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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치과 교정치료의 질 보장을 위한
자가평가시스템 개발
연구 목적
다양한 교육배경과 임상경력을 가진 의료인들에 의해 제공된 치료결과는 일정 정도
변이의 폭을 가진다. 최상위 전문가들의 황금표준은 지표로 객관화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하는데 활용된다. 치과교정 분야의 교합지표는 정량적 측정을 허용하며
이상적인 치료 기준을 명시화한다. 우리나라에서 치료결과 평가의 대부분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의료기관의
교정치료 결과를 외국의 교합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질 평가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치료 효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실용적인 한국형 자가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2010 년에서 2013 년 8 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치료 전후 치아모형이 보관되고, 치료 전 영구치열 상태였던 90 증례를
추출하였다. 혼합 치열기, 악교정 수술, 부분 교정치료를 받은 증례는 제외되었다.
표본의 70%가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23 세 5 개월, 평균 치료기간은 23 개월이었다.
20 세 이상은 53.3%, 비발치 교정치료 48.9%, 앵글 부정교합 1 급 56.7%, 2 급 23.3 %,
3 급은 20%를 차지하였다.

PAR 와 ABO-OGS 두 지표로 치료 전 부정교합과 치료결과의 수준을 후향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여 각 지표의 특성을 이해하였다. 환자의 특성에 따른 치료 전 부정교합과
치료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초기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치료결과 차이, 치료기간

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과 지표 간 상관관계, 지표 간 항목 비교를 바탕으로
초진에서 치료 종료 이후에 걸쳐 어떠한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치료결과평가
지표를

구성하였다.

치료

진행과

결과의

평가로부터의

정보를

의료기관

구조와

치료절차에 피드백 하는 치과 교정치료 Quality Assurance 자가평가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결과
PAR 의 치료결과 평가는 평균 72 퍼센트였고, ABO_OGS 는 평균 33 점으로 기존 연구
수준에 상응하였다. PAR 에 의한 치료결과의 97.8%가 양호 기준을 통과한 반면,
ABO_OGS 에 의한 치료결과의 34.4%만이 양호 기준을 통과하였다. ABO-OGS 는
일상적인 진료기준으로 설정하기에 지나치게 엄격한 표준이었다. PAR 의 Outcome
평가방식은 동일항목을 치료 전후에 측정하도록 하여 치료에 의한 개선량을 확인시켰다.
ABO-OGS 는 치료 전 중증도에 따른 치료결과 민감도가 높아, 치료마무리 평가에 관대한
PAR 에 비해 결과 관리의 도구로 더 적합하였다. ABO-OGS 평가 통과 그룹과 PAR
평가만 통과한 그룹의 치료기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교합지표들의

여섯

가지

공통

세부항목을

추출하고,

상관관계분석을

근거로

두부계측방사선 측정치를 첨가하였다. 여기에 PAR 의 부정교합 심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환자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Outcome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교정치료 전 과정에
걸쳐 평가 가능한 치아모형 항목(14 개)와 두부계측방사선 항목(4 개)을 구성하였다. 이를
실제 대표적인 세 유형인 크라우딩, 개방교합, 2 급 구치부 관계의 교정치료 결과평가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개별 치과의료기관은 체계적으로 교정치료 결과의 지속적 모니터링, 의료기관의 구조
및

진료절차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자가평가지표를

제안하였으며,

구조지표(6 항목), 과정지표(6 항목), 결과지표(6 항목)로 구성하였다. 각 지표는 기술적

평가와 대인관계 평가로 구분된다. 이 자가평가지표는 교정치료 Quality Assurance
시스템의 틀 내에서 활용된다. 치료 진행 중에도 중간 Outcome 평가를 통한 동시적
모니터링 가능하며, 기타 구조 및 과정지표의 정보가 수집 및 분석되어 치과의료기관의
구조와 절차에 대한 재조정의 유용한 원천이 되고, 치과의사 및 진료와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들의 교육 및 동기부여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교정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행태변화를 이끌어내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개선 및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Outcome Assessment 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지표에 의한 측정과 교정
질 관리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외국의 교합지표로 국내 선도적인 치과병원들의 교정치료
결과를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여, 치료 과정 중에도 동시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하고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결과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교정치료 의료 질 보장 시스템의
틀에 기반하여 치료결과에 영향을 주는 구조평가지표, 과정평가지표를 구성하였고,
결과평가지표와 한 묶음으로 활용하도록 자가평가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자가평가시스템, 질 관리 시스템, 결과 평가, 치과 교정치료, 의료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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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의료의 질 보장은 생산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이며, 건강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소망이다.

합리적 수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적 규범에 적절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며, 책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환자들의 지식 향상과 함께
권리의식의 진보를 통해 의료의 ‘질’을 따지고, 의료분쟁을 증가시키고,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정책의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김, 2014).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가 집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 그리고 국가의 보건
의료 기획자들은 의료의 질에 집중하나 이해관계는 상이하다. 보건의료 정책입안자들은 적
은 비용으로 동일한 치료 효과를 내거나, 비용을 줄이는데 역점을 둔다. 인터넷의 발달로
건강과 전문적인 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환자들은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의사환자의 의사소통 간극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치료결과를 얻고자 한
다. 의료시술자들은 비용에 제한 받지 않는 환경에서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급성 증상이 적고, 치료 기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특성
상, 치과 교정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치료 관련 정보에 더욱 민감하다. 10-20년 간의
자료를 통하여, 치과대학 병원의 교정과 내원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경제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교정치료에 대한 의식변화로 내원환자수가 증가하리라 예상하였다
(양, 1995; 황 등, 2001; 윤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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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들도 있다. 질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전문의제 정책의 도입이다. 1962년 무기한 연기되었던 치과의사전문의제(한,
1994)가 시작되어, 2014년부터 전문의의 치과전문과목 표방이 허용되었다. 이미 치의학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전문화, 세분화가 의료현장에서 현실화 될 분수령에 이르렀다.

전문의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지정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의료법 제55조, 전문의의 수련
및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전문의제도의 의의는 임상 각 분야에서 단일과목을
전공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료 전과목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기를
교육받은 일반의사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진료기능을 의료전달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료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치과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는 기본 취지가 일차의료와 이차의료를 구분하자는 것이라
하였다(서울대학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2001). 이는 일반의사와 일차 진료가 폭 넓게
제공된 후 난이도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과학적 기술적 질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에 기반한 것이다.

치과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이다. <그림 1>과 <표
1>은 우리나라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면허치과의사 수를 근거로
치과 전문의 수를 추계한 자료가 <그림 2>와 <표 2>에 제시되었으며, 2014년 현재 전체
면허치과의사 수를 기준으로 하여 치과전문의는 약 6.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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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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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현황
전문과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구강악안면외과

30

55

53

76

53

66

60

393

치과교정과

40

47

57

49

47

48

44

332

치과보철과

46

49

53

40

61

38

42

329

치과보존과

35

37

39

36

35

42

42

266

치주과

36

33

38

38

38

36

40

259

소아치과

30

28

26

24

31

31

28

198

구강내과

4

8

9

5

5

8

11

50

구강악안면방사선과

0

1

0

2

1

3

2

9

구강병리과

0

0

0

2

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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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치과

0

0

0

0

0

0

1

1

<표 2> 우리나라 치과전문의 인원 추계
신규

면허

치과의사

치과의사

전문의 수

연도

치과의사수

치과의사수 누계

전문의수

전문의수 누계

퍼센티지

2008

797

24,290

220

220

0.9

2009

760

25,050

258

458

1.8

2010

760

25,810

280

738

2.8

2011

760

26,570

280

1,018

3.8

2012

760

27,330

280

1,298

4.7

2013

760

28,090

280

1,578

5.6

2014

760

28,850

280

1,858

6.4

2015

760

29,610

280

2,138

7.2

2016

760

30,370

280

2,418

7.9

2017

760

31,130

280

2,698

8.6

2018

760

31,890

280

2,978

9.3

2019

760

32,650

280

3,258

9.9

2020

760

33,410

280

3,53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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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전체 치과의사 수와 치과의사 전문의 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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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교정과는 구강 악안면 외과 전문의 다음으로 많은 전문의를 배출한다. 2020년까지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전문의 제도 시행 이전부터 이미 수십 년간 치과 교정과 수련을 이행한 치과의사들이
치과교정 치료를 담당하여 왔으며,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배출된 인정의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전국의

다양한

수준의

부정교합

환자들이

330여명의

교정전문의의

치료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교정 환자의 양적인 팽창과 교정과 의사의 질적 수준 차별화는 의료의 질에 대한
고민을 요구한다. 세분화와 단계화가 심화될수록 의료서비스 변이의 폭은 넓고 깊어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에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뷰오리,
1982). 다양한 선택이 주어진 긍정적 혜택은 동시에 알 수 없는 위험을 안아야 하는
반대급부도 염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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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교수였던 Moyers는 세 가지 수준에서 교정치료의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치과 교육, 전문의 교육 그리고 진료 현장(Moyers, 1990).
치과 교육 현장에서는 개별 치과대학의 신임과 국가 면허 시험을 통한 질 관리, 전문의
교육 수준에서는 전문의에 대한 신임과 전문의 자격부여과정으로 질 관리를 하며, 진료
현장에서는 전체 시술자들의 정기적인 자격요건 점검과 의무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질
관리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치과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서, 치과의사들이 가진 교정학 지식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최소한의 교정 임상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교육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교정학에 대한 불충분한 학부교육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더불어
다수의

부적절한

교정

단기코스로부터

대중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

치과의사들은 지속적으로 부정교합을 치료할 것이고 끊임없이 교정교육을 받고자 할
것이나, 기타 다른 치과 영역과 달리, 포괄적인 교정치료 수행을 위한 임상적 기술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내실을 갖춘 실용적 교육훈련형식의 한계를 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치과의사가 치과대학을 졸업할 때, 어느 수준의 교정학에 대하여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었다 (Moore와 Erickson,
1988; Gorczyca 등, 1989; Behrents와 Keim, 1991). Behrents와 Keim은 American Dental
Association을 통해 치과대학 졸업생들은 유치, 혼합치열기, 그리고 영구치열기에서의
부정교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제한적이지만 발육이상과 획득된 비정상상태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Moore 와 Erickson, Gorczyca 등도 졸업하는 치과의사들은 부정교합을 인지해야 하고
어느 환자가 의뢰대상인지 누구에게 보내져야 하는 지, 어느 발육 단계에서 의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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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지 등 전체적인 치과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교정환자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질 관리의 해답이 교육 이외의 outcome standard에 있다는 연구도 있다 (Lavelle, 2004).
캐나다 마니토바 치과대학의 Lavelle교수는 증례선택, 장치 디자인, 치료시기 등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이 생산되어 비용효과 및 비용혜택적인 관점에서 교정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3자 의료보험의 급여 요건에 맞는 선택적 진료를 염려하는 주된 이유는
outcome

standard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비전문의와

환자들이

전치부

심미치료를 우선시하는 세태에 의해 더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균형적 안모와
적절한 치아 경사와 더불어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교합의 발달에 집중하는 전문의들의 치료
목적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하였다.

교정 전문의와 일반치과의사의 교정치료의 결과를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
(ABO) 지표로 평가하고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Abei, 2004). 이 연구에서 교정
전문의의 치료 결과가 유의하게 일반치과의사의 치료 결과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환자들은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

한편,

노르웨이

치과대학의

교정과에서는

교정치료의

환자

중심적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Fernandes, 1999). 전통적으로 치료결과는 전문가적으로 정해진
계측법, 범주형 잣대나 임상검사, 방사선 사진, 치아모형에서 확보한 indexes를 활용한
outcome quality를 논하여왔으나, 의료제공자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도 결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갑론을박 속에서 중심적인 질문은, 의료의 질이란 무엇인가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이다.
의료의

질이란

보건의료의

과학기술로

무엇이

달성가능하고

어떻게

달성하는

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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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면서 동시에 보건의료 전문직들에 의해 또는 그들을 통해 적용되는 과학과 기술의
수준과 정도이며, 의료의 질 보장이란 넓게 보아 보건의료의 질을 규명하고,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고 하였다 (한국의료 QA 학회, 도나비디언, 1996).

이러한 의료의 질이 보장되는 틀은 다음의 그림으로 설명되고 있다(그림 3).
<그림 3> Quality Assurance의 구성요소 (QA 학회지 1996)

의료 질 보장(QA)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체계의 설계 즉 시스템 디자인’과 ‘업무
모니터와 조정’을 이른다. 후자는 보다 일상적인 의미의 ‘의료 질 보장’이며, 과학과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우리의 성공 정도를 평가하는 성과 모니터링이다.

성과 모니터링은 진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질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첫 번째 조치는, 체계의 재조정으로, 진료 관련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교육적 동기부여적 활동으로 행동을 개선시키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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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이다. 체계의 설계(시스템 디자인)과 성과 모니터링은 상호 지원하며 짝을 이루고, 성과
모니터링과 체계의 재조정은 지속적이고 끝이 없는 상호 작용으로 질 향상 주기(사이클)라
불린다(한국의료 QA 학회, 도나비디언, 1996).

성과 모니터링과 같은 질 평가(Quality Assessment)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평가방법과 수단을 포함한다. 질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의 결과를 이용한다. 질 보장(Quality Assurance)은 실제적인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과제를 실행하는 제반 활동을 이른다. 즉, 질 보장(Quality Assurance)은 질 평가(Quality
Assessment)를 기반으로 하고 질 향상/개선(Quality Improvement)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총제적 질 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 이하 TQM)는 과정, 결과
서비스 전반에 지속적인 향상(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을 추구하는 질 관리
기법이다. 이 때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적 질 향상과 관리를 강조한다. 최근엔
성과향상(Performance Improvement)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의학적 측면을 넘는 개념을
강조한다 (Harrigan, 1999; 김 등, 2014).

질 평가나 성과 모니터링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나 병원신임평가 등 외부 주도로
수행되기도 하나, 전문가 스스로 질의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질을 개선시킬 기회로 여겨
수행할 수도 있다. 문제 규명은 이미 발생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전문가 그룹이 계획하에 주기적으로 질을 감시할 수도 있다.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혼재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원칙은 Williamson 이 주창한 성취 가능한
최대편익(”Maximum Achievable Benefits”)이다 (한국의료 QA 학회, 도나비디언, 1996). 높은
빈도를 보이는 문제, 문제 규명 가능성, 문제의 중요성, 의료적 중재에 대한 순응도, 문제의
자연사, 진료비, 진료의 질 변이의 폭, 진료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Vouri,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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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의 지표가 되어 의료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 가지 종류의
정보가 있다: 구조, 과정, 결과 (Donabedian, 1980). 구조는 진료가 행해지는 환경으로,
체계의 설계/시스템 디자인과 상통한다. 과정은 의료 시술자가 환자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얼마나 잘 하였는지 그리고 환자 스스로 자신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잘 하였는지
설명하는 과정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실제 의료 현장에 보건의료의 과학과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결과는 치료의

과정으로부터 기대되거나 실제 달성된 성취를 이른다. 이는

기능이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변화뿐 아니라, 지식, 행동, 환자 만족도의 변화로도
귀결된다.

평가항목(Criteria)과 표준(Standard)은 구조, 과정, 결과로부터의 정보에 적용하여 의료의
질이 좋은지 아닌지 가늠하게 하는 척도이다 (한국의료 QA 학회, 도나비디언, 1996).
평가항목은 질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과정, 결과의 특성이며, 표준은 양질을
정의하는 특이적, 정량적 측정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교정 치료 결과의 ‘치아 사이
공간’은 하나의 평가항목이 되며, 표준은 0mm 이다. 이러한 평가항목과 표준은 가능한
최고의 의료를 위해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헌 및 전문가의 지식과 견해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실제 의료 현장의 경험에서 추출되는 평균적인 진료나 선두적 의료기관의
진료나 지도적 위치의 전문가들의 진료로부터도 생성될 수도 있다 (Vouri, 1982).

질 보장은 현재 상태의 의료 질의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 즉 질 평가로부터 출발한다. 질
평가의 핵심은 치료결과의 평가에 달려있다. 치료결과 평가는 치료의 목표를 정하고,
표준을 설정하며, 측정 가능한 완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Deguchi, 2005).

평가항목과 표준이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암묵적”인 방법과 “명시적인” 방법이다 (Vuori, 1982). 암묵적인 방법은 단순히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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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기준과 표준을 사용하여 치료 후 진료 기록과 치아모형 등의 실제 자료를 주고
진료 과정과 결과에 대한 판단(양질 또는 수용 불가)을 구하는 것이다. 이 때 사용된 기준과
표준은 공표된 것이 아니며, 평가 후에 질문을 통해 확인 및 평가될 수 있다.

명시적인 방법은 전문가 집단을 소집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무엇이 적정 진료인지, 그
진료의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규명하도록 하여 명확한 기준과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결과평가 지표처럼 이미 증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며,
수행하는 일은 단지 정보를 모아 명시적 항목에 따라 표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두 방법 모두 장점과 한계가 있다. 명시적 방법은 일단 형성되면 쉽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모든 범주의 증례나 변종들을 쉽게 포함시킬 수 없어
융통성이 없는 측면이 있는 반면, 암묵적 기준에 의한 판단은 매우 유연하나 전문가의 시간
비용이 들며 개별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의료 QA 학회,

도나비디언, 1996).

전통적으로 의료 질의 평가는 의료전문직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내재화된 기준에
의존한다. 교정치료 결과의 평가도 전통적으로 의료전문직의 경험과 주관적 견해에 의해
수행되었다 (Dyken, 2001).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기준을 객관적 항목으로 체계화시킨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Richmond et al 1992;Casko et al 1998).

지표와 같은 명시적 기준의 바람직한 특성은 증례들을 검사하는 데 효율적이어야 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바람직한
특성들로 1) 증례 관리와 결과에 대한 중요성, 2) 다양한 증례의 적용가능성 3) 의료기록 내
정보 가용성 4) 적정 수준의 엄격성, 거의 모든 증례가 통과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
엄격하거나 거의 모든 증례가 받아들여질 만큼 관대하여도 안 된다 (한국의료 QA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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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비디언, 1996). 교정 치료 결과 연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척도는 교합지표(Occlusal Index)이며, 신뢰도, 타당도, 수정의 용이성, 정량화, 훈련
시 조사자가 신속히 적용할 수 있을 때 이상적이라 하였다 (DeGuzman, 1995).

교합 지표란 치아와 치열궁의 관계를 정량화하기 위해 역학적 연구나 보건의료 환경에서
사용되는 체계적인 측정 도구로, 점수는 주로 정상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대변하게 된다
(Arruda, 2008). 이렇게 개발된 지표들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지 등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 (DeGuzman et al, 1995; McGorray et al, 1999; Arruda, 2008), 부정
교합과 치료 결과를 측정 및 평가하고 (al Yami, 1998; Dyken, 2001 Onyeaso and Begole,
2006), 상호 비교하는 연구 (Deguchi et al, 2005; Campbell et al, 2007; Onyeaso and Begole,
2007), 치료의 안정성 연구 (Birkeland, 1997; Son, 2011), 의료기관의 모니터링과 교육의 질
평가 및 신임 (Fox, 1993; Pinskaya, 2004; Knierim2006; Brown, 2011 )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
진행되어왔다.

매일 행해지는 치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점수표를 고안하여 발표한 사례가 있다
(Gottlieb, 1975). 그에게 치료의 결과에 대해 점수를 내어본다는 아이디어는 시술자 스스로
배우는 기회이며, 동시에 앞으로 행할 환자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었다. 즉
자가평가시스템의 한 예이다. Class I molar relationship, Class I cuspid relationship, Cusp
interdigitation, Overbite, Overjet, Midline, Restoration, Crowding or Spacing, Arch form,
Torque and Parallelism을 항목으로 선정하여 더 악화되거나 개선되는 양에 따라 -1점, 0점,
1점, 3점, 5점 등의 부여하는 규칙을 정하였고, 치료 후 모든 항목이 잘 해결된 상태를
100%하여 점수분포를 해석하였다. 50% 이하면 불만족, 85%가 이상이면 Good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연속적인

4개

증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술자의

진료행태에서

torque개선을 권장하였고, 그 결과로 전체적으로 보다 나은 치료의 질 향상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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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표준항목과 표준을 개발하고, 치료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점을 찾아내어 질 향상의
대안을 마련하는 의료 질 보장의 순환사이클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다만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또 다른 과제이다.

미국의 한 대표적인 교정전문의는 견고한 평가 체계인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
Objective Grading System (이하 ABO OGS)를 사용하여 1년에 두 차례 자신이 치료한 열
개의 증례를 평가하고 자신의 치료를 되돌아보는 재교육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였다 (Kokich,
2011). 이 또한 자가평가시스템의 적절한 예이다. 그는 ABO OGS라는 표준을 선택하였고,
6개월에 1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증례의 치아모형을 평가한 것이다. 미국에서 5년에 걸친
개발과 검증을 거쳐 1999년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된 ABO OGS 지표는 치과 교정전문의
교육과정의 목표로 설정되고, 면허자격 부여 평가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며, 치과 교정과
수련의 및 교정전문의들의 자가평가시스템으로의 활용을 바라고 있다 (Casko et al, 1998).

