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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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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구강해부학 전공
지도교수 이 승 표( : )

이 은 승

치아사이공간은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위이다.

치주염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협면이나 설면에 비

해 이 부위에서 호발하며 이미 발생한 염증도 이 부위에서 더 쉽게

진행된다 일반적인 잇솔질법으로 이 부위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솔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구.

강위생용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 모형이 필요하고 이 부

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치아사이공간의 정량적 크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널리 쓰이고 있는 삼차원.

가상모형을 이용하여 치아사이공간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

석하였다.

명의 건강한 젊은 성인과 명의 치주염 환자로부터 얻은 치과22 22

모형을 삼차원 가상모형으로 만들고 개의 표지점을 설정하였다 또7 .

한 표지점으로부터 수평 및 관상 가상평면을 만들고 이에 적합하는

바깥쪽과 안쪽의 가상원을 협측과 설측에 설정하고 반지름을 측정하

였다 각 군간의 차이를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Mann-Whitney .

두 군 사이에는 설면의 바깥쪽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치주염 환자군에서 모두 큰.

반지름값을 보였으며 특히 치아사이유두 소실과 관련있는 것으로 생

각되는 안쪽원에서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큰 값을 나타내었

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상모형을 이용한 새로운 삼차원적 치아사

이공간 측정법과 측정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치주염 환자군에서 공간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보조구강위생용품.

효능 검증을 위한 실험 모형을 개발할 때 기준값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삼차원 가상치아 모형 치아사이공간 측정 치실 치간칫솔: , , , ,

치주염 보조구강위생용품 구강건강, ,

학번 : 2010-2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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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치아사이공간 치간공극( , interdental space, interproximal

은 치아와 치아사이에 만들어지는 좁은 틈을 말한다 만들어지space) .

는 위치에 따라 교합부위 치경부위 순면부위 설면부위 등으로 구분, , ,

되어 지나 특히 치경부에서 형성되는 공간이 구강 건강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일반적인 치아사이공간으로 불리고 있다(Fig. 1).

Fig. 1 치아사이공간 보라색( )

이 부위는 건강한 구강 상태에서는 치아사이유두에 의해 막혀있

으며 세균 침투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상피조직이 어떠한 이유.

로 손상되어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정이 힘든 해부학적 구조 때

문에 바이오필름의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치주염으로 이어지

는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Rosing CK et al. 2006,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Bonifacio JD et al. 2011). ,

실패의 주원인 중 하나는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치주조직 소실이다

특히 세정이 쉬운 협면이나 설면보다는 치아사이공(Saini R 2011).

간에서 치주조직의 소실이 일어나기 쉬운데(Albandar JM 2002,

임플란트 고정체 가 구강 내 노출되는Susin C et al. 2004)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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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곧장 침 단백에 의한 막 형성이 고정체에 이루어지고 이는 바이

오필름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임플란트 주위염

으로 발전하여 임플란트 시술 실패로 연결된다(peri-implantitis) (Ahn

SJ et al. 2011).

치아사이공간의 위생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편

리한 도구는 칫솔과 치약이다 올바른 도구와 방법 사용 시 칫솔이 쉽.

게 도달하는 협면 설면 교합면은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있으나 치, , ,

아사이공간의 경우 구강 내에서 가장 접근하기 힘든 부위로 칫솔질만

으로는 청결 유지가 매우 어려워 도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추가도구로는 대표적으로 치실을(Chongcharoen N et al. 2012).

들 수 있으며 미국치과의사협회 에서(American Dental Association)

도 이를 추천하고 있다 치실은 휴대하기 편리(Yost KG et al. 2006).

하고 회성으로 사용되어 위생적이며 치아사이공간의 크기와 관계없, 1 ,

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아사

이공간 위생용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Kinane DF et al. 1992).

용법이 까다롭고 이미 치주염 등의 이유로 치아사이공간이 넓어진 상

태에서는 치은 상부 바이오필름 제거에 덜 효과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치아 인(Gjermo P and Flotra L 1970, Rosing CK et al. 2006).

