수가 감염되면 근관치료를 

시행한다. 때로는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근관치료가 불가능해 종종 

발치를 시행하기도 한다.6).  

 

치내치는 다른 치아이상과 동반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치내치와 다른 치아이상이 동반된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어 왔으나.7)8)9) 치내치와 치아이상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치내치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내치의 발생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치내치가 있는 

집단과 치내치가 없는 집단의 치아수 이상 및 치아형태 이상의 

유병률을 비교, 분석하여 치내치와 치아이상의 발생 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2006 년 1 월부터 2013 년 7 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만 7 세부터 만 20 세 이하의 

환자 중에 치내치를 갖고 있는 90 명을 실험군으로 조사하였다. 

대조군은 치내치를 갖고 있지 않은 환자 중 90 명이 무작위로 

선정되었다(Table 1). 대상자들은 모두 본원에서 치료를 받아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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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교정 치료 병력이 없었으며, 조사 대상에서 제 3 대구치는 

제외하였다. 

 

2-2. 연구 방법 

 

내원한 환자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토대로 치내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상 치아의 치관 및 치근 내에서 

방사선 불투과상의 리본 모양이 관찰되면 치내치라고 진단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하여, 방사선사진의 선예도가 낮은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각의 환자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나이), 결손치와 

과잉치의 유무, 동반한 치아형태 이상의 종류를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조사된 치아형태 이상에는 융합, 쌍생, 만곡, 우상치, 탈론교두, 치외치, 

법랑질진주종이 포함되었다. 치내치가 존재할 경우 치내치의 개수와 

위치를 기록하였고, 치내치가 편측성 혹은 양측성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였으며, Oehler 분류를 이용하여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2-3. 통계 분석 

 

치내치의 남녀간 발생비율에 대해서는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고, 

결손치와 과잉치를 포함한 치아수 이상 및 치아형태 이상과 치내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PASW 

Statistics 18.0 을 이용하였고, 모든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0.05 로 

하였으며 유의확률 값(P)이 유의수준 이하일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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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치내치의 발생 양상 

 

2006 년 1 월부터 2013 년 7 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만 7 세부터 만 20 세 이하의 환자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분석한 

결과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는 총 90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자의 

경우 50 명(55.6%), 여자의 경우 40 명(44.4%)이 치내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남녀 간 치내치의 유병률 차이가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계산되었으며, 치내치의 발생 빈도의 성별 간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P>0.05). 

 

Table 1. The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with dens invaginatus 

according to gender 
 

  

The 
average 

age 
Male (%) 

Female 
(%) 

TOTAL 
(%) 

P value 

Patients with dens 
invaginatus 

12.6 50 (55.6) 40 (44.4) 90 (100) 
0.157 

Patients with no dens 
invaginatus 

14.1 49 (54.4) 41 (45.6) 90 (100)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 90 명에게서 총 123 개의 치내치가 

관찰되었으며, 1 개의 치내치를 갖는 사람은 61 명(67.8%), 2 개의 

치내치를 갖는 사람은 27 명(30.0%), 3 개의 치내치를 갖는 사람은 

0 명(0.0%), 4 개의 치내치를 갖는 사람은 2 명(2.2%)으로 조사되어 

1 개의 치내치의 발현 빈도가 제일 많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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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number of 

dens invaginatus 
 

No. of dens invaginatus 
Number of 

subject 
Percentage (%) 

with one dens invaginatus 61 67.8 
with two dens invaginatus 27 30.0 
with three dens invaginatus 0 0.0 
with four dens invaginatus 2 2.2 
TOTAL 90 100 

 

치내치의 치아별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치내치는 상악 측절치에서 

106 개(86.2%)로 가장 호발하였고, 다음으로 상악 중절치에서 

8 개(6.5%), 상악 제 1 대구치에서 4 개(3.3%) 순으로 호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상악 견치 및 하악 중절치에서 각각 

2 개(1.6%)의 치내치가 관찰되었으며 하악 측절치에서 1 개(0.8%)의 

치내치가 관찰되었다. 그 외의 다른 치아에서는 치내치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Frequency of dens invaginatus among different tooth types 

Tooth 
No. of dens 
invaginatus 

Percentage (%) 

Maxillary Central 8 6.5 
Maxillary Lateral 106 86.2 
Maxillary Canine 2 1.6 
Maxillary 1st premolar 0 0 
Maxillary 2nd premolar 0 0 
Maxillary 1st molar 4 3.3 
Maxillary 2nd molar 0 0 
Mandibular Central 2 1.6 
Mandibular Lateral 1 0.8 
Mandibular Canine 0 0 
Mandibular 1st premolar 0 0 
Mandibular 2nd premolar 0 0 
Mandibular 1st molar 0 0 
Mandibular 2nd molar 0 0 
TOTAL 1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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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내치가 편측으로 나타난 경우는 총 63 례(67.7%)로 치내치는 

높은 편측성 발생 양상을 보였으며(Table 4), 양측으로 나타난 경우는 

30 례(32.3%)였다. 양측성의 치내치는 대부분 상악 측절치에서 

나타났지만 상악 중절치(2 례) 및 상악 제 1 대구치(1 례)에서도 

발견되었다. 