Gottlieb의 경험으로부터 유도된 표준은 보다 간편할 수 있으나,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개발된 ABO OGS 와 같은 최고의 표준보다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차치한다면,
위의 두 사례는 모두 교합지표로 치과교정치료의 결과를 측정하여 의료의 질을 모니터
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교정 전문의들이 치료의 최종목표인 이상적인
교합을 정의하고, 교정치료를 통하여 환자들의 구강건강에 기여하였고, 임상지표를 통하여
치료 최종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일련의 매끄러운 수행은 의료의 질에 대한 절대적
정의(‘Absolutist definition’’)의 관점(Donabedian, 1980)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의료의
혜택과 위험 사이의 최선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에 의료의 질이 좌우되는 것이다.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 Objective Grading System (ABO OGS) 개발
미국

치과교정전문의위원회는

1994년에서

1999년까지

5년에

걸쳐

4

차례의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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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거쳐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_ Objective Grading System을 개발하였다.
이는 치료 후 치아모형과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기존
개발되었던 지표들이 미국 치과교정전문의 마지막 관문인 증례 시험에 제출된 치료된
사례들을 평가 시 섬세하고 꼼꼼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발되었다고 한다. ABOOGS는 결과 평가인 반면, ABO Discrepancy Index (이하 ABO DI)는 치료 전 부정교합을
평가하는 지표로 치료의 난이도를 함께 평가한다.

미국 교정 전문의 시험은 응시자의 치료증례 평가를 마지막 관문으로 포함하는데, 일정
수준의 충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가 바로 ABO_OGS이다. 교정 전공의 과정에서 수련을
받고 교정 전문의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수련과정을 마친 자격증을 수여한다. 그러나 미국
교정학회에서 전문의(ABO Diplomate)가 되는 과정은 자신이 치료한 임상 증례들을 교정
전문의위원회에 제출하여 27점 이하를 점수를 받고, 증례에 대한 전반적인 구술 시험
통과를 거쳐야 한다. 물론 전문의가 되어도 끊임없이 실력과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며, 이 마지막 임상시험에 모든 교정 전공자들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제약
속에서도, 이 임상지표는 미국의 교정 수련과정을 통하여 치료 달성 목표와 기준으로
권고된다 (Casko et al, 1998).

Peer Assessment Rating index(PAR)의 개발
영국에서도 개별 환자의 치료결과나 한 명의 시술자의 치료 건수에 대한 의료의 질을
평가할 때 전통적으로 조사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Peer Assessment Rating
index라는 교합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으로 개선된 양을 정량화할 수 있는 단계로의
변화가 있었다. 1987년 10명의 숙련된 교정과 의사들이 British Orthodontic Standards
Working Party를 구성하고 6번의 회의를 거쳐 Peer Assessment Rating index(PA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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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200개 이상의 치아모형이 조사되었고 치아배열의 개별 특성에 대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론을 진행하여 11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교합지표와 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측정도구(ruler)가 개발되었다 (Richmond, 1992).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이상적
배열에 가깝고 10점 이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며 5점 이하면 거의 이상적인 배열로
여겨졌다 (Richmond, 1990).

모든 부정교합을 이상적 교합으로 치료하길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치료의 결과는
종종 여러 요인들, 즉 증례의 복잡성, 시술자의 전문지식 등에 영향 받는다. 그러나 개별
치료 증례가 치료에 의해 향상 되었는지, 개선을 보인 증례들의 비율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PAR index을 이용하여 개선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PAR 점수의 감소 2) PAR 점수의 백분율 감소 (Richmond, 1992). 치료 전후
점수 차이는 치료에 의한 개선 또는 성공을 의미한다.

Peer Assessment Rating index (이하 PAR)는 유럽에서 신임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Dyken, 2001). 1992년 영국에서 개발된 PAR index는 지역 간 치료결과 수준을
비교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는 활동에 사용된 질의 표준이기도 하였다.. 영국의 North
Western Region과 인접한 Mersey Region는 각각 PAR 지수의 40% 감소와 57%의 감소를
보였다. 이 연구는 PAR percent 감소의 요인이나 명확한 차이를 설명하는 이유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이 유사한 인접지역 간 치료 수준의 명확한 차이를
설명한 것은 Mersey 지역의 교정 전문의들의 고정식 교정장치의 사용이었다(Show, 1991).

이는 영국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여 질의 집단 간 혜택의 분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료
질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정의’가 투영된 의료 질 보장의 활용 예이다. 즉, 인구 구성 의 한
부분의 다른 부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관점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공평한 혜택과

15

사회적 가치의 반영이다 (Donabedian, 1980).

지표 간 비교 연구
임상적인 질 평가 연구를 통하여 의료 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부분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시카고 치과대학 교정과에서는 PAR 와 ABO 를 포함한 4 개의 지표로
무작위로 추출한 100 개의 모형을 평가하였다(Onyeaso 과 Begole, 2007). 치료 전 T0_PAR 는
18.6±9.3 였고, T1_PAR 는 0.96±1.8 였다. ABO_OGS 는 16.4±6.8 이었고,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는 0.27 로 상당히 낮았다. 또한 PAR 지표에 의해 양호한 치료 결과를 보인 증례는
97 개였으며, ABO-OGS 는 86 개의 증례가 수용기준을 통과하였다. ABO-OGS 는 치료 전
필요의 중증도나 치료의 복합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ABO-OGS 는 교정치료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PAR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고 결론지었다.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ABO)-Discrepancy Index (DI)를 사용하여 부정교합의
심한 정도를 정량화되었다(Campbell, 2007). 치료결과가 ABO 분류에 의한 부정교합의
형태와

관련이

있는지

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

문제점들을

확인하여

임상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추출된 382 증례에서 평균 DI 점수는
20.94±12.24, 평균 ABO-OGS 는 32.64±13.86 였다. ABO-OGS 와 DI 는 양의 상관관계 (r=
0.20, P<. 0001)를 보여 복잡한 부정교합일수록 치료 완료에 도전이 됨을 의미하였다.

DI

가 1 점씩 오를 때마다 OGS 는 0.23±0.06 씩 증가였다. 치료 기간과 OGS 의 간에도 미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17, P=.0007). ABO-OGS 의 점수가 30 점을 상회하는 증례는
53.9%로 ABO-OGS 의 양호 기준에 미달되었다. ABO OGS 측정 시 Occlusal contact
항목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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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uchi 등은(2005) 오클라호마 치과대학(OU)의 72 증례와 인디애나 치과대학(IU)의 54
증례를 모아 교정치료결과를 평가하였다. 영국 가중치를 적용한 T0_PAR 의 평균 점수는
OU 가 32, IU 가 28 이었다. T1_PAR 는 OU 가 7 점, IU 가 4 점이었다. 평균 DI 는 OU 19, IU
17 이었다. 평균 OGS 는 OU 34, IU33 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들 지표가 클리닉 간의 치료
결과를 비교하는데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치료 전 부정교합 평가를 위해 PAR 와 DI 를
사용하였다. 두 지표

간 상관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두부계측방사선

측정치를 제외한 변형된 DI 와 PAR 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AR 와 OGS 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PAR 가 치료 효과, 즉 치료 전후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우월한 반면, OGS 가 종료된 치료의 질을 평가하는데 더 우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두 지표 ABO OGS 와 PAR 가 우리나라 치과 교정계에 소개되어 각 지표를 사용하여
표본을 측정하고 평가하면서 몇몇 연구에 활용되었다 (Kim, 1999; Chung, 2001; Son, 2011,
Hong, 2014). 그러나 실제적인 질을 평가하는 측정 지표 자체를 비교 분석 평가하면서 치료
결과를 논하는 연구는 없었다.

개별 지표만을 사용한 질의 측정이나, 두 지표 간 상관관계를 구한 이전의 논문과 달리,
Hong(2014)은 두 지표의 측정 결과를 상호 비교 시 측정된 결과들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표본 수가 30 증례 미만이었으며, 1 급 부정교합 증례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2 급과 3 급을 포함한 표본에서 PAR 지표에 의해 양호한 평가를
받은 증례를 ABO_OGS 도 우수한 질을 지녔다고 할 것인지, 두 지표에서 만족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증례들은 같은 증례들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암묵적이거나 명시적 평가항목과 표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의료의 질에 대한 수준을 말해
줄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출처는 진료기록이다. 덧붙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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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진단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치아 모형과 방사선 촬영을 한다. 또한 치료 종료 후에도
동일한 자료를 개별 환자로부터 수집하게 된다. 따라서 치료 전후의 자료를 비교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치료 결과를 평가하기에 수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보관에도
비용이 들며 해당 의료기관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모니터링에서 정보 타이밍과 후속조치의 타이밍은 일반적으로 세 시점을 꼽을 수 있다
(뷰오리, 1982). 1) 전향적 모니터: 제안되거나 계획된 치료 정보를 확보하여 검토하여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2) 동시적 모니터: 진료 과정 중에 정보를 얻어, 과오 발생 시
개입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3) 후향적 모니터: 치료 완료 후 정보를 검토하기에 개입의
여지는 없으나, 미래 발생할 과오를 방지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후향적 모니터 시점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모니터 할 것인가?
문헌에는 무작위 추출 의무기록조사나 감사를 실시, 이상 상태 모니터, 목표 달성 모니터,
상태 추이 모니터, 코호트 추적 모니터, 시험 모니터 등이 소개되어 있다 (뷰오리, 1982).
일정 기간에 치료 받은 교정치료 증례를 추출하여 집단이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조합하여 모니터 할 수도 있다.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은 모니터링 활동이 기획되고 조직화되어 상호 강화하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기능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매끄럽게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료 QA 학회, 도나비디언, 1996). 궁극적으로 이러한 의료 질 보장 활동의 궁극적
목적인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들도 소개되어 있다. 1) 체계의 설계/시스템 디자인을
재조정하거나 2)교육적 동기부여적 활동을 통해 각각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뷰오리, 1982).

18

체계의 단기적 재조정은 “촉진”,“일상화”,“우회”,“직접 개입”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료 QA 학회, 도나비디언, 1996). 의료인들이 양질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정 양식을 개발하고, 프로토콜을 도입하는
특정 활동을 일상화하여 작업을 합리화하고 체계화하며 질을 증진시킨다. 그래도 장애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작업을 수행할 대체 인력이나 대안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사전 승인
장치 관료적인 접근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체계의 장기적 재조정이란 양질의 작업이 전문가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인지되고
보상받는 체계로 재구축되는 것을 이른다 (한국의료 QA 학회, 도나비디언, 1996).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업 또한 필수적으로 인지되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행태 변화를 위한 교육적 동기부여적 활동도 마찬가지로 장단기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의료 전문직과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의료의 질 보장을
전문가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삶의 정상적 부분으로 기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기적 방법으로는 주의 환기(Reminders), 피드백 (Feedback), 보수교육, 보상, 벌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료 QA 학회, 도나비디언, 1996).

한국 QA 의료학회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10 단계를 개발하였다(한국의료 QA 학회, 1996).
이는 목표 설정의 단계, 팀 구성 및 팀 목표 설정, 주제 선정, 문제 분석, 조사계획/현황
파악, 조사결과 분석, 목표/표준의 설립, 질 향상 계획 수립, 실행, 결과 평가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질 향상 활동을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질문들로 보고 양식을 제안하였다. 사업의
배경으로 관련직원 및 대상 환자군의 특성을 규명, 문제의 파악과 달성 목표 확인, 핵심
지표와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및 해석, 개선 전략, 활동의 효과 및 교훈 그리고 다음 단계의
계획에 답함으로써 질 향상 활동이 지속성을 갖도록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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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치과 교정분야에서 미국의 전문의 교육 시스템과 영국의 지역 의료 수준
평가와 같은 활동은 이루어진 바 없다. 미국의 ABO-OGS 를 이용하여 일부 교정
학술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증례 평가를 하거나, 최근 대한 치과교정학회 기간 중에 평가된
우수증례들이 전시되었으나, 목적에 맞게 질을 모니터하고 교합지표를 활용한 교정치료
결과 평가를 의료 질 향상이나 질 보장의 틀 속에서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개척 해나갈
길이다.

치과 개업의를 대상으로 한 질 관리 시스템 개발이 시도되어 (강, 2011), 일반 치과 진료
영역에서, 치과의원의 질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 수행도 평가 과정을 도식화 하였으며,
의료의 구조, 과정, 결과, 대인관계 및 지속성 등에 대한 22 개의 의료 질 평가 지표를
제안하였다.

단독개원 치과의사가 교정진료를 하는 경우, 그룹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치과병원에서
제공하는 경우, 진료와 교육 그리고 연구가 행해지는 수련교육기관으로서의 치과병원 등
진료가 제공되는 형태는 다양하다. 앞으로 세분화 전문화가 가속화 될 치과교정계는
진료제공형태에 따라 내원한 환자의 부정교합의 심도는 차이가 있는지, 치료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평가할 항목과 표준의 설정,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료의 질 개선과 질 보장 방법론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연구에 활용할 만한 자료 확보 그리고 현실적인 자료 접근의 허락을 받아내는
데는 여러 장애가 있었다. 본 연구는 교육과 진료가 병행되면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이
용이한 3 차 의료기관 중에서 자료 접근이 가능하였던 서울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의 표본을
활용하여 의료 질 보장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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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두 지표 ABO-OGS 와 PAR 를 동시에 사용하여, 우리나라 대표 의료기관에서
행하여진 치과 교정 치료 결과를 평가하고 상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양한 부정교합의
증례가 집중되는 3 차 교육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표준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분석하여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를 재구성하여 치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개별 치과의사가 일상의 진료를 수행할 때 견주어 볼 수 있는
자가평가시스템 (self assessment system)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개별 환자의 증례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치료한 일군의 환자 자료로부터 뽑은 비율 자료를 표본의
성공 비율에 견주어 볼 수 있다.

치과 교정 치료의 질은 어떻게 평가되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유럽과 미국의 대표적 교정치료결과 평가 방법을 고찰하고, 표본 분석을 통하여 표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개별 환자의 교정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각 치과의사가
스스로의 치료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여, 교정치료의 질 보장이라는 큰 과제에
한발 더 다가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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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 진료 연구가 행해지는 선도적인 치과병원의 교정과를 내원한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두 기관의 교정 치료 결과를 두 개의 대표적 교합
지표를 사용하여 질을 평가하고, 의료 질 관리의 개념적 틀 속에서 고찰하여, 일차적으로
현재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지표들의 일치와 불일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다양한
결과분석을 통해 풍부하고 입체적인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일반적인 치과교정치료의 흐름
속에서 개별 치과의사가 참고할 수 있는 교정 치료의 자가 평가 항목을 개발하였다. 개별
교정의사는 자신의 치료결과를 표본의 치료 결과와 견주어볼 수 있으며, 제시된 자가평가
항목을 점검하여 치료 과정의 효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 국내 선도적인 치과병원들의 교정치료 결과를 PAR 와 ABO 지표를 이용하여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2) 두 지표의 특성이 국내 질 평가 도구로서 적합한가 검증하며, 평가분석에 근거하여
의료제공자의 효율적인 질 개선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3) 치과 교정치료 결과의 질 보장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한국형 자가평가 시스템 (SelfAssessment System for Quality Assurance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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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의료 질 관리의 역사

의료의 질은 고대로부터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였다. 서구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이래로 의료
의 개선과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Jonge, 2011). BC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 초기 의료
과오에 대한 의료인의 처벌을 다루는 내용은 질 낮은 의료인을 응징한다는 점에서 의료 질
보장과 일맥 상통한다(Goldstone, 1998). 19세기 비엔나 라잉인 병원의 산과병동에서 의사가
돌본 환자와 조산사가 돌본 환자들의 사망률과 그 원인을 추적하여 사망률을 낮춘 의료 질
향상의 사례도 있다(Goldstone, 1998).

의료의 질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점은 근대적인 의료 질 관리가 본격화된 1910년
Flexner Report (Flexner, 1910) 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Larson과 Muller, 2002).
보건의료의 질 관리를 시작하게 한 이 보고서는 미국 의과대학의 1/3을 폐쇄시켰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과학을 기본으로 하는 의학교육으로 의과대학의 표준을 제안하고 의학
교육기관의 질 평가를 시행한 결과를 담아내었다(김, 2014).

그 즈음 코드만 (Earnest Amory Codman, 1869-1940)는 “End results Idea”를 주창하였다.
1961년 당시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를 1년 후 추적하여 ‘최종 결과’를 평가하였는데,
환자에게 제공된 치료의 편익과 부작용의 위험을 함께 평가하여 질을 평가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의사의 능력만으로 의료의 질이 결정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사와

병원의

인증제도, 질병 중등도, 의료제공의 경제적 장애요인 등을 함께 연구하였다(김, 2014).
학자들은 코드만을 의료 질 평가의 첫 번째 개척자로 인정하였고, 결과평가(outcome
assessment)를

개척한

선구자로서

의료

질

보장

(Quality

Assurance)의

기본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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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다고 한다. (Rodkey와 Itani, 2009).

도나비디언 (Avedis Donabedian, 1919-2000)은 의료의 질을 구조-과정-결과의 개념적
모델을 통해 평가한다고 하였다 (Rodkey와 Itani, 2009). 또한 1970년대 질 평가/질 보장,
1980년대 후반 Total Quality Management(TQM), 최근 미국의 Health Plan Employer Data
and Information Set(HEDIS) 같은 성과 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의 주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Larson과 Muller, 2002). 그가 제안한 구조-과정-결과의 고전적 모형은 가장 대표적인
의료 질 관리 접근법이다.

의료의 질은 조직적으로 관리되었다. 미국 외과 학회(American College of Surgeons)는
1917년

공식적으로

병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이는

자발적인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효시로, 1951년 이러한 흐름은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ospitals
(JCAH)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7년 병원 이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까지 포함한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JCAHO)로 개편되었다.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필수

요건은

이 JCAHO의

인증이었기에 병원들은 인증 참여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김, 2014)

역시 미국의 의료사회보장 체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진료비 심사를 위해 1972년
의료이용평가 (Utilization Review)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Professional Standard Review
Organization(PSRO)가 설립되었으나, 진료권 침해라는 반대와 의료비 절감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김, 2014). 1982년 이후 Peer Review Organization(PRO)가 그
뒤를 이어, 의료 서비스의 후향적 이용평가(Utilization Review)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적절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전문가들이 사전에
설정한 질적 수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면서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였다(배석진,

24

2014). PRO는 포괄수가제로 인한 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였다. 진료과정과 진료결과의 지역 간 혹은 병원 간 변이와 장기적 추이를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면서,

1990년대

이후

Quality

Improvement

Organization(QIO)가 되어 ‘질 향상’의 주요 조직이 되었다(김, 2014)

1960년대로부터 70년대는 의료의 질 문제, 비용 감소와 질적 상승에서 정부와 제 3 지불
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일깨운 시기이다. 즉 의료서비스의 질을 의료인 개인의 문제 보다는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Larson과 Muller, 2002), 개인의 심사나 감시에서 의료의
양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김, 2014). 생산과정의 Total Quality
Management(TQM) 개념이 의료 질 관리 분야에 소개되었고, 1992년 The Joint Commission
은 질 관리를 질 평가와 질 향상으로 보고, TQM/CQI의 성과와 장점들을 높이 평가하였고,
임상 질 지표 프로그램을 임상진료지침에 개발, 적용, 효과와 결과 확인에 활용하였다(김,
2014). 이러한 큰 흐름과 변화에 발 맞추어 개발된 것이 치과 교정치료의 결과 치료 지표들
이다. 지표 자체는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표준이 되었으며, 측정과 평가를 통한 진료
향상과 질의 보장을 추구하였다 (Richmond et al 1992; Casko et al 1998).

의료 질 관리의 최근 경향은 보건의료기관들이 질병특이적 표준 성과 측정(performance
measures) 또는 핵심 측정(core measures)을 선택하는 것이다 (Rodkey & Itani, 2009). 병원
간 비교를 통해, JCAHO는 이 core measures를 지속적인 의료의 질 모니터에 사용하며, 통
계적 과정 관리(statistical process control)가 신임 과정과 통합되면서, 높은 효율과 저급한
의료의 질을 피해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European Federation of Orthodontic Specialists Association (EFOSA) 는 교정과 전문의들
이 일상의 임상 진료를 자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발적 평가 체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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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SA Self-Assessment System (ESAS)는 2008년부터 온라인 상에 유럽의 교정과 전문의들
의 접근이 가능하다(http://www.esas.nu/main/info_esas.php). 온라인 상의 통계를 통하여
스스로 다른 의료인의 교정치료 결과평가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질 관리 활동은 1990년대 초반 ‘의료 질 연구회’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한다(김,
2014). 이후 1994년 2월’ 한국의료QA’ 학회가 창립되었고 현재 한국 의료 질 향상 학회가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대비로 병원마다 QA(Quality
Assurance) 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2004년부터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평가 평가
결과에 자극을 받아 병원들이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2010년에는 의
료기관평가인증원이 설립되어 병원 평가의 주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김, 2014).