접면은 해부학적으로 치경부 부근에서 오목한 모양이기 때문에 치실

의 효과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치간솔은 이러한 치실의 단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치.

간솔이 정상인 및 치주환자에서 치아사이공간 세정에 치실보다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게 효과적이거나 최소한 약간 나은 효과를 보인다고

증명되어 왔다 하지만 치간솔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치아사이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다 치간솔의 기본적인 형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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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축에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만들어진 솔이 나선형으로 부착되어 있

어 만약 치아사이공간의 크기에 비해 작은 지름의 솔이 쓰이는 경우

제대로 된 세정효과를 얻기 어렵다 물론 시판되고 있는 치간솔의 솔.

지름 크기는 제품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어 치아사이공간의 상

태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대로 연구된 크기의 치간솔이.

준비되고 합리적인 가이드에 따라 적용된다면 치간솔의 효과는 더욱

증대되고 사용자의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치아사이공간에 관한 연구는 구강 건강보다는

심미성에 치우친 치아사이유두 연구 중심으로 이(interdental papilla)

루어져왔으며 특히 전치부에서 치아사이유두 형태 회복 및 유지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다(Thomason JM et al. 2005, Park YS et al.

치아사이공간의 형태는 곡선과 안쪽으로 형성되는 공간으로2011).

되어 있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측정이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측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Fig. 2).

개발된 디지털 가상모형을 사용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치아를 교합면에서 바라본 모습과 치경선 부위에서Fig. 2.

수평절단한 단면

디지털 가상모형은 역공학기법을 사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며 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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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석고 치과모형을 삼차.

원 스캐너와 전용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고 가시화 시켜 가상모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측정하는 것으로 정확도

는 이미 여러 문헌에서 검증된 바 있으며 치과모형 보관의 문제인 공

간 및 유지가 쉽고 컴퓨터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다시 사용이 가능

하다 특히 거리 측정뿐.(Brosky et al. 2003, DeLong et al. 2007).

만 아니라 각도나 지름의 측정이 가능하고 면적 부피 등의 삼차원적,

측정도 가능하다 측정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연구자간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없고 적절한 측정 파라미터가

형성되는 경우 서로 다른 연구 집단의 측정 결과를 호환하여 비교 분

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정(Lee et al. 2012).

및 치아 수복 분야에서도 및CAD (computer aided design) CAM

을 이용한 가상재구성 및 가상구(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성 기법으로 가상모형이 만들어져 이용되고 있으며 응용 분야는 갈수

록 확대되고 있다(Bindl et al. 2005, Lee et al. 2007, Cheon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가상치과모형을 이용하여 치아사이

공간을 삼차원적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정량적 방법을 개발하고 한국

인의 정상인 모형과 치주환자 모형에서 치아사이공간을 측정하고 비

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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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및 방법.Ⅱ

모형 준비1.

건강한 치주를 가진 성인 명 만 세 과 치주염에22 ( 24.23 ± 0.69 )

이환된 성인 명 만 세 총 명의 악궁 모형을 사용22 ( 49.82 ± 7.23 ), 44

하였다 모형의 선택 시 건전한 제일대구치와 제이대구치를 가지고 있.

는 상악 모형을 남녀 구분 없이 선택하였으며 필요한 표지점을 얻어,

야 할 치은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보철물 등으로 접촉부위가 새로이

형성된 치아가 있는 모형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의학연구윤리심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였다 승인번(IRB

호 S-D20120011).

삼차원 스캔 및 모형 재구성2.