 

Table 4.  Unilateral vs Bilateral  

Observed cases Number of cases Percentage (%) 

Unilateral 63 67.7 

Bilateral 30 32.3 

TOTAL 93 100 

 

조사된 치내치를 Oehler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결과가 (Table 5)에 

나와있다. 가장 많이 관찰된 종류는 Type I 형태의 

치내치(79.7%)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관찰된 종류는 Type II 

형태의 치내치(13.0%)였고, Type III 형태의 치내치(7.3%)가 가장 

적게 관찰되었다. 

 

Table 5.  Number of dens invaginatus according to type 

Type of  

dens invaginatus 
Number of tooth Percentage (%) 

Type I 98 79.7 

Type II 16 13.0 

Type III 9 7.3 

TOTAL 1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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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치내치와 치아수 이상의 상관관계 

 

치아수 이상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치내치를 갖고 있는 집단의 경우 

23 명(25.6%), 치내치를 갖고 있지 않은 집단의 경우 8 명(8.9%)로, 

치아수 이상의 유병률은 치내치를 갖고 있는 집단과 대조군 집단의 

비교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6). 

 

Table 6.  Incidence of dental anomalies 

Observed cases 
Patients with dens 

invaginatus 

Patients without 

dens invaginatus 
P value 

치아수 이상 23 25.6% 8 8.9% 0.004 

치아형태 이상 11 12.2% 3 3.3% 0.037 

 

치아수 이상을 결손치와 과잉치로 나누어 유병률을 살펴보았을 때 

결손치의 유병률은 치내치를 갖고 있는 집단의 경우 16 명(17.8%), 

치내치를 갖고 있지 않은 집단의 경우 4 명(4.4%)로 치내치를 갖고 

있는 집단에서 결손치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그러나 

과잉치의 유병률은 치내치를 갖고 있는 집단의 경우 9 명(10.0%), 

대조군 집단의 경우 3 명(3.3%)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7). 

 

Table 7.  Incidence of anomalies in number of total tooth 

Observed cases 
Patients with dens 

invaginatus 

Patients without 

dens invaginatus 
P value 

Congenital missing 16 17.8% 4 4.4% 0.008 

Supernumerary tooth 9 10.0% 3 3.3% 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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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치내치와 치아형태 이상의 상관관계 

 

조사대상 중 발견된 치아형태 이상의 종류와 개수가 (Table 8)에 

나타나 있다.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군의 경우 가장 많이 동반된 

치아형태 이상은 탈론교두(6 례)이며, 우상치(3 례), 치외치(1 례), 

융합(1 례)가 각각 관찰되었다. 대조군의 경우 동반된 치아형태 

이상으로 만곡(2 례)과 쌍생(1 례)이 관찰되었다. 

 

치아형태 이상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치내치를 갖고 있는 집단의 

경우 11 명(12.2%), 대조군 집단의 경우 3 명(3.3%)로, 치아수 

이상의 유병률은 치내치를 갖고 있는 집단과 대조군 집단의 비교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6). 

 

Table 8.  Incidence of tooth shape anomalies 

Observed cases 
Patients with dens 

invaginatus 

Patients without 

dens invaginatus 

Fusion 1 0 

Gemination, Twinning 0 1 

Diaceration 0 2 

Taurodontia 3 0 

Talon cusp 6 0 

Dens evaginatus 1 0 

Enamel pearl 0 0 

TOTAL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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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괄 및 고찰 

 

치아는 개시기, 증식기, 조직분화기, 형태분화기, 침착기의 단계를 

거쳐 경조직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경조직 기질내로 무기염이 

침착되는 과정인 석회화기를 거쳐 맹출하게 된다. 치아의 발육 이상은 

어느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중 치내치는 형태분화기에 

설측 법랑 상피가 비정상적으로 함입되어 설측에 깊은 소와가 형성된 

형태를 갖게 된다.10). 

 

치내치의 치관 형태는 쐐기 모양이나 맥주통 모양 등의 비정상적 

형태를 보일 수 있으나 정상적인 치관 형태를 갖는 경우도 많고 또한 

아무런 임상적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치내치를 

진단하기 보다는 방사선사진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11). 