그러므로 병원급을 제외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치과 진료에 대한 질 평
가나 보장은 의료인 개인의 의무감과 노력의 대상인 것이다. 치과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치
과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와 향상의 주 대상은 치과
의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자가평가시스템을 통한 기대효과는 성공적인 질 관리를 이루
어 경쟁력 향상과 이미지 제고, 환자의 편익, 보건의료의 효율성 증대라 하였다(강, 2011).

치과 교정학 분야에서도 의료의 질 평가를 근거로 표준을 정하거나 가이드라인 또는 한국
형 결과 평가 지표 등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질 보장 프로그램도 개척해나가야 할 분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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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의 질에 대한 이해

미국 의학원 (Institute of Medicine, IOM)은 의료의 질은 개인 및 집단을 위한 의료서비스
가 바람직한 건강 결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정도로, 현재의 전문적 지식과 일치하는 정
도라 하였다 (IOM, 1980). 양질의 의료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 및 전문 지식의 발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Lee and Jones, 1933). 고전적인 양질의 의료에 대한 요소로
접근성, 질적 우수성, 포괄성, 지속성, 효율성 등이 언급되었다 (Myers, 1969). 이후 보다 역
동적인 개념과 가치 판단을 요하는 관점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뷰오리는 효과성, 효율
성, 적합성, 과학적-기술적 질이 의료서비스 질의 구성요소이며, 누구를 위한 질인가라는 질
문과 함께 질의 분포와 적정성 개념, 의료 질 보장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뷰오리, 1982).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효과, 효율, 적합성, 과학적-기술적 질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효능이 입증된 서비스라도 일상의 의료에서 충분히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효과는 이상적 잠재력에 대한 실제 영향의 비율이다. 다음 단계로 실제 영향과 생산비
사이의 관계인 효율을 고려한다. 비용 장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형평성이나 필요에 따른 분배를 고민하게 된다. 과학적 기술적
질은 효과, 효율, 형평성을 논의한 기반 위에서 주목 받는 요인이다 (뷰오리, 1982).

의료의 질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도나비디언(1919-2000)의 등장으로 풍부한 논의의 틀이
제공되었다. 의료의 질이란 환자가 받은 전문가 서비스의 실행에 대한 가치적 판단이며 대
표적인 가료(care)의 속성으로 보고, 두 가지 기본 요소인 과학기술적 (Technical care) 부분
과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로 구분하였다 (Donabedian, 1980). 과학기술적 수행
은 지식, 판단 그리고 기술에 의존하기에, 현 시점의 과학과 기술이 허용하는 최대 건강 상
태 개선에 대한 비례적 평가, 즉 치료 효과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Donabedia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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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인적 수행은 질병에 대한 이해, 환자의 선호에 영향을 끼칠 정보를 주는
수단이지만, 기술적 수행의 달성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하였다 (Donabedian, 1988).
대인적 수행도 개인의 기대나 사회적 표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는 기술적 수행을 도울
수도 있지만 방해할 수도 있다. 의료 질의 평가에서 대인적 수행이 간과되는 이유는,
정보수집의 한계, 표준이나 기준의 부족, 다양한 선호와 폭 넓은 변이로 일반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뷰오리, 1982).

<그림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Framework for Identifying Scope and Level of
Concern as Factors in Defining the Quality of Medical care (Donabedian, 1980)

<그림 4>는 도나비디언의 통합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정육면체 모형은 의료의 질에
대한 그의 세 가지 정의, 즉 절대적 정의(“absolutist” definition), 개인적 정의(“individualized”
definition), 그리고 사회적(“social” definition)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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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정의는 비용에 상관없이 현재의 의학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 전문가들이 건강 상태를 정의할 수 있고, 건강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따라서 의료의 혜택과 위험
사이의 최선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에 의료의 질이 좌우되며, 동시에 그러한 가료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료시술자들의 책임으로 보았다.
개인적 정의는 의료가 전통적으로 환자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의료시술자들이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지만,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입각해서 행동한다는
측면에서 비용 고려도 정당화한다. 개별 환자들의 각기 다른 소망과 기대, 가치 그리고
수단을 의료의 질에 대한 판단에 투영할 때 이를 “individualized definition”으로 보지만,
환자의 질병 상태와 유형, 질병의 진행과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자면, 의료 질의 표준은 개별 경우마다 정해져야
한다는 관점이 되어 일반화가 어렵다.
세 번째 사회적 관점의 정의는 전체 인구 집단의 집합적인 순 혜택 개념(순 효용)을
고려하여, 인구 집단 내에서 혜택의 사회적 분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인구구성
내에서 한 부분의 다른 부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는 데, “Social” 정의가 “individual”
정의와 다른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공평한 혜택과 사회적 가치의 반영에
중요시한다.

세 가지 관점이 각각 적절한 문맥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기에, 의료의 질을 염려하는
수준의 차이와 범위의 폭에 따라 질은 달리 보이고 또 정의된다고 하였다(Donabedian,
1980). 정육면체의 각 면은 1) 건강의 정의 2) 의료제공자의 형태 3) 실제 또는 잠재적
의료수혜자들의 형태를 의미한다. 건강 측면의 축을 보면, 신체생리학적 기능, 정신심리학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의료공급자 측면도 단독개원의, 공동개원의, 조직화된
의료 팀, 나아가 기관이나 의료 제도 등으로 그 수준을 달리한다. 의료수혜자들은 환자군과
일반인으로 분류되며, 개별적인 경우나 그룹으로서 “담당 건수(caseload)”와 “표적인구(target
population)”나 지역공통체 또는 국민으로 볼 수도 있다.

전통적인 의료의 질 논의는<그림

4> 의 진한 색을 칠한 가장 작은 단위에 대한 설명이며, 점차 확대된 단위를 설명하기
위해 질의 개념은 다른 의미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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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교정전문의가 한 교정 환자를 치료할 때, 치과 교정 치료의 질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교정전문의는 그 환자의 부정교합을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소를 해결하는 일련의 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치료법의 최대 효과를
내도록 진료를 할 것이다. 수련 과정의 교육과 지속적인 전문가 사회 속에서 익혀온
표준적인 진료의 완성을 달성해내느냐 이것이 절대적 정의의 질을 설명할 것이다.

반면, 환자는 결혼을 앞두고 앞니가 가지런해지길 원한다.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가끔
내원 일을 맞추지 못했고 2년이라는 전체 예상 치료 기간이 더 길어졌다. 자신의 앞니는
가지런해서 이미 만족스러운데, 아직 어금니가 잘 맞지 않아 월 치료비도 계속 내는
상황이고, 다가오는 결혼 전에는 치료를 마치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개인적 정의는
때론 절대적 정의와 상충하며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질의 사회적 정의는 명백한
치료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문의 교육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한
전문의의 부재, 지리적 접근의 제약, 경제적 장벽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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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세 가지 접근법

고전적인 의료의 질 관리 접근 방법은 구조, 과정 결과 모형이다(Donabedian, 1980).
구조는 시설, 장비, 재원, 인적자원을 이르며, 의료진의 조직, 진료 감사의 방법, 진료비
청구방법 등의 조직 구조를 이른다. 과정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의 권유나 수행과정에서의
활동이나, 진료를 받으러 오는 접근과정에서 환자의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결과는 현재 및 과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실제 또는 잠재적
건강상태에서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상태로의 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제공자들의 책임과 연계된 건강수준을 이른다.

이 세 접근은 각기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구조적 접근은 ‘무딘 도구’인데, 특정 구조는
특정 종류의 진료를 제공할 확률을 높일 수는 있으나, 구조와 과정의 관계가 약하고
명확하지 않다(김, 2014). 과정평가도 결과에 비하면, 적시 측정이 가능하고, 민감하며,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며, 향상된 결과와 연관이 있는 ‘과정지표’도 효과적이나, 유용성이
입증되지 못한 과정의 한계도 지적 받고 있다(김, 2014). 과정과 결과 사이에 대칭성이
존재하므로, 인과적 연계가 타당하면 함께 질 평가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정보의 가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Donabedian, 1980).

유럽의 질 관리 시스템(Euro-Qual): 과정지표의 개발
전 유럽을 통하여 교정치료의 적합성과 효과를 개선하고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1992년

유럽

공동체는

유럽

교정

치료

질

관리

시스템(EUROQUAL)을 후원하였다. 환자 중심의 평가, 술자 중심의 평가, 교정치료 과정의
질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집중하였다(Anders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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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측정은 치료에 따른 환자 건강상의 결과를 찾아내는 모든 측정체계이다. 이에 대한
의사와 환자 그리고 진료비 지불자들은 각기 다른 관점을 드러내었다. 의사들은 최고
수준의

전문적

업무를

보장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환자들의 참여가 강조되면서, 결과 측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상되었다. 진료비 지불자들의 주요과제는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 방식을 찾아내는 것에 주목하였다 (Donabedian, 1980).

아래 결과의 속성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김, 2014).
l

결과가 좋다는 것은 그 의료가 우수한 질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과정 및 구조의 질에 관한 추론을 허용할 뿐, 과정-결과 및 구조-과정 사이의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른다.

l

의료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과정 및 구조 사이의 인과관계가 변화되므로, 이들 요인들의
중증도 보정이나 효과를 보정해야 한다.

l

결과는 ‘통합적’이다. 따라서 과정분석에 이어 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l

결과 측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결과로 드러난다. 그 전에 평가하게 되면 부정확한
평가가 된다. 그러므로 즉각적 개선도 필요하나 후향적 모니터링도 유용하다.

l

결과 측정은 환자의 이해가 쉽지만, 다발적 원인을 이해 못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

l

정보의 유용성, 완성도, 정확성, 처리의 용이성, 정보비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임상지표는

의료기관

전체

또는

의료인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이다. 측정 가능한 부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과정이나 결과에 모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환자 만족을 결과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다. 환자의 만족이나
불만족의 표현은 진료 솜씨의 지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는 의료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진료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다(뷰오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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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의 질은 연속 분포
다른 일반 산업 활동과 마찬가지로 진료 행위도 일정 스펙트럼 속에 변이를 포함하는 활
동이다(Campbell, 2000). TQM에서는 CQI를 적용하여 진료 변이를 제거하고 진료를 표준화
시키고자 하는데, 상자에서 상한 사과들을 골라내어 전체 사과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 비유되곤 한다. 그러나 진료의 변이가 항상 표준 이하의 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자가 개별화된 요구와 선호에 반응할 때는 굳이 그 변이를 제
거하길 원치 않을 수도 있다 (Clancy, 1998).

진료의 변이는 의료제공자 측에서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5>는 결과 측정에서
발견된 일부 변이가 사회 환경적 조건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위험 보정(Risk
management)을 위해 환자의 나이, 성별, 동반질환 등을 보정하나, 이런 목록의 개발도 자
료의 가용성에 따라 가변적이기에, 결국 측정결과를 오해할 소지가 있다(Campbell, 2000).

<그림 5> 보건의료 성과 측정을 위한 개념적 틀 (Campbell, 2000)

교정치료의 결과도 부정교합의 심도, 환자의 협조도, 시술자의 기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Campbell, 2007). 좋은 결과는 의사의 처방양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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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된 약의 가격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존하거나, 최신의 수술법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전반적 건강상태, 나이, 동반질환, 인생관 등이 의료 결과에서 실질적인 변이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Donabedian, 1969).

질은 분포를 가진 연속변수로 상대적 개념이며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경제적인 한계가
있기에 적정 수준의 질 개념으로 설명한다 (뷰오리, 1982). 높은 질과 낮은 질이 있고,
누군가는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의료 질 보장 활동을 통해 전체적인
질의 분포를 높이거나, 분포의 폭을 줄일 수도 있으나, 결국 모든 사람이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6> 뷰오리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의 분포 (Vuori,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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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의 A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경계선 위에 분포하지만, 수용불가 쪽으로 늘어진
긴 꼬리는 의료 질 개선의 대상이다. B는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이중적인 분포가
상존한다. C는 모든 서비스가 표준을 달성하여 낮은 수준의 불필요한 진료가 사라진 이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의 A와 C의 차이를 단순히 진료의 기준점이 바뀐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과학적-기술적 질의 실체는 기준선의 정의나 합의/절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의학 지식이나 연구 결과를 교육하여 실제 진료에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의 교육과정에 따라 개별 전문가들의 진료 기준(수용 기준)이
다양할 수 있고(Hong, 2012), 상황과 본질에 따라 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 최대 질이
아닌 적정 수준의 질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뷰오리, 1982)

<그림 6>의 B에서 최고점은 두 개 있으며, 의료 질 보장활동의 우선순위는 이 둘을
선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양봉 분포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공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도 있다. 동일 진료 항목에 대한 일반의 진료와 전문의 진료의 차별적인 질의
공존은 이러한 이중 기준 분포의 예가 될 수도 있다.

교정 전문의의 치료결과가 유의하게 일반치과의사의 치료 결과 보다 높이 평가되었으나,
환자들은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단기간에
일반치과의사들의 교정치료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전문가적 표준을 낮출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양봉 구조인 것이다. 물론 이때 측정도구는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기준점 경계 주변의 서비스에 대하여 높은 민감도와 신뢰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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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의 질과 비용

질과 비용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질이 높아질수록 한계비용은 점차로 상승하나 일정
지점에서 위아래가 바뀐 U자형의 분포는 자원을 더 투입하여도 질이 낮아지는 지점에
도달한다고 하였다(Vuori, 1982, 그림 7). 따라서 최대화 대신 적정화로 가장 적합한 질적
수준을 논하게 된다.

<그림 7> 뷰오리의 질 향상의 비용 (Vuori, 1982)

비용 고려 없이 최고/최대의 질을 추구하는 “Maximalist”의 관점 그리고 비용 역시 중요
하다고 인정하고 개선된 건강과 균형이 맞지 않는 비용요소가 발생하기 직전에 멈추는
“Optimalist”의 관점이 비교되었다(도나비디언, 1988, 그림 8).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B
점은 더 많은 Benefits을 나타내지만, 비용을 고려하는 Optimalist의 관점은 A점이 가장 적
절하다.

<그림 8> 비용 효과 분석 개념 (도나비디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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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을 scientific business process로 인지하고 핵심적인 임상능력, 환자들이 찾고
원하는

인지된

바라보면서,

가치,

환자의

그리고
만족도는

질의 비용이라는
각

단계에서

세

반드시

가지 핵심적인 관념의
확인하는

변수로

균형으로

여기며,

주로

의사소통과 치료 또는 대기 시간으로 인지하는 연구도 있었다(Atta, 1998).

이 연구에서 시간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가치이고 비용이다. 부정교합의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는 단기간, 적은 비용으로, 치료 결과가 환자의 예상을 넘고 전문가의
표준을 충족하는 예측 가능한 결과로 치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상적 질이란 치료 각
단계를 clinical critical path에 맞추어 실행하는 것으로, 목표는 예상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치료 과정에서 최소한의 변이와 치료 과정의 순서를 효과적 조절하는 것이라 하였다 (Atta,
1998).

6. 관련 연구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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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lo는 정부 주도나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하는 질 평가와 달리 임상가들의
목표는 적정 진료에 있지만, 이는 모든 상황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적정 진료가 임상가마다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이라 하였다(Riolo, 2009). 이와
관련된 미국 퍼시픽 치과대학 교정과 석사논문은 A Comparison of Three Methods for
Evaluating Orthodontic Clinical Outcome: Clinical Judgment, PAR and ABO OGS 였다.

동일 임상적 결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주관적 평가와 두 개의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교정치료 후 치아모형을 세 가지 방법, 즉 교정전문의들의 임상적 판단,
PAR index와 ABO OGS 지표로 평가하였다. 평가 점수에 기반한 순위를 메기고 숙련된
교정과 의사들의 임상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 PAR와 ABO OGS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교정과 전공의도 교정전문의 그룹이 행하였던 주관적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
세 가지 접근법의 평가결과에 얼마나 일치하는 지 살펴보았다.

미 퍼시픽 대학의 교정과 외래교수들의 개인진료실 수집표본에서 무작위 추출로 40 cases
를 최종 연구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임상적 판단은 15명의 Angle Society 소속 전문가들과
15명의 미 퍼시픽 대학 교정전공의들이 수행하였다. Edward Angle Society의 Northern
California component의 구성원 중 무작위 추출한 15명들의 판단은, 이 Society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개별 전문의들이 수행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들에 비추어 볼 때, 숙련 전문가 집
단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40 case에 대한 개인별 임상적 판단은 별도로 제시된 5단위 등급 기준 모형에 근거하여
개별적 시간에 수행하였다. Angle Society의 명망 있고 임상적 경험이 뛰어난 구성원들 중
실험참여를 원하는 15명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Dr. Choi가 2011년
11월 Northern California Component Edward Angle Society에 발표를 위해 동참하였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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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험 과정을 퍼시픽 치과대학 교정과 수련의 15명에게 적용하였다.

두 그룹 모두 양호한 조사자 내 신뢰도를 보였으나 문제는 조사자 간 신뢰도였다. Angle
전문가 그룹의 조사자 간 상관관계는 r =0.31이었고, 전공의 간 r =0.41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그룹의 합의와 개별임상적 판단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치로 살펴 본 전문가
그룹과 수련의 그룹의 상관관계는 r =0.8로 비교적 높았으나, PAR index와 ABO OGS는 r
=0.38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ABO OGS(r =0.61)가 PAR index(r =0.36)보다 Angle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였다.

치아 모형과 교합 결과 (Occlusal outcome): 교정치료의 평가는 다양한 치료기록으로부터
교합, 골격, 연조직 그리고 기능을 평가한다. 교합 평가가 교정치료의 결과평가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대부분의 진단적 확정성은 방사선 촬영 전에 이루어질 수 있
다 (Atchison, 1991). 교정치료 임상결정에 각기 다른 유형의 진단 기록의 정보가 어떻게 점
진적으로 기여하는가 평가하면서, 대부분의 증례에서(55%), 연구 모형 단독만으로도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다른 유형의 진단 기록의 점진적인 증가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Han,
1991). 진단적 하부 범주를 위한 표준화된 정의를 사용하여 진단 모형을 평가하는 것은 높
은 신뢰도와 합리적 정확성을 보였다 (Pair, 2001).

교합지표에 의해 측정된 교합 결과: 11명의 미국 교정전문의들이 200개의 치아 모형을 이
용하여 PAR index를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DeGuzman, 1995). PAR를 이용하
여 한 대학 교정과의 전체적인 질을 평가하였다 (al Yami, 1998). 평균 percentage
improvement는

68.9%였으며,

42.6%는

great

improvement를,

49.1%는

moderate

improvement를, 8.3%는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 ABO-OGS의 평가자 내 상관관계로
0.77 그리고 평가자 간 상관관계는 0.85임을 조사하였다 (Lieber, 2003). 평가자와 교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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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 간에 높은 상관관계(0.8)가 있음도 증명되었다 (Arruda , 2008).

동일환자에 사용될 때, 각기 다른 교합지표는 다양한 실패율을 제공하는 것을 알아내었다
(Fox 와 Chapple, 2004). PAR, DI, ABO-OGS가 진료기관 간 치료결과 비교에 유용하였다
(Deguchi, 2005). 잘 치료된 성인 치료 증례는 ABO OGS 평가에 의해 미국교정전문의 임상
증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Chaison, 2011). ABO Discrepancy index(DI)와 치료기간의 관
계는 DI 점수 1점 증가에 따라 약 11일 더 치료기간이 길어짐을 밝혀내었다 (Parrish, 2011).

가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26명의 환자 표본을 각각 PAR와 ABO-OGS로
평가하고 두 지표의 일치도를 조사하였다 (Hong, 2014). 두 지표가 한국에 소개된 이래, 세
개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치료 기간이 발치와 PAR index와 관련 있음을 밝혔고 김(1999), 은
PAR에 의해 평가된 결과는 85.5%의 치료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정과 박, 2001).
ABO-OGS를 이용하여 교정 치료 후 재발 경향에 기여한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결정하였다
(손, 2011). 이에 따라 Hong은 두 지표의 양호 비양호 군을 교차테이블로 분류하여, 두 지표
모두 양호한 군이 19.3%였으며, PAR 지표의 평가도구인 percent improvement와 ABO_OGS
의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133편의

Outcome

연구에서

부정교합의

형태학적

특성이

측정된

연구는

63%,

보건의료자원이용에 대한연구는 32%, 치료 부작용에 대한 32%, 삶의 질에 관한 것은 9%,
기능상태는 8%, 부정교합의 물리적 결과는 2%에 달한다고 하였다. 교정학 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outcome은 형태학적 변화이며 환자의 관점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Tsichlaki
와 O’Brien, 2014).