치과용 삼차원 재구성 시스템인 Autoscan system for dental

을 이용하여applicationTM (ASDA; INUS technology INC, Korea)

가상모형을 제작하였다 먼저 시스템의 스캐너. 3-D (optoTOP-HE,

로 회 반복 촬영하여 언더컷Breukmann, Germany) 10-20

부위를 포함한 전체 외형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삼각(undercut) ,

화 과정을 거쳐 다면체모형 으로 재구성(polygonal model)

하였다 삼차원 재구성 소프트웨어인(reconstruction) . RapidForm

에서 정합과정을 거쳤다XO (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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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먼저 공통되는 특징적인 점들을 각각의 촬영 모형에서 표

기하고 이 점들을 기준으로 모형들을 정렬한 다음 융합 과(merging)

정을 거쳐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었다 중첩된 영역들은 이 과정에서.

제거되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하나의 모형이 만들어졌다.

모형의 측정 및 분석3.

를 이RapidForm 2004 (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

용하여 각 모형의 상악 좌 우측 제일대구치와 제이대구치에 좌우측,

구분없이 표지점을 지정하고 각 점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항목의 값을

측정하였다.

표지점은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일대구치의 원심측 변

곡점과 제이대구치의 근심측 변곡점을 교합면부와 치경부 모두에서

얻어내었다 또한 두 치아간의 접촉점을 추가로 표지하여 총 개의. 5

점을 얻어내었다 표지점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Fig. 3).

1) P1: the distobuccal inflection point on the occlusal line

제일대구치의 교합측 원심협측 변곡점of the first molar,

2) P2: the distobuccal inflection point on the cervical line

제일대구치의 치경측 원심협측 변곡점of the first molar,

3) P3: the mesiobuccal inflection point on the occlusal

제이대구치의 교합측 근심협측 변곡점line of the second molar,

4) P4: the mesiobuccal inflection point on the cervical

제이대구치의 치경측 근심협측 변곡점line of the second molar,

5) P5: the contact point between the first molar and the

제일대구치와 제이대구치간의 접촉점second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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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king reference points.

얻어낸 표지점을 이용하여 치아사이유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두 가상평면을 소프트웨어 상에서 다음과 같이 형성하였다(Fig. 4).

1) Pl1: the approximate plane consist of P1 - P2 - P3 -

를 포함하는 가상근사평면P4, P1 - P2 - P3 - P4

을2) Pl2: the parallelly translated plane of Pl1 to P5, Pl1

까지 평행이동 시킨 가상평면P5

은 점 개를 이용한 가상근사평면은 의 자체Pl1 4 RapidForm 2004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상에서 구하였다.

Fig. 4 Generation of virtual planes using the reference

points. a) Pl1, b) Pl2

형성된 개의 가상평면으로 준비한 모형을 분할하여 조사하고자2

하는 치아사이공간 부위를 얻어내고 바깥쪽과 안쪽의(Fig. 5 (a), (b))

단면에 들어맞는 원을 새로 만들어 치아사이공간의 반지름을(fitting)

구하였다 동일한 과정을 설측에서도 시행하여 설측(Fig. 5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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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사이공간을 나타내는 반지름을 측정하였다 협측(Fig. 5 (e), (f)).

과 설측에서의 치아사이공간의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1) R1: the radius of outer circle of buccal interdental

협측 치아사이공간의 외측 원의 반지름space,

2) R2: the radius of inner circle of buccal interdental

협측 치아사이공간의 내측 원의 반지름space,

3) R3: the radius of outer circle of lingual interdental

설측 치아사이공간의 외측 원의 반지름space,,

4) R4: the radius of inner circle of lingual interdental

설측 치아사이공간의 내측 원의 반지름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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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vided virtual model and the outer and inner

circles of interdental space. a), b) divided virtual model by

generated virtual planes, c) the measurement of R1, d) the

measurement of R2, e) the measurement of R3, f) the

measurement of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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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적 분석4.

모든 통계는 로 시행하였다SPSS 11.5 (SPSS Inc. IL, USA) .

신뢰도 분석1)

관찰자 내 재현성 평가를 위해서 무작위로 선택한 개의 모형을12

대상으로 협측의 치아사이공간 부위를 반복측정 하였으며 급내 상관

계수 를 이용해 측정치의 신(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뢰도를 계산하였다.