따라서 치내치의 진단은 방사선학적 방법을 통해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학적 방법을 연구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치내치의 발생 양상 및 치내치와 치아수 이상, 치아형태 이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만 7 세에서 만 20 세의 신환으로 본원에서 

치료 받은 적이 없고 교정 치료 병력이 없는 환자를 선정하였으며 

조사 대상에서 제 3 대구치를 제외하여 조사하는데 있어서 치과 치료에 

의해 발생하는 결손치의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내치는 주로 상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이 상악 측절치에 발생하였으며 상악 중절치, 상악 견치, 상악 

제 1 대구치에서도 치내치가 관찰되었다. 또한 하악 중절치에서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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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측절치에서 1 개의 치내치가 각각 관찰되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악에서 치내치가 발생한 보고는 매우 드문데.12), 본 

연구에서는 하악에서 치내치가 발생한 사례가 관찰되었다. 

 

Oehler 의 분류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결과 Type I 형태의 

치내치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Type III 형태의 치내치가 가장 적게 

관찰되었다. Type III 형태의 치내치의 경우 그 구조가 다른 Type 과 

비교 시 더 복잡하여 합병증 발생 시 염증성 반응 및 병소를 더욱 

쉽게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치내치의 발견 및 처치 시 해당 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13). 

 

치내치는 복잡한 근관 형태 때문에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아우식증 발생이 쉽다. 치내치의 깊은 함입 부위는 음식물이 

들어가기 쉽고 그 하방에 존재하는 치질은 얇은 법랑질과 

상아질뿐이며 때로는 법랑질 없이 상아질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치내치의 조직학적 연구 결과 법랑질 및 상아질이 저석회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있다.14). 이러한 구조는 치수 조직을 

자극시키기 쉽고, 때로는 깊은 함입강이 형성되어 치수가 개통되기도 

한다. 함입 부위에 저류된 미생물과 그 부산물은 주변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며 이런 자극이 지속되면 결국 치수의 괴사 및 

치근단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15). 

 

치내치의 합병증 발생 시 짧은 시간 안에 치수 병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며 예방적으로 치면의 소와를 

전색하거나 충전하는 것이 필요하다.16). 치내치의 치수 병변이 발생하면 

치수 치료를 시행하며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치근단 수술이나 발거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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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발육 이상은 수 이상, 크기의 이상, 형태의 이상, 위치의 

이상 및 구조의 이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정상적인 

치배 형성의 실패가 일어나면 치아수 이상이 초래된다. 치아수가 

정상보다 적으면 선천성 치아 결손 또는 결손치라 하고, 치아수가 

정상보다 많으면 과잉치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군의 결손치 유병률은 17.8%, 

대조군의 결손치 유병률은 4.4%로 조사되었다. 결손치에 대한 국내의 

역학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1975 년에 차.18)가 결손치의 유병률을 9.75%로 보고하였고, 

최근 연구 결과를 찾아보면 2011 년 이.19)는 5.5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결손치의 유병률이 17.8%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보고된 결손치의 유병률과 비교해볼 때 

높게 조사된 수치였다. 

 

과잉치의 유병률은 인구의 약 1-4% 정도에서 발생되는데, 

과잉치에 대한 국내의 역학조사를 살펴보면 장.20)은 1.5%를 

보고하였고, 양.21)은 1.5%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서 과잉치의 유병률이 10.0%, 대조군의 과잉치의 

유병률이 3.3%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치내치 환자군의 과잉치 

유병률은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과잉치의 유병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치내치와 과잉치의 

유병률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신환으로 내원한 만 7 세부터 만 20 세 

이하의 환자라는 특성상 과잉치를 주소로 내원한 경우가 많아 

과잉치의 조사에 이러한 영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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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형태 이상은 형태분화기에 정상적인 발육의 실패로 인해 

초래된다. 치아형태 이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치내치와 

동반한 치아형태 이상을 조사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융합, 쌍생, 만곡, 

우상치, 탈론교두, 치내치, 치외치, 법랑질진주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내치와 동반한 치아형태 이상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특히 조사된 치아형태 이상 중 본 연구에서는 탈론교두를 동반한 

치내치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탈론교두는 주로 절치의 설측에 

나타나는 치관의 발육 이상으로 설측엽이 원추형으로 과잉 발육 및 

돌출되어 결절을 형성한 치아다. 돌출된 형태가 독수리 발톱 모양을 

닮아 탈론교두라 명명되었고, 발생빈도가 낮으며 유치 혹은 영구치 

모두에서 나타난다.22). 