PAR index
<표 3> Components of the PAR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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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pper right segment

2

Upper anterior segment

3

Upper left segment

4

Lower right segment

5

Lower anterior segment

6

Lower left segment

7

Right buccal occlusion

8

Overjet

9

Overbite

10

Centreline

11

Left buccal occlusion

<표 4> Displacement scores
Score

Discrepancy

0

0 mm to 1 mm

1

1.1 mm to 2 mm

2

2.1 mm to 4 mm

3

4.1 mm to 8 mm

4

Greater than 8 mm

5

Impacted teeth

<표 5> Mixed dentition crowding assessment using average mesio-distal widths
Upper
Canine

8 mm

1st premolar

7 mm

2nd premolar

7 mm

Total = 22 mm ( mpaction< = 18 mm)

Lower
Canine

7 mm

1st premolar

7 mm

2nd premolar

7 mm

Total = 21mm ( impaction < = 17 mm)

<표 6> Buccal occlusion assessment
(Temporary developmental stages and submerging deciduous teeth are excluded)
Score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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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ro-posterior
0

Good interdigitation Class I,II and III

1

Less than half unit discrepancy

2

Half a unit discrepancy (cusp to cusp)

Vertical
0

No discrepancy in intercuspation

1

Lateral open bite on at least two teeth greater than 2 mm

Transverse
0

No cross-bite

1

Cross-bite tendency

2

Single tooth in cross-bite

3

More that one tooth in cross-bite

4

More than one tooth in scissor bite

<표 7> Overjet measurements
Score

Discrepancy

Overjet
0

0-3 mm

1

3.1-5 mm

2

5.1-7 mm

3

7.1-9 mm

4

Greater than 9 mm

Anterior cross-bites
0

No discrepancy

1

One or more teeth edge to edge

2

One single tooth in cross-bite

3

Two teeth in cross-bite

4

More than two teeth in crossi-bite

<표 8> Overbite measurements
Cross-bites including the canines are recorded in the anterior segment
Score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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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te
0

No open bite

1

Open bite less than and equal to 1mm

2

Open bite 1.1-2 mm

3

Open bite 2.1-3 mm

4

Open bite greater than or equal to 4 mm

Overbite
0

Less than or equal to one third coverage of the lower incisor

1

Greater than one-third, but less than two-thirds coverage of the lower
incisor

2

Greater than two- thirds coverage of the lower incisor

3

Greater than or equal to full tooth coverage

<표 9> Centreline assessments
Score

Discrepancy

0

Coincident and up to one-quarter lower incisor width

1

One-quarter to one-half lower incisor width

2

Greater than one-half lower incisor width

<그림 9> Discrepanc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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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BO-OGS Cast-Radiograph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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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BO-OGS Cast-Radiograph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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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재료 및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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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본 선정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10년

교정치료를

시작하여 2013년에 8월 이전에 치료를 종료한 각 45명의 환자 기록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치료 전후 치아 모형이 모두 존재하고, 영구치열에서 고정식 교정장치를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며,

교정치료를

받은

증례는

수술교정이나
제외하였다.

혼합

치열기

연구는

교정,

서울대학교

보철치료를
치과병원

위한

부가적

IRB(CRI13021)와

가톨릭대학교 IRB(KC13RISI0655)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었다.

2. 자료 수집 및 표본 특성

90명

환자들의

의무기록에서

생년월일,

치료

시작일,

성별,

치료기간,

발치

여부,

Cephalometric Analysis에서 ANB, SN-MP, IMPA, U1SN, U1FH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치료
시작 시점의 치아모형에서 구치부 관계, 치아 총생의 정도, 반대교합, 개방교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였다. 일부 증례에서 치료 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표본은 70% (63명) 여성과 30% (27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진단을 받은 시점의
평균 연령은 23세 5개월이었고 표준 편차는 9년 5개월이었다. 53.3%가 20세 이상 환자였다.
평균치료기간은 23개월로 표준편차는 7개월이었다. 앵글 부정교합 1급은 56.7%, 2급은
23.3 %, 3급은 20%이었다. 이들은 48.9%가 비발치 교정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51.1%는
발치 교정치료를 받았다.

총생의 양은 상하 악궁 중에서 문제가 더 심한 악궁을 선택하여, 1-3mm 정도의 총생을
보이면 minor, 4-7mm이면 moderate, 7mm이상이면 severe로 분류하였고, 치간 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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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ing)인 경우는 별도로 다루었다. 개방교합(openbite)을 보이는 20 증례는 22.2%를 차지
하였고, 반대교합(crossbite)는 29 증례로 32%에 달하였다. 치료 방법의 차이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발치여부를 살펴보았다. 비발치 치료 증례는 44증례(48.9%)와 발치 교정치
료 46증례(51.1%)였다. 치료 기간은 55.6%(50증례)가 2년 이하의 치료기간이 소요되었고, 최
장 37개월까지 그 이상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었던 증례는 44.4%(40cases)에 달하였다.

<그림 12> 성별 분포

Gender

30%
Female
70%

Male

<그림 13> 앵글 구치부 교합 관계 분포

Molar classification

20.0%
23.3%

Class I
56.7%

Class II
Class III

<표 10> 연구 표본의 특성과 분포
Total (=90)

SNU (=45)

CUK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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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umber Percent Number Percent Number Percent

Gender
Female

63

70.0

32

71.1

31

68.9

Male

27

30.0

13

28.9

14

31.1

<20

42

46.7

23

51.1

19

42.2

≥20

48

53.3

22

48.9

26

57.8

Class I

51

56.7

25

55.5

26

57.8

Class II

21

23.3

12

26.7

9

20.0

Class III

18

20.0

8

17.8

10

22.2

minor

25

27.8

10

22.2

15

33.3

moderate

41

45.6

20

44.4

21

46.7

severe

21

23.3

12

26.7

9

20.0

spacing

3

3.3

3

6.7

0

0

44

48.9

22

48.9

22

48.9

46

51.1

23

51.1

23

51.1

No

70

78

36

80

34

75.6

Yes

20

22

9

20.

11

24.4

No

61

68

28

62.2

33

73.3

Yes

29

32

17

37.8

12

26.7

Age

Molar
Classification

Crowding

Extractions
nonextraction
extraction
Openbite

Crossbite

3.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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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index에 의한 치료 전후 부정교합의 평가
한 사람의 조사자가 치아모형을 측정하였다. 치료 전(T0) 모형과 치료 후(T1) 모형에서
Peer Assessment Rating index (PAR)를 측정하였다. PAR index는 Upper labial segment
alignment, lower labial segment alignment, right buccal occlusion, left buccal occlusion,
Overjet, Overbite, centerline이 PAR 점수, PAR point reduction, PAR Percent Improvement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되었다.

PAR 점수가 클수록 부정교합의 심도(중증도)는 크다. 0이면 이상적 배열 상태이고,
5까지는 이상적 배열에 가까운 것으로, 10 이하이면 양호한 편이다. PAR point reduction은
치료 전 PAR와 치료 후 PAR 점수의 차이이며, PAR Percent Improvement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구해졌다: %PAR =[(T0-PAR 점수 – T1-PAR 점수) x 100]/T0-PAR 점수. Richmond (1992)
등은 하나의 증례가 PAR 점수에서 30% 이상의 개선을 보이면 ‘improved’로 보았다. 따라서,
30% percent improvement를 양호/비양호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의 지표에 의한 초기 부정교합과 결과 평가
동일한 조사자(H.M.H)가 모형을 측정하였다. 치료 전(T0) 모형에서는 ABO Discrepancy
Index를 사용하여 초기 부정교합을 평가하고 치료의 복잡성을 측정하였다. Overjet, Overbite,
Anterior Open Bite, Lateral Open Bite, Crowding, Occlusal relationship, Lingual Posterior Xbite, Buccal Posterior X-bite, Cephalometrics (ANB, SN-MP, IMPA), Others (Supernumerary
teeth, Ankylosis of permanent teeth, Anomalous morphology, Impaction, Midline discrepancy,
Missing teeth, Missing teeth (congenital), Spacing, Diastema, Skeletal Asymmetry, Addl
treatment complication).
치료 전 모형(T0)에 대하여 치아모형과 일부 방사선 지표항목을 평가하는 DI index는
치아모형에서만 부정교합을 평가하던 PAR index와 비교 분석하고자 측정하였다. DI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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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적을수록 이상적 배열과 치료의 단순성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료가
복잡해질 가능성과 부정교합의 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치료 후 모형(T1)에서는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 Objective Grading System
(OGS)로 측정하였다. 원래의 8 구성요소 중에서 root angulation을 제외한 7 구성요소만을
치아모형에서 측정하였다. Alignment/ rotations, buccolingual inclination, overjet, occlusal
contacts, occlusal relationships, 그리고 interproximal contacts을 측정하였다. 숫자가
적을수록 치료 결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 치과교정전문의 실기시험인 증례
테스트에서는 27점 이하인 경우에 성공 증례로 인정한다. 따라서, 양호/비양호 선정 기준은
27점으로 하고, 이 연구에서는 여덟 번째 요인이 root parallelism을 포함하지 않고도 동일한
27점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였기에, 다소 관대한 평가기준이 되었다.

4. 분석 및 통계방법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1차 측정 이후 2달이 지나, Excel(Microsoft, Redmond, WA,
USA)에서 random number를 발생시켜 10개 표본(전체 표본의 11.1%)을 추출하였다. 동일
조사자가 치료 전(T0)과 치료 후(T1) 환자 모형 10개를 2차 측정하였다. 치료 전(T0)과 후(T1)
PAR index, ABO-OGS(T1)의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1차 측정과 2차 측정의 결과가 7점
이상 차이 나는 몇몇 증례에 대해, 3차 측정을 시행하였고 앞선 두 번의 측정치 참고 없이
추가로 임상사진과 교합 인상체득 기록을 활용하였다.

Intra-Class Correlation을 계산하여 치료 전(T0)과 후(T1) PAR index, ABO-OGS(T1)에
대하여 각각 0.9444,0.7291,0.9723 값을 확인하였다. T0 PAR와 ABO-OGS는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고, T1 PAR는 중상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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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특성과 측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Descriptive statistics을 사용하였다. 지표 간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orrelation을 분석하였다. 세부 항목에 따른 평균차이를 알고자 Ttest
및 ANOVA를 사용하였다.

일부 비용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던 37 증례에 대해 다음의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Ø

연구가설 1(H1): 부정교합의 심도가 클수록 치료 기간이 길다.
귀무가설 1(H0): 부정교합의 심도가 달라도 치료 기간은 동일하다.

Ø

연구가설 2(H1): 치료 기간이 길수록 치료 결과가 좋다.
귀무가설 2(H0): 치료 기간이 길어도 치료 결과가 동일하다.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를 분류하고자 T0_PAR와 Total DI 각각 두 가지 방법으로 그룹화
하였다. 첫째는 평균에 1 표준편차 범위를 중간그룹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값을 경미한
그룹, 그 보다 큰 값을 심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0에서 10이하, 11에서 20
이하, 20에서 30이하, 30이상의 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치료기간, 비용, 치료 결과 평가
와 관계를 분석하였다.

PAR와 ABO 지표들의 상관관계 분석, 항목 간 비교, 다각적인 치료결과의 측정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 치과의사들을 위한 결과(Outcome)자가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구조평가지표,
과정평가지표,

결과평가지표를

함께

포괄하는

교정치료

자가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의료제공자의 효율적인 질 개선을 위한 운용을 포함하는 교정치료 질 보장을 위한
자가평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IV.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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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결과 측정지표: PAR Percent Improvement and ABO-OGS
치료결과 평가를 위해 PAR와 ABO-OGS를 이용하여 치아모형을 측정하였다. 치료 전후
PAR 측정치를 이용한 Percent Improvement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72.0±18.4이었다. ABOOGS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3.1±11.7이었다 (표 11).
<표 11> 교정 치료결과 평가: 평균값과 표준편차
치료 후 결과평가
Mean± SD

PAR Percent improvement

ABO_OGS

72.0±18.4

33.1±11.7

1.1 ABO-OGS 점수의 분포
ABO-OGS 는 최저 8 점에서 최고 74 점을 기록하였다. ABO-OGS 항목별로 이상적
배열에서 벗어날 때 점수를 부여하므로, 점수가 작을수록 치료결과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미국 치과 교정 전문의 위원회인 ABO 는 27 점 이하를 양호기준으로 삼고 있다. ABOOGS 의 점수를 10 단위씩 구간별로 나누어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체 표본의 중심은
좌측으로 치우쳐 있었다. 구간별로는 20 에서 30 점 사이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60 대
이상과 70 대 이상이 각각 1.1% 차지하였고, 2.2%가 10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그림 14).
<그림 14> ABO–OGS 점수의 10 단위 구간별 분포

ABO_OGS 점수 분포
40%

퍼
센
티
지

36.7%

30%

31.1%

20%
14.4%

10%
0%

2.2%
≤10

7.8%

5.6%

1.1%

1.1%

10<S≤20 20<S≤30 30<S≤40 40<S≤50 50<S≤60 60<S≤70 70<S≤80

ABO-OGS 측정치의 10단위 구간
양호 기준점 (ABO-OGS Score 27점; 보정 73점)을 통과하여 ABO_OGS 지표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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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결과를 보인 증례와 수용 불가에 해당하는 증례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하였다(그림
15). 1/3을 약간 넘는 34.4%의 증례가 수용 가능한 치료 결과평가를 보여주어 ABO-OGS의
매우 엄격한 기준임을 보여주었다.

<그림 15> 양호 기준에 의한 ABO_OGS 점수의 분포

양호 기준에 의한 ABO_OGS 분포
100%
50%

65.5%
34.4%

0%
수용가능

<그림

14>에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용불가

이동하면서

ABO_OGS점수가

상승함에

따라

치료결과의 평가수준은 오히려 낮아진다. 절대값 100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ABO_OGS를
점수를 보정하고, 우측으로 갈수록 치료 결과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재구성하였다 (그림 16).
또한 치료 결과의 양호 수준을 결정하는 27점을 73점으로 환산하여 수직선으로 표시하였다.
이 방향으로 ABO_OGS 점수분포를 보정한 것은 앞서 문헌 고찰한 뷰오리의 질의 분포와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림 6>뷰오리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의 분포

<그림 16>보정 ABO-OGS 점수 구간별 분포와 양호 기준(보정 ABO-OGS 양호기준≥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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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ABO-OGS 분포
40%

퍼센티지

36.7%
31.1%

30%

20%
14.4%

10%
0%

1.1%

1.1%

7.8%

5.6%

2.2%

20≤S<30 30≤S<40 40≤S<50 50≤S<60 60≤S<70 70≤S<80 80≤S<90 90≤S<100

ABO-OGS 측정치의 10단위 구간

1.2 Percent Improvement 의 분포
두 번째 치료결과 평가인 PAR 의 Percentage Improvement 는 치료 전 PAR 평가와 치료
후 PAR 평가의 차이를 치료 전 T0_PAR 평가로 나눈 값에 100 을 곱하여 구한다. 퍼센트가
높을수록 치료결과의 수준은 더 양호하다. 10% 단위 별로 Percent Improvement 값의 각
구간별 퍼센트 분포는 다음과 같다. 80-90 % 구간에서 가장 높은 25.6%를 차지하였고
90%를 넘는 비율은 14.4%에 달한다(그림 17).

<그림 17> PAR Percentage Improvement 구간별 분포와 양호기준(≥30%)

Percent Improvement의 분포
30%
25.6%
21.1%

20%
15.6%
10%
0%

8.9%
1.1%

0.0%

0.0%

1.1%

14.4%

10.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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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 improvement 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1.1%가 있었다. 그러나 분포는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편중되어

있고

ABO_OGS

보다

우호적인

결과평가를

보였다.

표본의 97.8 %가 양호 기준인 30% 이상의 개선을 보여, 동일 표본의 치과 교정치료 결과는
ABO_OGS 의 평가와 달리 대부분 수용가능 판정을 받았다 (그림 18).
<그림 18> 양호 기준에 따른 Percentage Improvement 의 분포
150%

양호 기준에 의한 Percentage Improvement
분포

97.8%

100%
50%

2.2%

0%

수용불가

수용가능

1.3 두 지표 ABO-OGS 와 Percent improvement 에 의한 평가의 일치도 분석
두 가지 결과 평가 지표, 즉 ABO_OGS와 PAR Percent Improvement의 개별 양호/비양호
기준에 따라 표본을 수용가능과 수용불가로 분류하고 대조표를 작성하였다. ABO_OGS 27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30% 이상의 PAR Percent improvement를 만족시켜, 두 양
호 기준을 모두 통과한 경우는 표본의 34.5%였다. 27점 이상으로 ABO_OGS의 양호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30%이상의 PAR Percent Improvement를 보인 증례는 63.3%에
달하였다. 30%이하의 PAR Percent Improvement로 ABO-OGS의 양호 기준을 충족시키는 증
례는 없었으며, 두 기준을 모두 통과하지 못한 증례는2.2%였다(표 12).

<표 12> 두 결과지표에 대한 전체 표본의 양호비율
ABO-OGS
Percent improvement

수용가능

수용불가

수용가능

31(34.5%)

57(63.3%)

수용불가

0 (0%)

2(2.2%)

다른 지표를 절대기준으로 가정하고 각각의 결과지표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분석하였다.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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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 Improvement는 ABO_OGS를 절대기준으로 삼을 때, 민감도가 1이었고, 특이도는
0.0339이었다.

PAR Percent Improvement를 절대기준으로 정할 때 ABO-OGS의 민감도는

0.3523, 특이도는 1이었으며, 두 지표 모두Diagnostic Accuracy는 0.36이었다.
<표 13> Percent Improvement 와 ABO-OGS 결과평가의 민감도, 특이도, 진단정확도
ABO-OGS
Percent

Terminology

Percent Improvement

ABO_OGS

수용 가능

수용 불가

Sensitivity

31/(31+0)=1.0000

31/(31+57)=0.3523

수용 가능

31 (TP)

57 (FP)

Specificity

2/(57+2)=0.0339

2/(2+0)=1.0000

수용 불가

0 (FN)

2 (TN)

Diagnostic

(31+2)/90=0.3666

(31+2)/90=0.3666

Improvement

Accuracy

1.4 환자 특성에 따른 T0_PAR, DI, Percent Improvement 그리고 ABO-OGS
표본의 의무기록으로부터 성별, 연령, 발치 치료여부를 확인하였고, 치료 전 치아모형으로
부터 부정교합의 특성인 Molar relationship, Crowding, Openbite, Crossbite을 측정하여 그룹
간의 PAR, DI, ABO-OGS에 의한 표본 측정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14).

성별에 따라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나 치료결과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없
었다. 치료 전 연령을 20세 이상과 이하의 경우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른 치료 전 부정교합
의 중증도와 치료 후 결과평가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치료 방법의 차
이로 발치와 비발치 군으로 나눈 경우도 치료 전 후 그룹 간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구치부 관계, 크라우딩의 양, 개방교합과 반대교합의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구치부 1급 관계는 2급 관계에 비해 T0_PAR가 4점 정도 적어 더 경미한 부정
교합 상태로 평가되었다(P=0.0300). 구치부 3급 관계도 2급에 비해 평균은 적었으나, 1급이
나 2급과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DI 평가도 구치부 2급이 1급 관계에 비해 10점 이상 높은
점수로 더 심각한 부정교합 상태를 보였으며(P=0.0022), 3급도 2급 관계에 비해 7점 정도
57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치료 전 부정교합의 차이가 치료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지는 않아 세 군 간의 Percent Improvement(P=0.7942), ABO_OGS의 차이는 없었다
(P=0.4893).

치료 전 크라우딩의 양에 따른 치료 전 부정교합 T0_PAR의 평가와 Percent Improvement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Minor crowding 은 moderate crowding 보다 평
균 7점 정도 낮고, severe crowding 보다 13점 정도 낮아 가장 경미한 부정교합으로 평가되
었고, Moderate crowding도 severe crowding보다 6점 낮았으며 spacing그룹보다 11점 높았
다. Severe crowding도 spacing보다 17점 높은 중한 부정교합을 보였다(P<0.0001). Spacing
군과 minor crowding 군은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주어, moderate
crowding 그룹은 Minor crowding보다 14 퍼센트 더 많이 개선되었고, severe crowding 그
룹도minor crowding보다 19 퍼센트 더 개선되었다.

개방 교합의 여부는 치료 전 DI 평가에서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P<0.0001), 개방교합
이 있는 군에서 16점 정도 더 심한 부정교합으로 평가되었다.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치료
전 부정교합은 T0_PAR와 DI 모두 6-7점 정도 높은 부정교합으로 평가되었으며(P<0.0001,
P=0.0369),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치료 후 Percent Improvement도 10퍼센트 이상 더 개선
되었다(P=0.0117).