평균값 계산2)

각 항목에서 구해진 값들의 평균값 과 표준편차(mean) (standard

를 구하였다deviation, S.D.) .

평균치 비교3)

검정 을 이용하여 연Mann-Whintey U (Mann-Whitney U-Test)

령 그룹 간 통계학적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평균.

값의 차이를 구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은 를 기준으로 하, (a) 0.05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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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Ⅲ

본 연구에서는 삼차원 가상 치과모형을 이용하여 치아사이공간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치간솔 사용 시 세정되는 공간의.

범위를 감안하여 각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변곡점들을 지정하여 표지

점으로 정하였고 이들을 이용하여 가상벡터와 가상평면을 형성하였,

다 설정된 가상평면에 기반하여 가상모형을 분리하여 원하는 부분만.

얻은 뒤 이 부위의 바깥쪽 지름과 안쪽 지름의 크기를 측정하여 치간

솔이 작용하는 부위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측정 결과의 확인과 실제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젊고 건강한

성인군과 치주염에 이환된 환자군에서 측정을 시행하고 비교하여 보

았다 에서 보여지듯이 설측 바깥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치. Table 1

주염 이환군의 측정값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설측보다는 협측에서의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1. Group differences in the radii of interdental

space (mm)

Mean ± SD Max. - Min. Mean ± SD Max. - Min. Mean Percent

Buccal side  outer circles** 0.849 ± 0.103 1.153 - 0.568 1.154 ± 0.131 1.360 - 0.948 0.305 35.921

 inner circles** 0.160 ± 0.058 0.302 - 0.084 0.615 ± 0.139 0.844 - 0.351 0.454 282.986

Lingual side  outer circles  0.894 ± 0.115 1.078 - 0.629 0.963 ± 0.115 1.161 - 0.806 0.069 7.720

 inner circles** 0.144 ± 0.034 0.237 - 0.100 0.351 ± 0.110 0.593 - 0.183 0.206 142.612

Region
Normal group Periodontitis group Mean difference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independent Mann-Whitney test

between group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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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Ⅳ

본 연구에서는 치아사이공간의 크기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실제 측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이 부위의 건강 유.

지를 위한 세정용품의 개발로 연결될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치아사이공간 세정용품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정상인이나 환

자를 대상으로 세정용품을 사용하게 한 후 직접 구강 내에서 치태지,

수 치은염지수 치아사이출혈지수(plaque index), (gingivitis index),

치은퇴축도 등을 사용하거(Eastman inderdental bleeding index)

나 연구 목적에 맞도록 약간 변형한 형태의 지수를 만들어 사용하여

왔다. (Kingman A et al. 2002, Dhingra K and Vandana KL

하지만 이러한 임상 연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단점이2011).

있다.

직접적으로 일반인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 문1)

제 등 연구를 위한 준비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대상자의 세정용품 사용습관이나 숙련도에 의존하게 되어 동일2)

한 기구를 사용하더라도 결과에 있어 개인 편차가 발생하고 연구의

반복재현성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지수의 측정 역시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3)

문에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비록 한 관찰자가 측정을 하더라도,

한 대상을 상대로 동일한 상황의 반복 측정이 불가능하여 판단의 객

관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지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 연구자에 따른 보완 변형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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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연구별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참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

구 결과의 축적을 위해서도 통일된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며 기존 지

수와 같은 순위척도 이 아니라 정량적인 값을 갖는 비(ordinal scale)

척도 분석 방법이 개발되어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ratio scale)

연구 결과 분석이 가능해진다.

물론 실험실 모형은 임상 연구에 비해 한계가 있으나 잘 만들어

진 실험실 모형을 활용한다면 임상 실험에서의 오류와 시행착오를 크

게 줄일 수 있다 등은(Chongcharoen N et al. 2012). Wolff(2006)

치간솔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치아를 이용한 실험실 모형

을 고안하였다 사람의 대구치를 레진에 심은 뒤 분리하여 치간솔에.