 

탈론교두와 치내치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치내치와 탈론교두가 한 치아에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 드물게 

관찰된다. 국외에서는 Siraci.23)가 하악 중절치에서 치내치와 

탈론교두가 동시에 나타난 사례를 보고했고, 국내에서는 임.24)이 3 명의 

환자의 상악 및 하악 중절치에서 치내치를 동반한 탈론교두가 나타난 

사례를 보고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는 모두 중절치에서 

발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탈론교두를 동반한 치내치가 모두 

측절치에서 발견되었다.  

 

탈론교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상적 문제로는 대표적으로 교합 

간섭이 있으며 그 외에도 혀를 자극하는 것과 심미적인 문제점 등이 

있다. 이러한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합 간섭 부위의 교두를 

삭제해 주어야 하는데 치내치가 동반될 경우 치아 표면이 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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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랑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치수가 보다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이렇게 

탈론교두와 치내치가 동반된 경우에는 보다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교두를 삭제해주어야 한다.25).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치내치의 유전적인 요인을 밝힌 여러 보고가 

있는데, Grahnen.26)는 치내치를 가진 환아에서 그 부모에서는 43%, 

형제 및 자매에서는 32%에서 치내치를 보고하는 가족력을 보인다고 

했다. Casamassimo.27)는 치내치를 동반한 왜소치를 가지고 있는 12 세 

소년의 가족력을 조사하여 치내치와 X 유전자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Hosey.28)는 11 세 소년의 중절치 및 측절치에서 

다발적으로 나타난 치내치가 그의 형제에게서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치내치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현재까지 치내치의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치내치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현 시점에서 치내치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내치와 다른 치아 발육 이상 간의 연관성을 

조사함에 있어 치아수 이상 및 치아형태 이상의 범주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으나,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치아 

발육 이상의 전체 범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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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2006 년 1 월부터 2013 년 7 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만 7 세부터 만 20 세 이하의 환자 중,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 90 명과 치내치를 갖고 있지 않은 환자 

90 명을 연구 대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가지고 치내치의 발생 

양상과 치내치와 치아수 이상 및 치아형태 이상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 대상자 중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는 총 90 명이었으며, 

123 개의 치아에서 치내치가 발생하였다. 치내치 발생에 있어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한 사람에게서 1-4 개의 

치내치가 발견되었으며 그 중 1 개의 치내치를 갖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치내치는 상악 측절치에서 최다 발생 빈도로 

나타났고, 편측성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다. Oehler 분류 중 

Type I 형태의 치내치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2.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치아수 이상의 

유병률은 각각 25.6%와 8.9%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결손치와 과잉치로 나누어 유병률을 조사했을 때 

결손치의 유병률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과잉치의 

유병률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치아형태 이상의 

유병률은 각각 12.2%와 3.3%로 치내치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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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diographic study on association 

of dens invaginatus with dental 

anomalies. 

Kim, Eui-Joo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s invaginatus can be associated with other dental anomalies. 

Through many studies to date, several cases with dens 

invaginatus and other dental anomalies are reported. Dens 

invaginatus can be diagnosed most easily with radiographic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Dens invaginatus in a sample of dental patients and to find out 

association of Dens invaginatus with dental anomalies of number 

and shape using panoramic radiography. 

 

Among new patients with ages between 7 – 20 years who 

attend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during period 

from January 2006 to July 2013, 90 patients with and without 

Dens invaginatus were respectively selected as study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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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oramic radiographs of patients with Dens invaginatus were 

studi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the 

number of Dens invaginatus per person, the most frequent site, 

and the type of Dens invaginatus using Oheler’s classification. 

The difference of prevelence of dental anomalies of number and 

shape between two groups were also analyzed. 

 

Studied tooth number anomaly included congenital missing and 

supernumerary tooth. And tooth shape anomaly included fusion, 

germination, diaceration, taurodontia, talon cusp, dens evaginatus 

and enamel pear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prevelence of Dens invaginatus between males and 

females(P>0.05). One Dens invaginatus showed most 

frequently in the number of Dens invaginatus per person. 

Maxillary lateral incisors were the most common site 

among teeth in the mouth and Type I in Oehler’s 

classification ocuupied most frequently. 

2. The prevelence of tooth number anomal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patients who had Dens invaginatus than 

patients without Dens invaginatus(P<0.05). The 

prevelence of congenital missing was sigificantly increased 

in patients with dens invaginatus(P<0.05),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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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prevelece of tooth shape anomal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patients with Dens invaginatus than patients 

without Dens invaginatus(P<0.05). 

 

 

keywords : Dens invaginatus, Congenital missing, Supernumerary 

tooth, Tooth shape anomaly, Panoramic ra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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