요약하면, 환자의 성별, 연령군, 발치 여부는 치료 전 부정교합의 평가나 치료 결과에 대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구치부 교합관계의 앵글 분류나 개방교합 여부는 치료 전 부정
교합의 중증도에 영향이 있으나, 치료 결과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 크라우딩의 양과 반대교
합은 치료 전 상태의 중증도 및 치료 후 결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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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환자 특성에 따른 T0_PAR, DI, Percent Improvement 그리고 ABO-OGS 분석
T0_PAR

DI

Percent

ABO-OGS

Improvement
Variable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Gender
Female

22.3±7.4 0.6584

15.8±11.8 0.4974

72±18 0.7538 33.5±12.0 0.5554

Male

23±7.0

17.6±11.2

71±18

23.7±7.7 0.1112

16.9±13.1 0.7029

75±16 0.1065 33.4±11.3 0.8050

21.3±6.8

15.9±10.1

69±20

31.9±10.8

Age
<20
≥20

0.0300

Molar

0.0022

32.8±12.1
0.7942

0.4893

Classification
Class I

21±6.5

13.4±8.4

72±19

31.9±10.2

Class II

25.9±9.1

23.7±16.6

74±20

35.4±13.3

Class III

22.6±5.9

15.9±8.7

70±15

33.8±13.6

Crowding

<0.0001

0.0746

0.0018

0.4371

minor

16.3±4.8

14.4±9.9

61±23

33.8±10.8

moderate

23.3±5.5

15.8±13.5

75±15

33±11.3

severe

29.7±5.1

21.2±8.3

80±13

33.9±13.7

spacing

12.3±4.2

6±4.4

71±24

22.3±3.78

Extractions
non-

0.3129

0.1640

0.9575

0.2755

21.7±6.2

14.6±8.8

72±16

34.5±12.8

23.2±8.2

18.0±13.6

72±21

31.8±10.3

extraction
extraction
Openbite

0.0986

<0.0001

0.1985

0.5390

No

21.8±6.9

13.3±7.2

71±19

32.7±11.6

Yes

24.9±8.1

27.1±16.9

77±15

34.5±12.0

Crossbite

<0.0001

0.0369

0.0117

0.5044

No

20.2±6.6

14.6±9.6

69±20

32.5±10.5

Yes

27.3±6.1

20.0±14.4

79±13

3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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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교정치료 결과 지표의 분석
치료

전

T0_PAR

의

점수에

따른 교정치료 결과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치료 전의 부정교합 상태가 상이하고, 일정한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결과의
수준이 다를 수 있거나 또는 치료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T0_PAR 점수는 최저 8 점에서 최대 40 점에 걸쳐 분포하였다. 평균 22.5 에서 1 표준편차의
차이만큼 구간을 정하여, 상중하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8 점에서 15 점까지 경미한
부정교합 그룹, 16 점에서 29 점까지 중간 그룹, 30 점 이상을 심한 부정교합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경미한 그룹의 T0_PAR 평균은 11.9±2.5 이었고, 중간 그룹은 22.5±3.8, 심한
그룹은 33.4±3.4 였다. 세 그룹의 T0_PAR 평균은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 <0.0001).

<표 15> 중증도에 따른 T0_PAR 의 세 그룹의 평균과 표준편차
부정교합 심도

T0_PAR 점수 구간

경미

8-15

11.9±2.5

중등

16-29

22.5 ±3.8

심함

≥30

33.4±3.4

T0_PAR

점수에

근거하여

분류한

T0_PAR mean±SD

세

그룹의

P value

Discrepancy

P< 0.0001

Index

평균값도

차이가

있었다(P<0.0001). DI 평균값은 경미한 그룹에서 12.8±9.5, 중간 그룹은 14.1±7.7, 심한
그룹은 28.9±17.4 였다. 가장 심한 그룹은 경미한 그룹이나 중간 그룹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중간 그룹은 경미한 그룹보다 평균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0_PAR 의 중증도에 따라 PAR Percent Improvement 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경미한 그룹은 57±27 퍼센트, 중간 그룹은 74±14 퍼센트, 심한 그룹은 82±13 퍼센트의
개선을 보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2). 경미한 그룹과 중간그룹 간에 17.2%,
경미한 그룹과 심한그룹 간에 2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간그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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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그룹 간 평균차이는 8%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ABO_OGS 의 평균도 분석하였다. 경미한 그룹에서 30.5±10.1, 중간그룹은
32.4±10.4, 심한 그룹에서 38.5±16.1 이었고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 1174).

(1) T0_PAR 10 점 단위 별 부정교합 심도에 따른 치료 전 평가
실용적인 활용을 위하여 T0_PAR 점수의 10 점 단위 별로 평균을 비교하였으며, 네 그룹
간의 평균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1) 먼저 T0_PAR 가 10 이하인 그룹에서
8.8±0.8, 10 초과 20 이상인 그룹은 16.5±2.7, 20 초과 30 이상인 그룹은 25.3±2.7, 그리고
30 초과 40 이상인 그룹은 34.3±3.3 이었다.

그룹 별로 치료 전 부정교합의 평가인 DI index 의 평균도 차이를 보였다(P<0.0001). 10
이하 그룹은 9.2±10.9, 두 번째 그룹은 12.3±3.5, 세 번째 그룹은 16.1±6.9, 마지막 그룹은
31±18.9 였다. 그러나 마지막 그룹과 나머지 그룹 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2) T0_PAR 10 점 단위별 부정교합 심도에 따른 PAR Percent Improvement 결과평가
먼저 치료 전 T0_PAR 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교합의 심도가 클수록), 교정치료결과에
의해 개선된 Percent improvement 의 양은 증가하였다 (P<0.001). 치료 전 T0_PAR 가 10 점
이하인 경우 치아배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부정교합은 경미하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증례들은 표본의 5.6%를 차지하며, 평균 36.8%의 Percent Improvement 보였다. 전체 표본의
Percent Improvement 평균이 72%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였다. 이 그룹은 나머지 세
그룹에 비해 Percent Improvement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치료 전 T0_PAR 가 10 점 초과에서 20 점 이하의 증례들은 표본의 35.6%를 차지하며,
Percent improvement 는 비약적으로 증가된 평균 68.1%의 Percent Improvement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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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 Improvement 의 전체 평균 72%에 견주어보면, 부정교합의 심도가 적을수록, 즉
치료 전 T0_PAR 값이 20 점 이하에서는 평균 이하의 Percent Improvement 를 보였으며,
20 점 넘어 40 점까지는 평균을 상회하는 Percent Improvement 를 보여주었다. 표본의
44.4%를 차지하는 T0_PAR 가 20 점 초과 30 점 이하의 그룹은 두 번째 그룹이나 가장 심한
네 번째 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T0_PAR 10 점 단위 별 부정교합 심도에 따른 ABO-OGS 의 결과 평가
ABO-OGS 평가 지표가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구간별 반응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ABOOGS 점수는 절대값이 적을수록 우수한 치료 결과를 의미한다. T0_PAR 가 10 점 이하로 초기
부정교합이 경미한 경우, ABO-OGS 점수는 36.8±8.9 이었다. 이는 평균인 33.1 보다 높은
점수이며, 경미한 부정교합 치료의 결과가 오히려 평균에 비해 결과가 더 좋지 않았다.
오히려 10 점에서 20 점 이하의 구간에서 더 적은 점수인 31.2±11.8 를 보여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 20 점 초과구간에서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 결과 평가는 더 높은 평균점수인 32.2±9.5 를 보였고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30 이상의 구간에서 39.5±16.8 였다. 그러나 각 그룹 간 ABO-OGS 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569).

(4) Percent Improvement 와 ABO-OGS 의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반응
두 지표의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반응을 같은 그림에서 비교하여 보았다(그림 19). 두
지표의 부정교합 심도에 따른 비교가 용이하도록, 절대값 100 에서 실제 평가점수의 차이를
사용한 보정 ABO-OGS 점수를 Percent Improvement 와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보정을 통해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정교합의

심도는

깊어지고

두

지표의

결과는

숫자가

클수록

치료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두 지표의 구간별 반응은 평행하지 않았고,
T0_PAR 점수의 두 번째 구간에서 교차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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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 부정교합 T0_PAR 값이 제일 작은 첫 번째 구간은 PAR 평균 값은 8.8 로 치아배열
자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매우 낮은 상태였다. PAR Percent Improvement 30% 이상의
개선효과를 보았으나, ABO-OGS 의 평가는 심도가 더 높은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에 비하여
치료결과는 더 낮게 평가되었다(그림 19).

<그림 19> 부정교합 단위 별 결과평가지표: Percentage Improvement vs. 보정 ABO-OGS
Percent improvement

보정AB0_OGS

100

63.2

80

77.1

68.8

81.9

60
68.1

40

67.7

61.5

31.2

20
0

0<T0-PAR≤10 10<T0-PAR≤20 20<T0-PAR≤30 30<T0-PAR≤40

T0_PAR 값의 두 번째 구간부터 두 결과 지표의 부정교합 심도에 따른 반응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즉,

T0_PAR

값이

높아져

부정교합이

심할수록,

PAR

Percent

Improvement 의 양은 증가하였다. 반면, 부정교합의 심도가 커질수록 ABO_OGS 는 더 낮은
결과 평가를 보였다. 이는 부정교합이 심해질수록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부정교합의 상태는
개선되나, ABO-OGS 지표로 평가된 최종 교합은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T0_PAR 점수로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를 구분할 수 있으며, 심도가 깊어지면,
치료 후 결과평가에서 Percent improvement 는 더 많이 이루어지나, ABO_OGS 는 초기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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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 치료기간, 치료결과의 분석
연구가설 1(H1): 부정교합의 심도가 클수록 치료 기간이 길다
귀무가설 1(H0): 부정교합의 심도가 달라도 치료 기간은 동일하다
진단 시점의 평균 연령은 23세 5개월, 최소연령은 10세 2개월이었고, 최고 55세 5개월이었
다. 평균 치료 기간은 23개월로 최소 7개월에서 최장 37개월이 소요되었다(표 16).
<표 16> 초진 시 표본의 평균 연령과 평균 치료 기간
Total (n=90)
Mean

SD

Range

Age (y)

23y5m

9y5m

10y2m-55y5m

Tx time (m)

23.0m

6.9m

7m-37m

SD, 표준편차; Tx, 치료; y, 년; m, 개월
치료 전 구치부 교합관계에 따라 치료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표 17;
P=0.2726). 발치 그룹에서 치료기간이 6개월 더 길었다(표 18; P<0.0001). T0_PAR의 점수에
따른 세 그룹에서 발치 비율을 비교하여 부정교합이 심한 그룹에서 발치 성향이 더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9; P=0.1186). 따라서 치료기간은 구치부 교합 관계나
치료 전 부정교합 구간의 발치 여부에 따라 영향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17> 치료 전 구치부 관계에 따른 치료 기간
평균 치료 기간

Class I

Class II

Class III

P value

22m±7

25±6

23±7

0.2726

발치

비발치

P value

20±7

26±6

<0.0001

<표 18> 발치여부와 치료기간
평균 치료 기간

<표 19> 치료 전 부정교합 심도 그룹에 따른 발치 여부
발치 여부

경미

중간

심함

P value

0.56

0.44

0.73

0.1186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 T0_PAR 와 치료 기간의 상관관계는 낮았다(r=0.1428, P=0.4050).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 T0_PAR 점수를 경미, 중간, 심함의 세 그룹으로 나누고 평균 치료
기간을 비교하였다. 그룹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표 20; P=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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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치료 전 부정교합 심도와 치료기간
T0_PAR경미

T0_PAR중간

T0_PAR심함

P value

24±7

22±7

25±6

0.4062

평균 치료 기간

다른 접근으로 치료 전 부정교합 T0_PAR점수를 10점 단위 구간으로 하여 평균치료 기간
을 비교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유의성은 없었다(표 21; P=0.7672).
<표 21> T0_PAR 10점 단위 구간별 치료 기간
평균치료기간

0<T0_PAR≤10

10<T0_PAR≤20

20<T0_PAR≤30

30<T0_PAR≤40

P value

24±6

22±7

23±7

25±6

0.7672

귀무가설1이 채택되었다. 부정교합의 심도가 달라도 치료기간은 동일하다.
연구가설2(H1): 치료 기간이 길수록 치료 결과가 좋다.
귀무가설2(H0): 치료 기간이 길어도 치료 결과가 동일하다
Percent improvement와 ABO-OGS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았으며, ABO-OGS의 경우 치료
기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ABO_OGS의 점수가 적을수록, 치료 결과가 더 나은
것을 의미한다. 치료기간이 길수록 좋은 치료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22).
<표 22> 치료결과와 치료기간의 상관관계
Percent Improvement

ABO_OGS

치료 기간(개월)

0.0931

-0.0873

P value

0.5888

0.6124

두 지표 모두 양호한 그룹의 평균 치료기간은 Percent Improvement만 양호한 그룹보다 2
개월 치료 기간이 더 짧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23).
<표 23> 두 지표 양호그룹과 Percent Improvement 양호그룹 간 평균치료기간 비교
Percent improvement만 양호
평균 치료 기간(m)

24±5

두 지표 모두 양호
22±7

P value
0.4687

따라서, 치료기간이 길어도 치료결과는 동일하다는 귀무가설2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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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합 평가 지표 간의 상관관계
<표 24>교합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Cast DI

Total DI

T0_PAR

T1_PAR

Percent

ABO-

Improvement OGS
Cast DI
Total DI

1

0.8266

0.5511

0.0419

0.2571

0.1754

1

0.4732

0.0890

0.1483

0.1881

1

0.0043

0.5453

0.0912

1

-0.7190

0.5093

1

-0.3028

T0_PAR
T1_PAR
Percent
improvement
ABO-OGS

1

치료 전 T0_PAR index 점수와 치료 후 T1_PAR 평가의 상관관계는 0.0043이었으며, 치료
후 ABO-OGS와의 상관관계는 0.0912로 상당히 낮았다. 치료 전 T0_PAR index 점수는
Percent improvement와 0.5453의 중등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치료 후 T1_PAR 점수와는 –
0.7190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치료 전 T0_PAR index 점수는 치료결과
ABO-OGS와 매우 미약한 상관관계를 보여 0.0912의 값을 보였고, 치료 후 T1_PAR 와도
0.0043의 수치를 나타내어, Cephalometics 값이 보완된 Total DI와의 상관관계 보다 더
저조한 값을 보여주었다. Total DI는 치료 후 T1_PAR와 상관관계는 0.0890, ABO-OGS와는
0.1881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표 24).

따라서 치료 전 부정교합의 상태에 따라 치료 결과를 예측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치아모형의 평가에 국한된 치료 전 T1_PAR보다는 두부계측방사선사진의 측정치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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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index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0> T0_PAR와 T1_PAR 및 ABO_OGS의 상관관계
80
T1_OGS score

T1_PAR score

15
10
5
0

60
40
20
0

0

20

40

T0_PAR score

60

0

r=0.0043

20
T0_PAR score

40

60

r=0.0912

부정교합의 초기 평가 index 가 부정교합의 심도와 치료의 난이도를 함께 측정하여, 치료
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 보완 하고자 하였다. 미국교정학회가
사용하는

Discrepancy

Index

는

치아모형으로부터

교합을

평가하고

이에

덧붙여

두부계측측정치를 반영하였으며, 과잉치, 유착치, 매복치, 치아결손, 비대칭 등의 개별
환자의

특이사항을

점수화하고

있다.

T1_PAR

와의

상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두부계측측정치를 제외한 점수를 Cast DI 로 정의하고 상관관계를 보니 r=0.55 로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전체 Total DI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다소 낮은
r=0.47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ast DI 와 Total DI 는 r=0.82 상관관계를 보였다(그림 21).
그러나 치료 결과와의 상관관계는 방사선 측정치가 반영된 Total DI 가 단지 치아모형에서
확보한 Cast DI 나 Initial PAR 보다 더 나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림 21> Cast DI 와 Total DI 의 상관관계

Total DI

100
50
0
0

10

20
Cast DI

30

40

50

60

r=o.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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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T0_PAR 지표와 Cast DI의 상관관계 및 Total DI와의 상관관계 비교
60
T0_ PAR score

T0_PAR score

60
40
20
0
0

20
Cast DI

40
r=0.55

60

40
20
0
0

Total DI

50

r=0.47

100

치아모형에서만 자료를 취득한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Cast DI와 T1_PAR Score간의 상관
계수가 Total DI와 T0_PAR와 상관계수보다 다소 높았다(그림 22; r=0.47)
<그림 23> Total DI와 결과지표 Percent Improvement 및 ABO-OGS와의 상관관계 비교
80

100.0%

ABO-OGS

Percent improvement

150.0%

50.0%
0.0%
0
-50.0%

50
Total DI

r=0.1483

100

60
40
20
0
0

50

100

Total DI r=0.1881

그러나, Total DI는 치료 결과 평가의 두 지표인 Percent improvement와 ABO-OGS 와의
상관관계는 T0_PAR보다 높았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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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치료 결과의 질 보장 위한 자가평가시스템

우리나라에서 교정치료를 제공하는 치과의사의 폭은 다양하다. 전문의제 시행 이전부터
교정과 수련을 받았던 치과의사, 2008년부터 배출되고 있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일반
치과의사들도 부정교합을 해결하기에 치료결과의 변이도 넓게 분포할 것이다. 그러나,
비보험 치료과목으로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교정과 전문의 면허 부여와 관련한
치료증례 시험이 시행되지 않는 바, 일반적인 교정치료결과의 질적 관리는 체계적으로
다루어 진 바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Outcome 평가가 시술자 자신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다양한 교육배경과 임상경력을 가진 치과의사들의 주관적 기준은 변이의 폭이 넓고
일치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의 교정지식으로 숙련된 교정과
전문의 그룹의 합의된 표준보다 하위개념이다. 현 시점에서 교정치료의 질 보장은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자가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
표준을 각 의료기관 단위에서 수행하고 따르도록 할 수 있다.

자가평가지표의 개발 목적은 객관적으로 치료결과를 평가하고, 치료 결과에 영향을 끼칠
구조 및 절차평가를 동반하여 치료결과의 수준을 보장하는데 활용하는데 있다. 기대효과로
첫째, 환자의 안전, 둘째, 신뢰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 셋째, 치과 교정치료의 효율성
증대

넷째,

일정수준

이하의

낮은

질로

인한

사회적

징벌을

피하고자

함이다.

자가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각자의 진료실 내에 고립될 수 있는 교정치료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치료결과평가 항목개발, 자가평가지표 개발, 자가평가시스템 운용의 순으로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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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치료결과평가 항목개발: 두 치과병원의 교정치료 결과평가를 근거로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어 사용해 온 기존의 지표 PAR와 ABO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선두적인 두 치과병원의 치료결과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교정치료의
표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지표의 틀을 구성하고 개발하였다.

대표적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치료결과는 개별 치과의사의 임상수준에 따라
발전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다. 앞서 평가한 PAR, ABO-OGS의 측정치, 환자 특성에
따른 치료 결과,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치료결과 차이 등은 자가평가를 위한 유용한
표준이다(그림 24). 다른 의료기관의 자료를 첨가하여 표준의 일반성을 보완할 수 있다.
개별 치과의사가 환자자료로 구성하거나 분기별 또는 부정교합 유형별 표본 추출로 구축할
수 있다.

<그림 24> 결과(Outcome) 자가평가지표의 표준

각 지표 별 측정치, 환자 특성 별 부정교합 심도와 치료결과,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치료 결과, 부정교합심도/치료결과/치료기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앞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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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소개하였다 (표11, 표14, 그림19, 표20에서 표23). 표본의 결과분석에 따른 핵심
내용과 자가평가지표에 반영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표 별 측정치: PAR 지표는 평균 72% percent Improvement로 표본의 97.8% 가 만
족할 만한 수준의 치료결과로 평가하였으나, ABO-OGS 지표는 평균 33.1로, 표본의 34.4%가
양호한 치료결과를 보인 매우 엄격한 평가였다(표 11, 그림 15 -그림18, 표 12). PAR는 영국
에서 치료비용상환을 위한 치료결과평가에 사용되었던 지표로 동일 지표를 치료 전후에 적
용하여 일정량의 개선이 이루어졌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반면, ABO는 미국 전문의 면허
부여의 최종 합격여부를 판가름하는 증례시험 기준으로, 지표는 교정치료의 정석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치료 후 모형만을 평가한다. 낮은 수용율은 ABO가 일상적인 교
정치료의 자가평가항목 개발에 대하여 지나치게 세밀한 기준이나 항목이 있음을 보여주었
다.

2) 환자 특성에 따른 부정교합 심도의 구분과 치료결과 측정: 환자의 성별, 연령 군,
발치여부는 그룹간 차이를 측정해내지 못했다(표 14). 치료 전 구치부 교합관계, 개방교합,
치료 전 크라우딩의 양, 반대교합에 따른 부정교합의 심도는 유의한 차이를 드러나게
하였고, 치료 전 크라우딩의 양과 반대교합은 Percent Improvement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 하였으나, ABO-OGS는 어떠한 구분에도 치료결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4).
이는 OGS가 치아 별로 0.5mm-2mm 범위 내 변위를 측정하므로 그 이상의 측정치를 갖는
치료 전 부정교합 측정에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림 10). 자가평가항목은
치료받는 환자의 특성에 따른 치료결과를 반영하도록 구성한다.