의한 치아사이공간 세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크기 별로

단계로 나누었다 치간솔은 각기 다른 지름과 강도를 가진 종의 솔4 . 6

을 준비하여 효과를 확인한 결과 솔의 강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

으며 일반적으로 솔의 지름이 굵을수록 기능이 우수하였다 하지만 정.

상인에 가까울 것으로 추측되는 가장 작은 치아사이공간에서는 부드

러운 솔의 경우 큰 지름이 작은 경우에 비해 효과가 낮은 결과도 나

왔다 이에 대해서는 좁은 공간에 부드럽고 과하게 큰 솔이 들어가는.

경우 낙하선처럼 치아사이공간을 덮어씌우며 달라붙게 되어 솔이 휘

어지며 발생하는 에너지의 전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하였다 물론 이러한 실험실 모형은 저자도 인정하듯이 본질적으로 완.

벽한 환자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치과질환의 큰 원인인 바이오필름 제거 능력에 대해서는 결과를

추측하기 어렵다 결국 실험실 모형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은 뒤.

이를 토대로 임상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임.

상 실험과 연계를 맺던 아니던 어떤 경우에라도 세정용품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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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제대로 만들어진 실험실 모형이 필요하고 치아

사이공간에 대한 해부학적 정보와 지식은 모형 제작의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치아사이공간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공간의 특수한 형태 때문

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객관적 측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론에.

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가상모형을 사용한 측정

을 시행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였다 모든 표지점들은 숙.

달된 관찰자가 점을 인기하였으며 반복재현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P1

부터 의 위치는 변곡이 형성되는 즉 뺨쪽에서 치아사이 공간으로P4 ,

꺽어지는 부위에 표지점을 형성하였으며 교합면쪽과 임상적 치경선

부위를 선택하여 일반적으로 잇솔질을 할 때 세정이 일어나는 부위를

제외한 공간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평면을.

이라 규정하고 바깥쪽원을 만들기 위한 평면으로 사용하였다 안쪽Pl1 .

원의 경우 부위의 재형성이 어려운 삼차원 스캐너의 특성undercut

과 대구치의 접촉면은 거의 평면 혹은 약간 오목한 모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두 치아의 접촉점에서 평면을 형성하고 안쪽원의 반지름을

구하였다.

전체적인 측정 과정에서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객관성

을 확보하였으나 표지점의 생성은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는 한계가 있다 비록 반복재현성을 통계학적으로 검증하였지만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변곡점의 선택 역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최근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치과.

용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고 개선한다면 이러한 한계 역시 극CAD

복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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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 치주환자로 설정한 모형의 치간사이공간 평균값은

예측가능한 바와 같이 젊은 성인군에 비하여 혀쪽 바깥원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주염이 세정.

이 쉬운 뺨쪽 혀쪽면보다 치아사이공간에서 더욱 잘 일어나고,

정도도 심하여 공간이 커진다는 기존의 연(Rosing CK et al. 2006)

구와 일치한다 치간사이공간이 넓어지면 세정(Susin C et al. 2004).

이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미 치주낭이 형성되어

치은 아래로 바이오필름이 쉽게 존재하게 되고 치주염으로 이환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 한 예로 치은 퇴축이 발생한 경우 치간사이공간과.

협측 치은열구에 분포하는 주 세균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치간사이공간에서는 치은 퇴축(Gjermo P and Flotra L 1970).

발생 시 치은염이 나타나고 주로 그람 음성 세균이 분포하여 치주염

환자에서 발견되는 세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세정이 비교적 쉬운,

협측에서 치은 퇴축이 일어났을 때에는 염증이 보이지 않고 주로 그,

람 양성 세균이 나타나 건강한 치은에서 발견되는 균의 양상과 비슷

하다(Gjermo P and Flotra L 1970, Beck JD and Koch GG 1994,

또한 치주염 이환군의 경우 공간크기 증Joshipura KJ et al. 1994) .

가 비율이 뺨쪽이 혀쪽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는 데 치간솔이 치아사

이공간 세정에서 뺨쪽의 세정이 혀쪽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보고

에 비추어 치아사이공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Yost KG et al. 2006)

위생용품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의 크기에서는 뺨쪽이나 혀쪽 모두 바깥쪽원보다 안쪽원 반

지름의 크기 변화가 컸으며 치간솔의 모양은 이러한 해부학적 형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치간솔의 모양에 따른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서 원뿔형보다 원통형의 치간솔이 약간 더 효과적이며 아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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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간솔의 효과가 가장 낫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Chongcharoen

이러한 결과는 실험실 모델N et al. 2012, Rosing CK et al. 2006).

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대개 치간

솔 사용 시 뺨쪽에서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고 혀쪽에서는 잘 이루

어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어떠한 모양의 치간솔이 만들어 지.

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가상치과모형을 이용한 새로운 삼차원적

치아사이공간 측정법과 측정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치주염 환자군에서

공간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보조구강.

위생용품 효능 검증을 위한 실험 모형을 개발할 때 기준값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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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

보조구강위생용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 모형이 필

요하고 이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치아사이공간의 정량적

크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널리 쓰이고.

있는 삼차원 가상모형을 이용하여 치아사이공간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명의 건강한 젊은 성인과 명의 치주염 환자로부터 얻은 치과22 22

모형을 삼차원 가상모형으로 만들고 개의 표지점을 설정하였다 또5 .

한 표지점으로부터 수평 및 관상 가상평면을 만들고 이에 적합하는

바깥쪽과 안쪽의 가상원을 협측과 설측에 설정하고 반지름을 측정하

였다 각 군간의 차이를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Mann-Whitney .

두 군 사이에는 설면의 바깥쪽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치주염 환자군에서 모두 큰.

반지름값을 보였으며 특히 치아사이유두 소실과 관련있는 것으로 생

각되는 안쪽원에서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큰 값을 나타내었

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상모형을 이용한 새로운 삼차원적 치아사

이공간 측정법과 측정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치주염 환자군에서 공간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보조구강위생용품.

효능 검증을 위한 실험 모형을 개발할 때 기준값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8 -

참고문헌

Ahn SJ, Han JS, Lim BS, Lim YJ (2011). Comparison of

ultraviolet light-induced photocatalytic bactericidal effect on

modified titanium implant surface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6(1):39-44

Albandar JM (2002). Periodontal diseases in North America.

Periodontol 2000 29:31-69

Beck JD, Koch GG (1994).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experiencing periodontal attachment loss as gingival recession

or probing depth. J Periodontal Res 29(4):290-298

Bindl A, Mormann WH (2005). Marginal and internal fit of

all-ceramic CAD/CAM crown-copings on chamfer

preparations. J Oral Rehabil 32(6):441-447

Bonifácio JD, Aquino DR, Franco GC, Cortelli SC, Cogo K,

Guimarães dos Santos J, Costa FO, Cortelli JR (2011).

Prevalence of periodontopathogens in a black Brazilian

secluded community matched with a black urban population.

Community Dent Health 28(4):301-304

Brosky ME, Major RJ, DeLong R, Hodges JS (2003). Evaluation

of dental arch reproduction using three-dimensional optical

digitization. J Prosthet Dent 90(5):434-440



- 19 -

Cheon SH, Park YH, Paik KS, Ahn SJ, Hayashi K, Yi WJ, Lee

SP (2008). Relationship between the curve of Spee and

dentofacial morphology evaluated with a 3-dimensional

reconstruction method in Korean adult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33(5):e7-14