3)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치료 결과: 부정교합이 심할수록 Percent Improvement는
증가하였고, ABO-OGS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치료결과가 낮게 평가되었다(그림 19).
71

특이한 점은 가장 경미한 그룹의 ABO-OGS 결과는 두 번째로 심한 그룹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치료 전 PAR가 30점 이상인 심한 부정교합의 경우 Percent Improvement는 다른
그룹보다 치료결과가 훨씬 좋은 것으로 평가하나, ABO_OGS에 의한 치료의 완성도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초기 부정교합이 심하면 이에 준하여 치료효과도 커야 하나, 동시에 종료 시점에서
일정수준의 치료 완성도를 달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두 평가방식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자가평가지표는

이를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개선효과가 많지 않은 경미한 증례에서도 치료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4) 부정교합 심도, 치료 결과, 치료기간: 치료결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치료기간이
더 소요된다면 동일한 질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에 따르면
부정교합의 심도가 달라도 치료 기간은 동일하였으며, 치료 기간이 길어도 치료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자가평가지표는 평균적인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고려한다.

<표 25>는 선두적인 두 의료기관의 치료결과를 두 지표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나온 치료
양호 비율이며, 치료결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참고 자료이다. 개별 치과의사는 자신의
지난 6 개월간의 환자 표본을 추출하여 위의 특성 별로 PAR Percent Improvement 와 ABOOGS 를 측정하고 측정치를 수용기준선에 따라 평가한 후 산출된 비율 지표로 전환하여
자신의 진료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고, 각 세부 항목에 따라 과부족을 점검할 수 있다.
개방교합의 치료 성공률이 0.7 이하로 나온다면 집중적으로 자신의 개방교합 증례에 대한
프로토콜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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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각 항목별 결과 지표에 대한 양호 비율
Num

PS

PF

NF

PS/num

PF/num

63

22

40

1

0.35

0.63

27

9

17

1

0.33

0.63

42

14

28

0

0.33

0.66

48

17

29

2

0.35

0.60

Gender
Female
Male
Age group
<20
≥20
Molar Classification
Class I

51

17

33

1

0.33

0.64

Class II

21

7

13

1

0.33

0.62

Class III

18

7

11

0

0.38

0.61

25

7

16

2

0.28

0.64

Moderate

41

13

28

0

0.32

0.68

Severe

21

8

13

0

0.38

0.62

Spacing

3

3

0

0

1

0

44

14

29

1

0.32

0.66

46

17

28

1

0.37

0.61

Crowding
Minor

Extraction
Nonextraction
Extraction
Open bite
No

70

25

43

2

0.36

0.61

Yes

20

6

14

0

0.30

0.7

61

22

37

2

0.36

0.60

29

9

20

0

0.31

0.69

11

5

6

0

0.45.

0.55

47

18

28

1

.0.38

0.59

32

8

23

1

.0.25

0.72

Cross bite
No
Yes
U1_SN
U1SN≤100
100<U1SN≤110
110<U1SN

1) PS: PAR index 와 ABO-OGS 의 평가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은 경우
2) PF: PAR index 만 양호 판정을 받고 ABO-OGS 는 양호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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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지표의 Outcome 은 치료 전후 비교로 치료 효과를 반영하였으나 세세한 치료
마무리나 완성도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ABO-OGS 는 Outcome 자체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기에 치료 수용 기준이 매우 높았다. 한 의료 기관의 교정치료 질 관리를 위하여
치료결과(Outcome) 자가평가지표는 실용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치료 전 상태 반영과 적정 수준의 치료 완성도 평가. 치료 전 상태 반영은 평가항목이
일관되게 치료과정, 치료완료, 완료 후 추후 검사에도 적용되어야만 치료의 효과 및 개선의
정량화가 가능하다((Richmond, 2011). 치료 완성도를 평가하는 항목의 적정 수준은 전문가
사회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특성과 역할, 적용 환경에 따라 강화되거나
유연해야 한다.

치료결과 자가평가항목을 개발하고자, DI 와 PAR, ABO_OGS의 항목들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측정항목을 우선적으로 나열하였다(표 26). Overjet, Overbite, Anteroposterior
relationship, Vertical relationship, Transverse relationship, 그리고 crowding이 지표에 걸쳐
공통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공통적 항목에 동일 용어를 사용하여도 실제 측정의 내용은
각 지표에 따라 매우 달랐다.

Overjet의 경우 DI는 negative Overjet에 대해 해당 치아별 mm 당 1점을 계산하도록
하고, positive Overjet에 edge-to-edge는 1점, 1-3mm는 0점, 3-5mm는 2점, 5-7mm는 3점,
7-9mm는 4점, 9mm 이상은 5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그림9). PAR는 Ant cross-bite에
해당하는 치아의 edge-to edge부터 2개 치아까지만 반대교합을 평가하면서 0-4점을 주었고,
0-3mm는 0점, 3.1-5mm는 1점, 5.1-7mm는 3점, 7.1mm-9mm는 3점, 9mm 이상은 4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ABO_OGS는 전치부는 0mm를 만족스런 상태로 보고, 1mm 이내이면
1점, 1mm 이상이면 2점을 부여하였고, 전치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들의 관계도 상악
중심와에서 하악 협측 교두까지 측정하여 점수를 가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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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인 항목 외에도 DI에서는 두개방사선 계측치 중 ANB, SN_MP, IMPA를 포함하고
있었고, 과잉치, 유착치, 치아형태이상, 정중선 불일치, 결손치, 치간공극, 전위, 골격성
비대칭, 기타 치료난이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해 가중치를 첨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AR는 Centreline 불일치 항목이 있었다. ABO-OGS는 파노라마 방사선에서 치근의 평행
평가항목, Marginal ridges, Buccolingual inclination, Interproximal contacts을 평가하였다.
<표 26> 측정 지표 항목 간의 비교

Criteria

Total DI

T0_PAR

ABO-OGS

Overjet

Overjet

Overjet

Ant overjet

Overbite

Overbite

Overbite

-

Vertical

Anterior Open Bite

Overbite_openbite

Occlusal contacts

Lateral Open Bite

Buccal Occlusion_

-

relationship
vertical
Crowding

Crowding

Each right, Left, and Alignment/Rotations
ant segment for upper
& lower

Antero-posterior

Occlusal Relationship

BuccalOcclusion

Occlusal relationship

_AP

Relationship

Post Overjet

Transverse

Lingual

BuccalOcclusion

relationship

Posterior X-bite

_Transverse

Buccal

-

-

Posterior X-bite
X-rays

Cephalometics

-

Root angulation

Others

Others

Centreline

Marginal ridges

-

-

Buccolingual inclination

-

-

Interproximal contacts

공통 평가 항목 여섯 가지에 4가지 두부계측방사선 항목과 치료 전 부정교합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4가지 환자 부정교합 특성으로 핵심적인 자가평가항목의 틀을 구성하였다.
공통적인 6가지 치아모형 평가항목은 Overjet, Overbite, Vertical relationship, Crow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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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ro-posterior relationship, Transverse relationship 이었다(표26). Vertical relationship은
Anterior Open Bite, Lateral Open Bite, Overbite-openbite, Buccal Occlusion_vertical, Occlusal
contacts로 표현되었으며, Crowding은 crowding, each right, left, and ant segment for upper
and lower, Alignment/Rotations를 포괄하였고, Antero-posterior relationship은 Occlusal
relationship,

BuccalOcclusion_AP,

Occlusal

relationship으로

평가하였으며,

Transverse

relationship은 lingual posterior X-bite, Buccal Posterior X-bite, BuccalOcclusion_Transverse,
post_overjet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치료 전 부정교합의 유의한 차이에 기여하는 네 가지 특성은 치료 전 구치부 교합관계,
개방교합, 치료 전 크라우딩의 양, 반대교합에 따른 부정교합의 심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치료 전 크라우딩의 양과 반대교합은 Percent Improvement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 하였다 (표 14). DI 의 방사선 점수가 고려될 때 치료 예후와 연관성을 높였던 것을
근거로 x-ray 한 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네 각도의 방사선 계측치를 반영하였다 (표24;
그림20; 그림 21; 그림22; 그림23). 치료 전 두부계측방사선 측정치로부터 Anterior-posterior
relationship(ANB), Vertical(SN-MP), Upper anterior teeth angulation(U1 to SN, IMPA) 을
선정하였다(그림 25)

<그림 25> Four Cephalometric Values (1Δ: ANB, 2Δ: SN-MP, 3Δ: IMPA, 4Δ: U1_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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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정치료 단계별 결과평가 지표 (Procedural End Point Self-Assessment)

치료 전 부정교합 평가, 치료 진행 평가, 그리고 치료 종료 시점의 일관성 있는 지표를 통
하여 치료에 의한 개선 효과를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정 치료 이전과 종료 시점의 차이
를 비교하도록 하고 치료 중간에 치료의 진행이 적절한 가를 평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Monthly PAR Percent Improvement는 평가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하며 함께 사용할 수 있는
PAR 결과지표의 응용이다. 일반적으로 각 증례마다 부정교합의 출발선이 다르고 각 단계별
진행속도는 다양하다. 따라서 표본의 평균적 Percent Improvement를 평균적 치료기간으로
나눈 평균 월별 치료결과 개선량에, 해당 증례의 진행된 치료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그 증
례의 치료속도를 가늠한다. 즉, 평균적인 치료에 비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가를 비교 평가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다른 방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데, PAR 공식을 이용하여 개별 증례
의 치료 개선량을 정하고 치료 기간을 예측한다면 전향적인 또는 동시적인 모니터링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PAR 지표의 단순한 적용이다.

본 연구에서 평균 monthly PAR Percent Improvement는 3.1% (72%/23개월)이었으므로, 개
별 증례의 치료 전 T0_PAR 측정하고 중간평가 시기의 Tm_PAR를 측정하고 3.1%에 치료 경
과 개월 수(m)를 곱한 값과 대소를 비교하여 현재의 치료를 평가한다.

>=<

<표 27>은 앞서 기술한 표본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여러 지표의 공통적인 항목과 추가항목
을 실용성 위주로 구성한 새로운 치료결과 평가지표를 소개하였다. 초진과 치료 종료 사이
어떠한 단계에서도 평가될 수 있으며, 14개 치아모형 평가항목과 4개의 두부계측방사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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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목, 증례에 따라 특이사항을 첨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치료의 일반적인 주요 단계를 평가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일차적 치아배열(alignment and
leveling) 후, 구치부 관계의 개선과 공간 폐쇄(correction of molar relationship and space
closure) 후, 마지막으로 치료 마무리(finishing) 단계. 치료의 중간 점검은 치료에 대한 환자
의 생물학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계획된 치료의 진행 및 성과를 보완해나가는 데 효율
적이다. 세 번의 시점을 제시하였으나, 모든 증례의 중간평가를 세 단계마다 수행하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과 자원이 소요될 것이다. 무작위로 몇 증례를 꼼꼼히 평가하거나, 세 평가
시기 중에서 임의로 시기를 선정하여 자원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결과(Outcome)평가 자가평가지표의 진료현장 활용을 위해, 측정 및 자료 수집은 일상의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획득 가능할수록 좋다. 치아모형으로부터 확보되는
정보는 환자의 구강 내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강 안을 들여다보는 각도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가 생성될 수 있어 치아모형 인상을 채득하고 석고를 부어 틀이 굳은 다음에
실질적인 측정을 시행하는 것이 측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대략 20분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
이 소요된다고 할 때, 인상채득과 치아모형제작 및 지표 측정을 사전 훈련된 치과 위생사나
직원에게 위임 가능한 부분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교정치료 결과(Outcome) 자가평가지표는 치아모형과 두부계측방사선 사진에서 측정된다.
Others에 치아매복, 과잉치, 골격성 비대칭 등을 표시하고 해결과정을 기록한다. 표 26의 지
표들 간 비교 분석에서 공통 항목 6개 중에서 Overjet은 Anteroposterior relationship의 항
목으로, Overjet은 Vertical relationship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대신 발치 치료의 진행을 점검
가능하도록 spacing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였고, line of occlusion 선상의 alignment를
벗어나는 치아 수를 확인하고 해결과정을 평가하도록 하였다(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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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교정치료 결과(Outcome) 자가평가지표

Dental relationship은 세 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Crowding, Rotation 그리고 Spacing.
Crowding은 상하 전체치열에서 유용 공간과 치아크기의 차이 및 악궁 형태를 고려하여 단
순하게 mm 단위로 측정한다. Rotation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에 상관없이 악궁의 배열에
서 벗어난 치아 개수를 기입한다. Spacing은 환자가 지닌 자연적 공극, 발치 공간, 치료 효
과에 의한 공간 등을 mm 단위로 측정하고 기록한다. 치료 종료 시 0에 가까울수록 이상적
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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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rior-posterior relationship(AP relationship)에서 Ant Overjet, Ant Cross-bite, Canine
key(R), Canine Key(L), Molar Key(L), Molar Key (R)를 측정한다. 전치부에서 가장 큰 Overjet을
mm단위로 기록하며, 반대교합은 음의 값을 사용한다. Ant Crossbite는 해당 치아 개수를 기
입한다. Canine key는 상악 견치가 하악 견치의 원심면을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고, Molar
Key는 상악 제1 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가 하악 제1대구치의 협측구를 벗어난 정도를 mm
단위로 측정하며, 2급 관계는 양의 값, 3급 관계는 음의 값으로 기록한다.

Transverse relationship(Trans relationship)은 상하 Midline discrepancy을 좌우방향 상관없이
mm단위로,

구치부의

Buccal/lingual

Crossbite은

해당

치아

수를

기록한다.

Vertical

relationship(Vert relationship)은 전치부에서 가장 큰 Overbite을 mm단위로 기록하며
openbite은 음의 값을 갖는다. Post Overbite은 좌우 측 소구치부와 대구치 부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목하며, openbite을 음의 값으로 기입하며 mm단위로 표기한다.

<표 28 > 가상예의 치아모형 결과(Outcome) 자가평가
평가 항목

초진

중간평가 2

치료 종료

Crowding(mm)

7

0

0

Rotation(개수)

3

1

0

Spacing(mm)

0

0

0

Ant Overjet(mm)

5

3

2

Ant Crossbite(개수)

2

1

0

Molar key(R, mm)

2

1

0

Canine key(R, mm)

2

1

0

Canine key(L, mm)

2

1

0

Molar key(L, mm)

2

2

0

Midline discrepancy(mm)

0

0

0

B/L Crossbite(개수)

0

0

0

Ant Overbite

-2

0

2

Post Overbite(R, mm)

-1

1

2

Post Overbite(L, mm)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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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은 가상예의 치아모형 평가로 치료진행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Rotation,
Ant Crossbite, Buccal/lingual Crossbite은 해당 치아의 개수로 문제 해결 여부를 확인하며,
나머지 항목들은 mm단위로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표 27의 두부계측방사선 측정치는 Anterior-posterior relationship을 평가하는 ANB, Vertical
relationship를 평가하는 SN_MP, 상하악 Incisor inclination을 평가하는 U1 to SN과 IMPA로
구성하였고, 각도를 기록하여 개선방향과 치료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6
은 표 28에 제시된 가상예의 치료전반 평가내용을 방사선 차트로 가시화하였다.

<그림 26 > 가상예의 결과(Outcome) 자가평가 방사선 차트

Vert
relationship

Dental

초진

relationship

중간평가3
치료 종료

Crowding(mm)
Post Overbite(L, mm)

8

Rotation(개수)

6
Post Overbite(R, mm)

4

Spacing(mm)

2
Ant Overbite

0

Ant Overjet(mm)

-2
B/L Crossbite(개수)

Ant Crossbite(개수)

Midline discrepancy(mm)

Trans
relationship

Molar key(R, mm)

Molar key(L, mm)

Canine key(R, mm)
Canine key(L, mm)

AP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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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가평가시스템의 제안

개별 치과의료기관은 체계적으로 교정치료 결과를 지속적으로 동시적인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기관의

구조

및

진료절차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자가평가지표를

제안하였으며, 구조지표(6 항목), 과정지표(6 항목), 결과지표(6 항목)로 구성하였다. 각 지표는
기술적 평가와 대인관계 평가로 구분된다.

이 자가평가지표는 교정치료 Quality Assurance 시스템의 틀 내에서 활용된다. 치료 진행
중에도 중간 Outcome 평가를 통한 동시적 모니터링 가능하며, 기타 구조 및 과정지표의
정보가 수집 및 분석되어 치과의료기관의 구조와 절차에 대한 재조정의 유용한 원천이
되고, 치과의사 및 진료와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들의 교육 및 동기부여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교정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행태변화를 이끌어내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개선 및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표 29 > 자가평가지표
구조

과정

결과

기술적

치과의사의 교육

환자 교육 여부

Outcome평가지표

평가

진료 직원의 교육

협진 체계 여부

Monthly PAR Percent Improvement

자료 수집/정리/보관

부작용 모니터링여부

예상 치료 기간의 장기화

모니터링 통계 및 피드백

치료 계획 변경 여부

재치료율

사전설명

치료 중단

동의서

환자 만족도

대인관계 응급방문 대응 체계
평가

불만 처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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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 교정치료 질 보장을 위한 자가평가 시스템의 구성요소

1. 구조 지표
충분한 자원과 적절한 시스템 설계는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매끄럽게
반영하는 구성으로 의료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Donabedia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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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평가: 진료에 주도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의사의 치료를 지원하는 치과위생사,
방사선 기사, 치과 조무사 등은 역할에 상응하는 치료에 대한 이해 및 교정학 지식, 질
향상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진료에 수반되고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의 수집과 정리 및 보관을 일상화하여 모니터링의 근간을 확보하고, 이에 근거한
통계 및 피드백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치과의사의 지속적 교육

1) 예 2) 아니오

근거: 교정치료의 총 책임자로서 지속적인 교정학 전문지식의 발전을 수용하고
도입하며, 의료의 질 관리 및 향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시행지침: 연간 교육 참여를 점검한다.
진료 직원의 지속적 교육

1) 예 2) 아니오

내부 교육 수행 프로그램 개발
근거: 전체 진료 과정에 개별 진료 지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교육을 수행할 때 Total Quality Management(TQM)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행지침: 연간 교육 참여를 점검하며, 해당 의료 기관 내부 교육을 시행한다.
진료 관련 자료 수집/정리/보관

1) 예 2) 아니오

체크리스트의 개발
근거: 방사선 자료, 사진 자료, 치아모형, 의무기록 등의 초진, 모니터링, 종료
시점에서 적절한 수집과 정확한 정리 및 안전한 보관이 이루어질 때 이에 근거한
진단, 치료 계획 수립 및 평가,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다.
시행지침: 개별 환자의 자료 관리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내의 보관 시설 및
체크리스트를 관리한다.
모니터링 통계 및 피드백

1) 예 2) 아니오

담당자, 통계 항목, 시기 결정
근거: 월별/분기별 또는 임의로 정한 시기에 전수 통계/표본추출을 통하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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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에 대한 통계를 수행하고 이를 기관의 시스템 내로 투영하여 체계의 재조정
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의료의 질은 보장되고 개선될 수 있다.
시행지침: 통계 담당자를 임명하고, 지속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항목, 시기를
정하여 이를 개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인관계 평가:
응급방문 대응 체계

1) 예 2) 아니오

일상 진료 일정 중에 응급 처치 공간, 시간, 인력 확보

근거: 장치의 탈락이나 파절 등으로 예상하지 않은 내원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환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필수사항이면서 동시에
치료 진행과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시행지침: 일상적인 진료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응급방문의 원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응대 및 실질적인 자원과 여유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불만 처리 체계

1) 예 2) 아니오

환자 불만에 상시적인 기록과 응대 및 상담 인력 확보
근거: 상대적으로 긴 치료 기간 동안 불만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진료 관련,
비용 관련, 약속 관련 등 여러 불만 중 환자 개인 사정에 따른 단순한 불만의
신속한 처리는 환자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여주며, 기관의 시스템에서 파생된
불만은 체계의 디자인에 반영하여 전체적인 질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시행지침: 환자의 불만을 기록 및 분류하고 해결 여부 및 원인을 파악한다.

2. 과정 지표

치료의 대상이면서 치료의 혜택을 받는 환자 자신의 협조를 확보하여 치료의
효과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치과 교정치료에 수반되는 관련 의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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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적 협진 체계를 원활히 운영하여 순조로운 치료진행과 예측한 치료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적 평가: 진료에 주도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의사의 치료를 지원하는 치과위생사,
방사선 기사, 치과 조무사 등은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환자를 교육하고, 관련
치과의과적 협진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며, 치료 관련 부작용을 모니터 한다.
환자 교육

1) 예 2) 아니오
직원의 환자교육 받은 환자 수
일정 기간 치료를 시작한 환자 수

근거: 전반적이고 일상적인 구강 위생 교육, 식이 관리, 가철식 장치 및 고무줄의
탈/부착, 브라켓 탈락 등의 응급 상황과 예견되는 동통에 대한 대처 및 내원
안내는 환자의 치료 협조도를 향상시키고, 치료 결과에 대한 긍정적 효과의
기반이 된다.
시행지침: 필요한 서식, 사진, 그림 등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한다.
협진 체계

1) 예 2) 아니오

관련 의료기관과의 협진에 순응한 환자수
의뢰/되의뢰 의사소통에 문서화된 양식이 발부 환자수
근거: 치료 과정에서 일상적인 구강위생을 관리의 필요성과 교정 치료 관련
외과적, 보철적 술식이 병행되거나, 환자의 내과적 질환 조절의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정치료의 효율성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준다.
시행지침: 협진 관련 서식 및 연락체계를 구성한다.
치료 계획의 변경

1) 예 2) 아니오

일정 기간의 원인 별 치료 계획 변경 환자 수
일정 기간의 치료 시작 환자 수

근거: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기대 변경이나 의사결정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으며 이는 치료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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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 치료 계획 변경 및 고수에 필요한 의사결정 근거제시 및 결정에
상응하는 관련 조치를 마련한다.
부작용 모니터링

2) 예 2) 아니오

모니터링 실시한 환자 수
일정 기간 치료 진행 환자 수
근거: 치근의 흡수와 치조골의 흡수 등 대표적인 부작용을 치료가 진행되는
중간에 확인하고 치료 진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지침: 주기적인 방사선 촬영으로 치료 전의 상태와 비교하며 모니터링하고
적절히 대응한다.
대인관계 평가:
사전 설명

1)예 2) 아니오

필요한 술식에 대한 설명을 인지한 환자수
일정 기간 내원 환자수
근거: 치료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치료 단계별 주요 변화와 이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는 것은 환자의 협조도를 증진시키고, 치료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결과적인 치료 만족도를 높인다.
시행지침: 진단 및 치료 계획 설명 시 일반적, 개별적 사전 설명 내용을 구성하고
전달한다. 또한 내원 별로 필요한 설명을 수행한다.
동의서

1)예 2) 아니오

일정 기간 동의서 서명 환자 수
일정 기간 치료 시작 환자 수
근거: 문서화되고 개별적인 설명이 첨가된 동의서를 통하여 치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질의 응답을 유도하여 치료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시행지침: 치료 결정 단계에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환자에게 설명 후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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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지표 (치료 진행 중 평가와 치료 종료 평가 모두 해당)

치료의 결과를 평가하여 치료 진단, 술식 및 진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미래 환자의 치료 계획과 치료 진행에 반영하다.

기술적 평가: 치료 전 부정교합에 근거한 치료 개선도, 치료 완성도, 치료 기간 및 치료
완료 및 유지 과정을 거친 후 재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비율을 구한다.
치료 단계별 자가평가 지표 평가

1) 예 2) 아니오

치료 전/ 평가 시점의 자가평가 지표 측정
근거: 치료 전 부정교합에 근거하여 치료수행 결과 개선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시행지침: 치료 전 치아 모형 상에서 PAR 지표 측정하고 치료 평가 시점의
치아모형에서 PAR 지표를 측정한다.
Monthly PAR Percent Improvement

1) 예 2) 아니오

평가 시점의 치아모형 PAR Percent Improvement x 치료월수
근거: 치료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시행지침: 치료 평가 시점의 치아모형에서 ABO-OGS 를 측정한다.
예상 치료 기간보다 장기화되었는가?

1) 예 2) 아니오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치료 연장된 환자 수
일정 기간 치료 완료 환자수
근거: 예상 치료 기간보다 길어져 비용의 증가와 잠재적 부작용의 발생이 예견될
수 있다. 원인은 환자 개인 사정, 치료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의 차이, 치료 역학
등의 다양한 원인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준비한다.
시행지침: 예상 치료 기간에 근거해 환자 치료 진행을 평가한다.
재치료율

1) 예 2) 아니오
일정 기간에 재치료 환자 수
일정 기간 치료 완료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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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환자에게 치료 시작 전, 치료 종료 시점에서 재발에 대한 설명을 수행하고,
유지

장치

점검

약속을

수행하더라도,

치료

결과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부정교합의 재발이 예견된다. 이는 환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지며, 재치료의 비용이
발생한다.
시행지침: 재치료율을 기록하고 원인과 예방 교육에 피이드 백한다.

대인관계 평가:
치료 중단

1) 예 2) 아니오

일정 기간 원인 별 치료 중단 환자 수
일정 기간 치료 종료 환자 수
근거: 치료 중단의 원인은 이사 취업 등 환자 개인 사정의 변화, 비용 지불
능력의 상실,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환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각각의 경우에 상응하는 최선의 후속조치로 중단 시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타 기관 치료의 연속성 또는 완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지침: 치료 중단의 사례를 기록하고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한다.
환자 만족

1) 예 2) 아니오

일정 기간 치료 만족 환자 수
일정 기간 치료 완료 환자 수
근거: 환자의 불만족은 예상치료 결과와의 차이에 대한 불일치, 치료 과정 상의
불편함, 개인적 상황 등에서 기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만족/불만족의 원인을
조사하고 시스템에 피이드 백하여 개선 또는 보장의 기회로 활용한다.
시행지침: 치료 종료 시 결과에 대한 환자 만족을 출구조사하고 불만의 원인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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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의료의 질은 현재 수준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시스템 내로 다시 환류 되는 순환과정을
통하여

보장된다(QA

학회지

1996;

Deguchi

2005).

평가와

모니터링은

구조,

과정,

결과로부터 확보된 정보, 즉 의료 질의 지표에 의존한다 (도나비디언, 1980). 지표의
평가항목(Criteria)과 표준(Standard)은 의료의 질이 좋은지 아닌지 가늠하게 하는 척도이다
(한국의료QA 학회, 도나비디언, 1996). 양질의 진료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의 지식과 임상 경험에 의존한 암묵적 평가항목과 표준을 황금률로 여긴다.

교정치료 지표의 점수들은 일군의 숙련 교정과 의사들의 합의, 즉 황금 표준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 받는다 (Arruda, 2008). 역설적이지만, 9개국 97명의 교정과 의사들은
치료결과 수용여부 평가에서 미국 28%에서 헝가리 90%의 넓은 변이를 보여 (Richmond,
2011), 전문가 간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Hong, 2012). 따라서 오랜 기간의
작업과 현장 테스트를 거쳐 최고의 전문가들의 평가항목과 표준을 명시적이고, 객관화된
임상지표로 개발해 내었다(Vuori, 1982; Richmond, 1992; Casko, 1998).

두 교합 지표
임상지표로서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 받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대표적 교합지표 PAR 와 ABO 가 있다. 두 지표는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논문으로
소개되었으나, 실제 의료의 신임이나 지역 간 형평성의 측정비교, 의료 기관 간의 의료결과
평가 비교, 전문의 자격 평가의 잣대로 사용된 예는 없다.

본 연구는 두 대표적 지표를 사용하여 치료 전 부정교합의 상태와 교정치료의 결과를
후향적으로

측정하여,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의료

기관인

서울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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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정과에서 치료받은 90 명의 교정치료 결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개별 치과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가평가항목을 개발하고 교정치료 결과의 질
보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을 제안하였다.

연구 표본
윤 등(2009)이 분석한 표본에서는 여성이 1.5배 많았던 것에 비해, 여성이 70%로 남성의
2배 이상이었다. 앵글 분류 구치부 교합관계는 1급 51%, 2급 21%, 3급 18%였다. 서
등은(1984)는 정상교합자가 38.8%, 부정교합 중 1급 45.7%, 2급 7.6 %, 3급 7.9%라 하였고
강(1992)는 정상교합자가 8.5%, 1급이 61.6%, 2급이 13.2%, 16.7%라 하였다. 본 연구는
악교정 수술이나 혼합치열기, 부분교정 치료자를 제외하고도, 역학조사 결과와 비교 시 2급,
3급 비율이 더 높았다. 강(1992)의 연구에서 1급 구치부 교합자 중에서 개방교합자는
18%이었고 반대교합은 11이었으나, 표본에서 개방교합자는 20%였고, 반대교합자는 29%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측정된 Outcome의 수준과 지표 간 일치율
기존의 연구에 상응하며, Percent Improvements 는 높은 치료결과 수용율을 보였고, ABOOGS

는

30-40%의

수용율을

보였다.

일본

치과대학과

미국

치과대학의

교정치료

Outcome 을 비교연구에서 Percent Improvement 는 70.7%와 81.4%를 보였다(Deguchi,
2005). 대학 표본의 96%가 PAR 에 의해 양호기준을 통과하였고 단지 4%만이 치료에 의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Yang-Powers, 2002). 표본의 34.4%가 ABO_OGS 양호 기준을
통과하였고, 30 점보다 적은 ABO 점수를 보인 비율은 39.7% 였다(Pinskaya, 2004). 30 점
이하의 ABO-OGS 는 일본 치과대학 45.1%, 미국 치과대학 46.6%였다(Deguchi, 2005).
치과대학의 19.6%와 개인 클리닉의 46.9% 만이 ABO-OGS 의 수용기준에 통과하는 점수를
받기도 하였다(Yang-Power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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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의 PAR 지표와 ABO-OGS 상관관계는 0.2755 (Onyeaso, 2007), 0.38 (Hong,
2012)로 낮았고 본 연구는 0.5093 로 중등도 관계를 보였다. 34.5%만이 두 가지 결과평가
지표의 양호기준을 모두 통과하였다. 1 급 부정교합 분석연구에서 두 지표의 일치도는
19.3%이였으나 (Hong, 2014). 표본수가 30 개 미만이었다. 63.3%는 ABO_OGS 의 양호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30% 이상의 Percent Improvement 로 PAR 양호 평가를 받았다.
PAR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ABO-OGS 지표의 민감도는 0.35 이며, 특이도 1 이고, ABOOGS 를 기준으로 볼 때, PAR 지표는 민감도는 1 이며, 특이도는 0.03 이다.

두 지표의 이해
의료 질 보장 활동의 대상이 될 질의 분포는 Percent Improvement 에 의하면 2%이며,
ABO-OGS 평가에 따르면 68.5%에 이른다. 그러나, 두 지표 자체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먼저 PAR 지표는 영국에서 상당량의 치료가 가철식 교정장치만으로 이루어지던 때 다양한
교정치료의 경험을 가진 치과의사들의 동료 심사도구로 개발되었기에, 협측의 잔여 치간
공극 측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고정식 교정장치의 시대를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Fox,
1993). ABO_OGS 의 개발과정을 담은 논문에서도 PAR 가 3 가지 평면에서 고루 평가되어야
하는 치아의 교합을 섬세하게 측정해내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언급되어 있다 (Casko, 1998).

미국전문의 시험 제출 증례들을 PAR 지표로 평가한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전문의 합격 증례와 전공의들 증례는 동일 수준의 이상적 최종교합을
달성하였지만, PAR 지표는 월등히 뛰어난 최종교합과 우수한 최종 교합을 구분할 만큼
충분히 섬세하지 않다고 하였다 (Dyken, 2001).

반면, ABO_OGS 는 전문의 시험의 잣대로 사용되는 매우 엄격한 표준이라는 상반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Daguchi, 1995). 기존연구에서 ABO-OGS 는 평균 30 점대의 측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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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고((Deguchi et al, 2005; Campbell et al, 2007; Onyeaso and Begole, 2007), 본 연구
치료결과가 낮지 않다. 1999 년 ABO_OGS 지표가 적용되기 이전의 미국 전문의 시험에
통과한 증례들을 ABO_OGS 로 평가한 연구에서 상당수가 허용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Yang-Powers et al, 2002).

따라서, ABO-OGS 지표는 일상적인 교정치료의 모든 환자에게 적응시키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표준이다. 그러나 표준을 습득하고 미래 전문의 교육병원에서는 그 기관 내부의
의료의 질 보장 시스템 관점과 별도로 교정계 전체의 질 관리 및 향상을 목표로 하여
ABO-OGS 를 진료의 표준과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ABO-OGS 지표는 치료 전 필요 중증도나 치료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부정교합을 연속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투입에 따른 치료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Onyeaso, 2007).

환자 특성 별 부정교합과 치료 결과의 비교
개방교합과 반대교합은 악교정 수술의 대상이 될 만큼 심한 경우는 배제되었다. 구치부
관계, 개방교합 여부, 크라우딩 심도, 반대교합 여부는 부정교합 차이를 유발하므로,
치료계획 수립과 치료 진행 시 신중해야 한다. 또한 크라우딩과 반대교합의 경우 Percent
Improvement 의 양이 달라질 만큼 치료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모든
변수에서 ABO-OGS 에 의한 측정결과의 차이는 없었기에, 치료의 마무리와 완성도 평가는
환자 특성에 따른 부정교합이나 치료에 따른 개선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치료 전 부정교합의 평가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를 ABO DI 와 비교하였다. DI 는 두부계측 방사선 계측치를
포함한다. 이는 교정치료가 개별 환자의 특정한 악골과 두경부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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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치아배열 작업이기에 타당하다. DI 는 결과

측정치와 상관관계가 더

높아,

자가평가지표를 구성할 때 DI 의 항목을 근간으로 하였다.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치료결과
치료의 복잡성과 부정교합의 심도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DeGuzman, 1995). 치료 전
부정교합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의 마무리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자 전문의 교육 과정의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합지표 평가에 의한 부정교합 경미한 그룹
전문가의 판단에서 치료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치료요구를 수용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동시에 측정지표의 한계이기도 하다. 교합지표만을 사용한 부정교합의
평가에서 치열이 고르다면, 치료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지런한 치아의
돌출입을 주소로 내원하였다면 교합지표만으로는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다.
둘출입의 치료는 중증도가 훨씬 심한 치료와 차이가 없다.

부정교합의 심도, 치료 기간, 치료 결과 간의 관계 규명
치료 기간은 치료 전 T0_PAR 점수, 발치여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PAR percent
improvement 와는 T0_PAR 점수에 영향을 받을 것(O'Brien KD, 1995)으로 기대하였고,
치료기간과 치료 전 T0_PAR 의 점수가 높을수록, Percent Improvement 가 많을수록 치료
기간은 유의 할 것으로 보았으나 (Dyken, 2001), 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첫째,
악교정수술 등이 필요한 매우 심각한 증례는 일차적으로 배제가 되었고, 둘째, 평균적인
치료기간에 치료종료를 목표로 치료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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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교합 지표는 치료 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가
교정치료의 결과는 치아배열이 주요한 부분을 이루나, 안모의 개선과 기능, 심미적인
평가를 수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합지표 이외에 객관적인 측정이나 일반적 합의에
도달한 치료결과 평가가 없다(DeGuzman, 1995).

대표 전문의 교육 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은 치과대학 교육 병원이고, 가톨릭치과병원은 의과대학에 속한 두 의료기
관은 공통적으로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진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었다. 모두 3차 의료기
관이며, 일반적으로 치료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 두 곳의 교정과에서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와 수준을 논하는 것은 그 내부적 시스템의 극히 일부만 반영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가
최고의 교육 기관에서 전공의들과 함께 진행되는 치료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활용과 해석에
는 한계가 있으나,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의 충분한 가이드로 기대하였다.

교정치료 질의 보장 위한 치과의사의 리더십
치과교정 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자가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치료의
진행에 따라 자가평가지표로 중간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동시적으로 치료진행과 의료기관
의 구조 및 절차에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의지와 리더십에 의존한다. 자가
평가시스템의 운용은 개별 의료기관이 처한 여건과 진료를 행하는 방식의 차이에 달려있
으며, 개별 의료인의 표준활용과 질 개선 활동에 의존한다.

현 상태의 의료의 질을 확인 및 분석하고, 실제 의료가 행해지는 과정과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업무의 재조정과 행태의 변화를 유도한 후, 다시 다음 단계의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지휘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장인 치과의사의 조직 운영에 그
효과와 효율성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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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평가 시스템의 운용
시스템의 운용과 관련된 논의는 네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개발된 평가항목을 측정
하고 측정하여 교정치료절차와 치과 의료기관의 구조에 피드백 하여 질 보장 사이클이 원
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이 논의되어야 한다.

가) 자원
나) 측정
다) 피드백
라) 임팩트

가) 자원
자가 평가 시스템의 수행 책임과 활용 의지는 교정과 전문의 혹은 치과의사에게 있다. 이
들은 결과 평가를 수행하고 치료 과정의 단계별로 매 환자 방문 시 평가할 사항과 치료 진
행 정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사항, 치료를 총괄하여 평가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분하고,
조사 방법과 담당자를 선정하고 지휘하여야 한다. 실제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직원들 간에 평소 의료의 질 보장에 대한 교육과 가치를 공유시키고, 실제적인 수행에 대한
훈련과 숙련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환자 챠트 내 세세한 과정 평가의 수행여부를 기록하고, 시기 적절한 방사선 촬영의 기록
을 보관하고, 치아 모형을 제작하여 손상 받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질 평
가 활동이며 이를 교정의사로부터 말단 직원까지도 공유되어야 한다.
의료 질 평가와 보장 활동은 비용을 수반한다. 교정의사의 제반 QA 활동에 소모되는 시간
비용, 직원들의 정보수집 및 평가활동, 교육활동에 따르는 비용, 실제 추가의 치아 모형을
제작하고 측정하고 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시간비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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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효율성 저하와 낮은 질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에 따르는
비용을 함께 저울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측정
교합지표의 측정 위임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주요 결정사항이다. 치의학적 기본지식을 갖춘
경우 훈련을 통하여 준비된 지표 측정의 조사자 간 그리고 조사자 내 신뢰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평가를 위임할 수도 있다 (Richmond, 1993). 그러나 지표 측정의 오차는 치과의사
가 직접 지표 측정을 수행한다 하여도 항시 존재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오차의 원
인으로 치아 모형의 생성 단계의 변형 등에서 기인하는 오차, 지표 측정자(ruler)의 불완전성
에 따른 오차, 측정을 수행하는 사람의 개인적 오차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또한 측정에 일
관되게 나타나는 계통적 오차와 우연히 발생하는 오차 등을 반복적인 측정으로 상쇄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표 30> 표본의 각 지표 별 평균 측정시간
평균 측정시간

T0_PAR

T1_PAR

DI

ABO_OGS

4분 36초

2분 38초

2분 24초

6분 25초

본 연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각 지표 계측 시 측정 시간을 기록하였다. DI 지표가 가장 짧
은 시간이 소요되어 2분 24초였다. 치료 후 최종 교합의 PAR 측정은 2분 38초, 치료 전 부
정교합을 평가하는 T0_PAR의 측정은 4분 36초 걸렸으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지표는
ABO-OGS로 6분 25초였다(표 30). 이미 숙련된 조사자가 측정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항
목들을 평가하는 시간만을 잰 시간이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로부터 치아 인상을 채
득하고, 모형을 제작하는 시간, 양식을 준비하는 시간은 별도의 시간이 추가되어야 한다. 만
약 교정과 전문의나 치과의사가 이 지표에 익숙지 않다면, 지표에 대한 학습 과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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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자 증례의 결과자가평가항목 측정:
1. 크라우딩(Crowding)
심한 크라우딩을 주소로 내원 발치 교정하였으며, 치료 마무리 시점에 가족
이민으로 서둘러 치료 종료함
<그림 28 > 크라우딩(Crowding) 증례 치료 전 구내 사진과 두부계측방사선 사진

<그림 29> 크라우딩(Crowding) 증례 치료 후 구내 사진과 두부계측방사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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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크라우딩(Crowding) 증례 결과(Outcome)자가평가
평가 항목

초진

중간평가 3

치료 종료

Crowding(mm)

16

0

0

Rotation(counting)

10

2

0

Spacing(mm)

0

0

0

Ant Overjet(mm)

-3

3.5

2.5

Ant Crossbite(counting)

2

0

0

Molar key(R, mm)

2

0

0

Canine key(R, mm)

3

1

0.5

Canine key(L, mm)

-1.8

2

0.5

Molar key(L, mm)

-2.7

-0.5

0

Midline discrepancy(mm)

2

0.5

0

B/L Crossbite(counting)

0

0

0

Ant Overbite(mm)

3.5

3

2.5

Post Overbite(R, mm)

-1.5

-1

-0.5

Post Overbite(L, mm)

-2

-0.5

0

ANB(angle)

3.1

-

2.5

SN-MP(angle)

34.8

-

33.4

U1-SN(angle)

105.1

-

104.5

IMPA(angle)

101.9

-

90.0

초진 시 상하악 모두 8mm 크라우딩을 보였고, line of Occlusion 선상에서 각 5개씩
rotation되었고, 공간은 없었다. 상악 측절치 두 개가 반대교합으로 최대 3mm의 반대교합
상태였으며, 우측 구치부는 2mm 견치 관계는 3mm 2급 관계, 심한 크라우딩에 좌측 구치
부는 2.7mm 견치는 1.8mm로 3급 관계, 하악 정중선은 2mm 우측으로 변위되었다. 3.5mm
전치부 Overbite으로 제2 대구치는 심한 구치부 크라우딩으로 openbite 상태였다(표 31).