Chongcharoen N, Lulic M, Lang NP (2012). Effectiveness of

different interdental brushes on cleaning the interproximal

surfaces of teeth and implants: a randomized controlled,

double-blind cross-over study. Clin Oral Implants Res

23(5):635-640

DeLong R, Knorr S, Anderson GC, Hodges J, Pintado MR

(2007). Accuracy of contacts calculated from 3D images of

occlusal surfaces. J Dent 35(6):528-534

Dhingra K, Vandana KL (2011). Indices for measuring

periodontitis: a literature review. Int Dent J 61(2):76-84

Gjermo P, Flotra L (1970). The effect of different methods of

interdental cleaning. J Periodontal Res 5(3):230-236

Joshipura KJ, Kent RL, DePaola PF (1994). Gingival recession:

intra-oral distribution and associated factors. J Periodontol

65(9):864-871

Kinane DF, Jenkins WM, Paterson AJ (1992). Comparative

efficacy of the standard flossing procedure and a new floss



- 20 -

applicator in reducing interproximal bleeding: a short-term

study. J Periodontol 63(9):757-760

Kingman A, Albandar JM (2002). Methodological aspects of

epidemiological studies of periodontal diseases. Periodontol

2000 29:11-30

Lee SP, Delong R, Hodges JS, Hayashi K, Lee JB (2008).

Predicting first molar width using virtual models of dental

arches. Clinical Anatomy 21(1):27-32

Lee SP, Nam SE, Lee YM, Park YS, Hayashi K, Lee JB (2012).

The development of quantitative methods using virtual

models for the measurement of tooth wear. Clin Anat

25(3):347-358

Park YS, Chang MS, Lee SP (2011). Three-dimensional

topography of the gingival line of young adult maxillary

teeth: curve averaging using reverse-engineering method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6(6):1217-1224

Rosing CK, Daudt FA, Festugatto FE, Oppermann RV (2006).

Efficacy of interdental plaque control aids in periodontal

maintenance patients: A comparative study. Oral Health Prev

Dent 4(2):99-103

Saini R (2011). Oral biofilm and dental implants: A brief. Natl

J Maxillofac Surg 2(2):228-229



- 21 -

Susin C, Oppermann RV, Haugejorden O, Albandar JM (2004).

Periodontal attachment loss attributable to cigarette smoking

in an urban Brazilian population. J Clin Periodontol

31(11):951-958

Thomason JM, Ellis JS, Jovanovski V, Corson M, Lynch E,

Seymour RA (2005). Analysis of changes in gingival contour

from three-dimensional co-ordinate data in subjects with

drug-induced gingival overgrowth. J Clin Periodontol

32(10):1069-1075

Wolff D, Joerss D, Dorfer CE (2006). In vitro-cleaning efficacy

of interdental brushes with different stiffness and different

diameter. Oral Health Prev Dent 4(4):279-285

Yost KG, Mallatt ME, Liebman J (2006). Interproximal gingivitis

and plaque reduction by four interdental products. J Clin

Dent 17(3):79-83



- 22 -

- ABSTRACT -

Development of interdental space
measurement methodology using virtual

dental models

Eun-Seung Lee D.D.S.

Program in Oral Anatomy,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 Professor, Seung-Pyo Lee, D.D.S.,
M.S.D., Ph.D.)

Interdental space is important for maintaining dental health
because periodontitis is more prevalent and severe in this place
than free surfaces. Conventional tooth brushing is not sufficient to
clean and to keep clean, therefore interdental brush or floss silk is
suggested as effective interdental cleaning aid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new interdental space measurement method
using 3-D virtual models.
Maxillary dental casts were scanned and rendered as 3-D virtual
models. Five reference points representing interdental space were
registered on the virtual models buccal and lingual side,
respectively. The outer and inner circles were generated fitted to
those planes based on least-squares method. The radii of circles
were measured in both buccal and lingual interdental spaces,
respectively. Mann-Whitney tests were applied to assess group
differences in interdental spa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adii of all comparisons
between two groups (p < .001), with the exception of outer circles
of lingual interdental spaces (p = .098). Especially, the maximum
difference was shown in the inner circles of buccal interd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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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In this study, new measuring method using 3-D virtual models
were developed an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compared.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meaningful references for designing
an interdental brushes and in vitro test model fabrication.

.

---------------------------------------------------------
Key words: interdental space, measurement methodology, virtual
dental models
Student number: 2010-2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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