환자 사정으로 치료 종결을 서두르게 되었고 finishing 단계의 중간평가를 거쳐 치료 완성
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가족 이민을 고려하여 종료하기로 하였다. 치료 종료 시 견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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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m 2급 관계와 양측 소구치 부위 overbite이 부족하였다. 환자에게 소구치 부위는 유지
장치 장착 중 개선될 것을 고지하였다.

<그림 30 > 크라우딩(Crowding) 증례 결과(Outcome)자가평가 방사선 차트
Dental relationship

초진
중간평가3

Vert

치료 종료

relationship

Crowding(mm)
Post Overbite(L, mm)

20

Rotation(counting)

15
Post Overbite(R, mm)

10

Spacing(mm)

5
Ant Overbite(mm)

0

Ant Overjet(mm)

-5
B/L Crossbite(counting)

Ant Crossbite(counting)

Midline discrepancy(mm)

Molar key(R, mm)

Molar key(L, mm)

Trans
relationship

Canine key(R, mm)
Canine key(L, mm)

AP relationship

그림 30 에서는 주된 문제인 crowding 과 rotation 이 해결되었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반대교합과 구치부와 견치의 관계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잘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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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교합(Openbite)
주소는 타 의료치관에서 12 세부터 14 까지 교정치료를 받고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였으나,
16 세경부터 위아래 물리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느낌: 1 차 교정 후 하악 late growth 에 의한
재발. 6 개월 serial ceph superimposition 으로 성장 완료 확인 후 재 교정치료 시행하였다.

<그림 31> 개방교합(Openbite) 증례 치료 전 구내 사진과 두부계측방사선 사진

<그림 32> 개방교합(Openbite) 증례 치료 후 구내 사진과 두부계측방사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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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개방교합( Openbite )증례 결과(Outcome)자가평가
평가 항목

초진

중간평가 3

치료 종료

Crowding(mm)

2

0

0

Rotation(counting)

6

2

0

Spacing(mm)

0

0

0

-1.3

1

2

2

0

0

Molar key(R, mm)

-2.3

-0.5

0

Canine key(R, mm)

-3.8

-1

0

Canine key(L, mm)

0.5

0

0

Molar key(L, mm)

-1

0

0

Midline discrepancy(mm)

0

0.5

0

B/L Crossbite(counting)

0

0

0

Ant Overbite(mm)

0

1.5

2

Post Overbite(R, mm)

0

0

-1

Post Overbite(L, mm)

-2

-1

-1

-0.6

-

-0.6

SN-MP(angle)

26

-

26.6

U1-SN(angle)

110.4

-

110.8

IMPA(angle)

87.7

-

84.7

Ant Overjet(mm)
Ant Crossbite(counting)

ANB(angle)

경미한 2mm 크라우딩과 역시 견치 중심의 6개 치아의 약한 rotation, 전치부 2개 치아
에서 최대 1.3mm의 반대교합을 보였다. 양측 구치는 2.3mm(R), 1mm(L)의 3급 관계를 보
였고, 견치는 우측은 3.8mm 3급 관계, 좌측은 0.5mm 2급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정중선의
변위는 없었으며, 구치부는 overbite이 없거나 2mm의 개방교합을 보였다.

치료 중간 평

가 시 정준선이 변위 되기도 하였으나, 치료 종료 시 구치부 제 2대구치의개방교합을 제외
하곤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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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에서 회전 치아의 교정과 전치부 반대교합의 개선이 눈에 띄며, 3급에서 개선되는
구치와 견치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3> 개방교합(Openbite) 증례 결과(Outcome)자가평가 방사선 차트
Dental relationship

초진
중간평가3

Vert

치료 종료

relationship
Crowding(mm)
Post Overbite(L, mm)

6

Rotation(counting)

4
Post Overbite(R, mm)

2

Spacing(mm)

0
Ant Overbite

-2

Ant Overjet(mm)

-4
B/L Crossbite(countng)

Ant Crossbite(counting)

Midline discrepancy(mm)

Trans
relationship

Molar key(R, mm)

Molar key(L, mm)

Canine key(R, mm)
Canine key(L, mm)

AP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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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급 부정교합(Class II molar relationship)

14세 여환으로 앞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소로 치료, 골격성 2급, Class II div 2
subdivision left 부정교합으로 좌측구치부가 full cusp Cl II이었다. 측절치는 5.5 mm OJ을 보
였다.

<그림 34> 2급 부정교합(Class II) 증례 치료 전 구내 사진과 두부계측방사선 사진

<그림 35> 2급 부정교합(Class II) 증례 치료 후 구내 사진과 두부계측방사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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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급 부정교합(Class II) 증례 결과(Outcome)자가평가
평가 항목

초진

중간평가 2

치료 종료

Crowding(mm)

2

0

0

Rotation(counting)

5

1

0

Spacing(mm)

0

0

0

5.5

2

1.2

Ant Crossbite(counting)

0

0

0

Molar key(R, mm)

0

0

0

Canine key(R, mm)

2.2

1

0

Canine key(L, mm)

6

3

1

Molar key(L, mm)

4

1

0

2.5

1

0

B/L Crossbite(counting)

0

0

0

Ant Overbite(mm)

4

3

0.7

Post Overbite(R, mm)

0.5

1

1.5

Post Overbite(L, mm)

2

2

2

ANB (angle)

7.2

-

7.5

SN-MP(angle)

37.9

-

37.6

U1-SN(angle)

85.4

-

97.8

IMPA(angle)

84.4

-

97.6

Ant Overjet(mm)

Midline discrepancy(mm)

매우 경미한 2mm의 crowding과 역시 경미한 5개 치아의 rotation, 상악 중절치의 설측
경사로 4mm Overbite, 상악 측절치의 순측 경사로 5.5mm overjet을 보였다. 우측은 1급 구
치부 관계와 2.2mm 2급 관계를 보였고, 좌측은 Full cusp Class II 관계였다. 따라서 하악 정
중선은 좌측으로 2.5mm 변위 되었다.

비발치 교정 치료 후, 구치부 1급 관계에 도달하였고, 상악 측절치 크기가 작아 좌측 견치
를 1급 관계로 완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치부 Overbite은 deepbite의 재발을 고려한
overcorrection으로 0.7mm로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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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에서 좌측 견치와 구치부 관계의 개선, ant Overjet/Overbite의 개선 및 rotation 해
소가 한 눈에 확인된다.
<그림 36> 2급 부정교합(Class II) 증례 결과(Outcome)자가평가 방사선 차트
Dental relationship

초진
중간평가3

Vert

치료 종료

Crowding(mm)

relationship
Post Overbite(L, mm)
Post Overbite(R, mm)

Ant Overbite(mm)

6
4
2

Rotation(counting)
Spacing(mm)

Ant Overjet(mm)

0
B/L Crossbite(counting)

Ant Crossbite(counting)

Midline

Molar key(R, mm)

discrepancy(mm)

Trans
relationship

Molar key(L, mm)

Canine key(R, mm)
Canine key(L, mm)

AP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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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드백
자가평가지표(표 29)의 구조, 과정, 결과 평가항목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고 진료과
정 내로 되먹임 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즉, 지표의 평가 결과는 질 보장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니터링 정보를 해석하고 적절한 활동으로 전환하여 크게 구조 및 절차의 재조정으
로 연결하거나 교육 및 동기 부여 활동으로 피드백 한다(그림 27). 즉 촉진, 일상화, 우회,
직접 개입하는 체계의 단기적 재조정과 양질의 작업이 전문가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인지
되고 보상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장기적 재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의료 QA 학회,
1996).

구조지표의 첫째 항목인 치과의사의 교육 수행 여부는 치과의사 스스로 교정학회 회원 자
격 유지를 위해 외부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교육 여부 이수에 주안을 두
기보다 시술자로서 자신의 진료를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지속적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주목
하여야 한다. 결과평가지표의 평가 수준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먼저 기술적 평가 부분에서,
개개 증례 별로 치료 전 계획과 치료단계별 자가평가 지표에 의해 수행된 치료 개선효과
및 최종 결과를 평가한다. 치료의 속도와 관련하여 예상치료기간보다 6개월 이상 연장되는
환자의 증례 및 비율을 통하여 개별 치료 역학의 적합성을 되돌아볼 수 있으며, 시술자의
숙련도 향상이 요구되는 영역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만약 설측 교정치료 환자의 치료 기간
이 6개월 이상 연장되는 비율이 다른 치료 환자군 보다 높을 때, 이와 관련된 치과의사의
지속적 교육내용은 설측 교정연수회/ 세미나의 필요성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구조 지표의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어 수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별 환자
별로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은 직원 간에 공유하고 수행여부를 상호 교차 점검하여야 한다.
방사선, 치아모형, 사진 등에 의해 기록하는 치료과정의 순차적 변화는 치료 진행 중 적정
시기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직원 누구라도 해당 내원 일에 필요한 방사선 촬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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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사진 촬영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환자 진료 기록과 별로도
양식을 개발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환자가 내원을 종료하기 전 안내데스크에서 최종 확인
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 만약 해당일 환자의 사정이나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방사선 기기 작동 장애가 발생한다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재내원이 이루어지도
록 조정한다. 개발되고 활용되는 체크리스트의 내용에 따라 자료가 수집/정리/보관되고 있
는가를 적어도 월 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직원 간에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력과 개인 성향에 따라 직원 간 업무성과 차이가 발행할 수 있다. 직원 내부교육을 통하
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극복방안이다. 뛰어난 직원을 인지하고 모든 직원들의 모범이 되
도록 하는 것은 모니터링 자료/수집 활동의 “일상화”와 “촉진”을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지
속적으로 방사선 촬영이나 치아모형 인상 수행이 원활하지 못한 직원의 경우 이 업무로부
터 제외시키는 “우회”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나 재교육을 통한 재투입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구조지표의 대인관계 평가 항목은 담당직원과 의료기관 장 또는 치과의사와 긴밀하게 상
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응급방문이나 불만처리가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평가되는 것은
계획된 치료 진행에도 중요하며 동시에 결과지표인 환자의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단순한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불만과 응급상황은 상담 및 협진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
조 하에 의료기관이 책임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정 지표를 수행하는 것은 이미 구조화된 일상적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것이다. 치료대상
인 환자와 관련 의료기관별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것, 환자와 해당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추
어 유연하게 대처하고 치료 계획을 조정 및 순응시키는 과정, 치료 과정의 예기치 않은 동
통, 치근 흡수 및 치수괴사를 모니터하고 조치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치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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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이고 전반적인 치료의 흐름을 가시화하고 개별적인 동의서의 수령을 점검한다. 동의
서는 치료 시작 전에 확보하고 충분한 질의 응답 하에 환자의 사인을 받는 절차를 포함한
다. 이는 매일 모든 환자에게 수행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이나 2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수행
담당자의 과정평가와 환자별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하는 것은 촉진과 일상화에 기여한다. 과
정수행이 결여된 환자에 대한 즉각적 보완과 저조한 성과수행 직원은 재교육 대상으로 분
류한다.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실제 예는 다음과 같다(그림 37). 연구 표본의 PAR Percent
Improvement를 런 차트로 제시한 것이다. 시기별로, 환자의 증례 별로 구분하여 추이나 비
교도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의 제시는 문제점이 있는 증례나 부분을 가시화한다(그림 37).

<그림 37> 치과 의료기관 치료결과 평가 실제 예

PAR Percent Improvment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46 49 52 55 58 61 64 67 70 73 76 79 82 85 88
-20.0%

파악된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하고 가능한 대응책의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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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가 결과지표에 대한 개별 환자별 평가, 환자 증례의 유형별 평가에 따라 치과의사 스스
로 치료 분야의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다. 재치료 환자는 때론 재내원을 하지 않고 타의료
기관을 찾을 수도 있다. 재치료 환자가 발생할 때에는 원인에 따라 환자의 유지장치 장착불
이행, 치료 결과의 가시화와 환자의 기대 수준의 불일치 등을 분석하고, 동일 유형의 환자
증례에 대해 피드백하도록 한다.

치료 중단자나 환자 만족도 출구조사를 시행하는 것 역시 교정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질 평가 도구가 된다. 치료 중단의 이유가 환자의 이사나 군 입대 등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황은 해당 의료기관의 구조나 체계와 관련이 깊다.
원인 발생 시점을 환자의 치료단계 구분과 연결하여 가역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지, 이미 가
역적인 변화가 발생한 시점이라면 차선의 새로운 치료계획을 개발하고, 미래의 다른 환자들
을 위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표 34> 문제 항목의 대응책 가상예

여러 문제가 복수로 혼재되어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의
원칙은 Williamson 이 주창한 성취 가능한 최대편익(”Maximum Achievable Benefits”)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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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빈도를 보이는 문제, 문제 규명 가능성, 문제의 중요성, 의료적 중재에 대한 순응도,
문제의 자연사, 진료비, 진료의 질 변이의 폭, 진료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Vouri, 1982).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은 PDCA cycle 을 따라 Plan- Do- Check-Act 의
반복적 수행을 통하여 개선된다.

4) 개별적 치과의사에 대한 임팩트와 사회적인 임팩트
이 지표를 활용하는 개별 의사 또는 의료 기관은 이 지표의 활용 동기를 우선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전문가 윤리, 환자의 안전, 경제적인 이득의 도모, 전문의
수련교육의 역할, 수준 이하의 결과에 대한 징벌을 피할 목적 등등 동기는 다양하나 (Vuori,
1982) 각각의 동기는 대체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지표의 사용자들의 임상적 능력과 교정학적 지식 역시 그 폭이 넓다. 이미 수련을 마친
교정과 의사들, 일반치과의사로서 정규 수련과정 이외의 교육과정을 거친 경우는 경력과
교육의 내용에 따른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가평가지표는 치료결과의
변이에서 질이 낮은 부분을 개선하는데 그 목표로 두고 있다.

과연 자가평가시스템은 질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표본에서 교정 치료기간은
평균 23±7 개월이 소요되었다. 짧으면 1 년 반 길면 3 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
대체로

치료

전

수립한

치료계획에

의지하여

치료가

진행된다.

임상

경력이

짧은

치과의사의 경우, 일정 숙련도에 다다를 때까지는 다양한 증례의 복잡한 진행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평균 월 1 회 내원하는 환자의 치료가 안정적으로 예상한 치료결과에
도달하게 하는 표지판이 필요하다. 이는 교정과 전문의 수련기간에 지도교수님들의 안내와
감독을 대신하여 스스로 점검하며 환자치료를 진행하게 한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환자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시스템적인 질 관리는 더욱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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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교정과에서 표본 추출한 90증례의 교
정치료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PAR가 평균 72% 개선되었으며 ABO는 평균 33점이었다.
2. 국내 질 평가 도구로서 PAR는 세세한 치료마무리나 완성도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ABO는 치
료에 의한 부정교합의 개선 정도 및 치료효과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의료제공자의 효율적인 질 개선을 위해 전 치료 단계에 걸친 공통적 결과평가 지표, 동시적
모니터, 의료기관의 구조와 진료 절차에 대한 피드백을 치과교정치료의 Quality Assurance
구성요소로 제안하였다.
4. 치과 교정치료 결과의 질 보장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일상적 치료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결과평가지표, 구조평가지표와 과정평가지표를 포괄하는 한국형 자가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5. PAR와 ABO는 교정치료결과 평가에 사용되고 있으나, 치료의 결과를 교합 측면에서만 평가
한다는 한계가 있다. 차후 심미성, 골격적, 안모 등 치료의 결과를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에 의해 보다 폭 넓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6. 개별 시술자가 속한 치과의료기관에서 자가평가지표와 시스템을 통하여 질 보장 활동을 일
상적인 진료과정 속에 원활히 이루는 것이 기대 효과이다. 시술 치과의사의 특성 별로 평가
지표와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교정치료 교육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
한 수준의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과제로 남는다.
7. 이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증례들에 대한 결과 평가로 일반 치과에서 치료받은 유
사한 환자 증례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교육과 연구 진료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와 교육
을 받는 전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3차 의료 치과의 치료 결과 평가를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추구하는 일반 치과의원의 치료에 적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차후 개
인 치과의원 환자치료 전후의 기록과 치아모형에 대한 접근 및 동의를 확보한다면 비교 연
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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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lf-assessment System for Assuring the Quality of
Orthodontic Treatment Outcome
Purpose
Treatment outcome of dentists with varying levels of educational background and clinical
experiences is characterized by variation. Occlusal indexes are developed from a gold standard
of highest level of orthodontists’ group and are utilized for assuring quality over certain level.
Occlusal indexes allow quantitative measurement of treatment outcome and clarify ideal
treatment standards. Usually, however, the assessment of treatment outcome is fulfilled
subjectively in individual clinics in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ssess orthodontic
treatment outcome from the leading dental hospitals in Korea by using foreign occlusal indexes
such as Peer Assessment Rating (PAR) and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Objective Grading
System (ABO-OGS)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y are appropriate outcome assessment tools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practical self-assessment index was developed for assuring
treatment effect and efficiency of orthodontic treatment in Korea.
Materials and Methods
The sample consisted of 90 patients treated from January 2010 to August 2013 at Dental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eoul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inclusion criteria are as follows: Permanent dentition at an initial stage and cases
where both pre- and post-treatment dental casts were made. The cases that had mixed dentition
were treated with orthognathic surgery, or partial orthodontic treatment for prosthesis, were
excluded. The 70 % of the sample was female, the average age was 23years 5 months and the
average treatment duration was 23months. The percentage of older than 20 years was 53.3%..
The percentage of non-extraction treatment was 48.9%. The ratios of Angle’s classification
Class I, Class II, and Class III were 56.7%, 23.3 %, and 20%.
The level of pre-treatment malocclusion and treatment outcome was measured and analyzed
retrospectively by PAR and ABO-OGS for the sample and then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dexes. The differences in level of pretreatment malocclusion and treatment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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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nalyz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tient information obtained from medical records
and also pretreatment study casts. The relationship among malocclusion severity, treatment
outcome, and treatment duration was examined. First, outcome assessment index that is useful
for over all treatment stages was developed with correlation analysis and comparison analysis
from previous indexes. Second, orthodontic treatment quality assurance system was composed
of assessment criteria from structure-process-outcome model, feedback, system redesign, and
education.
Result
The mean score of PAR percent improvement and ABO_OGS were 72% and 33.

The level of

outcome assessed by PAR and ABO_OGS corresponded to that of previous researches from
other countries. The only 34.4% of the sample passed the cutoff line for a good outcome by
ABO_OGS, whereas 97.8% by PAR percent improvement. ABO-OGS had a too stringent
standard for a routine orthodontic treatment. The way of outcome assessment of the PAR was
useful in that it provided uniformity in criteria for both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measurements of casts. ABO-OGS was more sensitive to the treatment outcome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pre-treatment malocclusion; therefore, ABO-OGS was a better choice for orthodontic
end result management, compared to PAR which is more generous for treatment finishing
assessm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treatment duration between only ABO-OGS
success group and both indexes success group (P=0.4687).
In order to develop a self-assessment index, six common criteria from PAR, ABO-DI and
ABO-OGS, and four Cephalometric measurements from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ose
indexes extracted. In addition, several malocclusion characteristics from the medical records and
pre-treatment cast were considered, too. As a result, a new outcome assessment index were
consisted of 15 criteria for dental cast measurement and four criteria for Cephalometric x-ray
measurement, which is useful at any time-point over orthodontic treatment duration.
Individual dental clinic should be encouraged to monitor systemically its orthodontic treatment
outcome, structure of its clinical environment, and its treatment procedure. For the monitor, a
self-assessment index was composed of eighteen criteria from each compon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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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and outcome. The criteria are related to either technical care 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quality.
This self-assessment index is utilized in the frame of orthodontic treatment quality assurance
system. Concurrent monitoring of treatment is available with this index at any end point of each
procedural stage such as alignment and leveling, correction of molar relationship and space
closure, and finishing of orthodontic treatment. This monitoring information with structural and
procedural information should be collected and analyzed, which can be used for redesign of
structural system and procedures of the clinic, and as continuous education sources to dentists
and staffs. Eventually, the self-assessment system would induce behavioral changes of dentists
and employers for improving orthodontic quality.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d an insight about outcome assessment and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asurement by indexes and orthodontic quality assurance. Orthodontic treatment
outcome from the leading dental hospitals in Korea, were measured and analyzed by occlusal
indexes from England and America. Based on the analysis, a practical outcome assessment
indexes was developed for concurrent monitoring at any time point over whole treatment
duration. Following an Assurance System for orthodontic treatment, a self assessment system
was suggested with a bundle of self assessment indexes including structure assessment, process
assessment, and outcome assessment.
Keywords: Self-Assessment System, Quality Assurance system, Outcome Assessment,
Orthodontic Treatment, Quality of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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