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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교정 치료 후,치주 인 향 외에도 교정 인 치아이동에

의하여 치은퇴축이 발생할 수 있다.한편,성인 개방교합 환자에

해서는 교정 치료 후 치은퇴축 경향성이 임상 으로 의심이 됨

에도 불구하고 이와 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

다.이번 연구는 교정치료가 완료된 개방교합 환자의 치료 후

상태를 비교하여 치은퇴축 발생의 빈도 정도를 분석하고,치은

퇴축과 련된 요인들과의 상 계를 평가하기 해 설계되었다.

서울 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마친 만 18

세 이상 35세 미만인 개방교합 환자 83명에 해 구내사진으로 상

하악 치의 치은퇴축 발생을 기록하 다.이 inclusioncriteria

에 부합하는 48명의 개방교합 환자군에 하여 하악 6 치의 치

길이 골격 인 계측치를 구하 다.치료 후 차이에 한 통

계 유의성 검정에는 IBM SPSSPairedt-test가 사용되었다.

상·하악 치 한 개 이상의 치아에서 치은퇴축이 찰된

환자는 83명 30명이었다.임상 인 치 길이의 평균은 6 치

모두 치료 후 측정값이 증가하 다.특히 양측 하악 견치는 유일

하게 pairedt-test에 의한 유의성 검정을 통과하 고 치 길이 증

가량이 각각 0.22mm,0.28mm로 가장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개방교합 환자의 교정 치료 후 치은퇴축 방에

련된 추후 연구에 pilotstudy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 기 된

다.이에 더불어,성인 치부 개방교합 환자의 교정 치료 시 치은

퇴축의 발생 가능성에 한 주의가 권고될 수 있다.

주요어 : 치부 개방교합,치은퇴축,임상치 길이

학 번 :2012-2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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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서 론

치은퇴축이란,변연치은이 백악법랑경계에 해 치근단 방향으로 변

되는 상이다.치은퇴축의 원인요소는 다양한데,치주 인 원인 외에

도 교정력에 의한 치아이동 자체에 의하여 치은퇴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이러한 상에 한 가장 유력한 설명은 치아가 치조골 밖으로

빠져 나오면서 치조골 열개가 발생하고 이것이 치은퇴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교정 치료 후 발생하는 치은퇴축에 여하는 인자에 해서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어왔다.일반 으로,교정 으로 심하게 기울인 치아는

은 양만 기울이거나 아 교정하지 않은 치아에 비해 치은퇴축의 빈도나

심한 정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2)반면,2012년 Renkema등의 연구

와 같이 교정치료 후 하악 치의 치 길이가 반 으로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하악 치의 회 정도와의 상 계는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

도 있다.3)

교정 후 치은퇴축은 주로 하악에 호발하고 얇은 하악 정 결합부는

치은퇴축의 다른 험요소이다.1987년 Årtun,Jon,and Olaf

Krogstad.는 악교정술을 동반한 하악 돌증 환자군의 술 교정치료에

서 치를 10도 이상 기울인 환자군에서 조군에 비해 치 길이의 증가

치은퇴축 발생률이 증가됨을 찰하 다.4)이 때, 치 경사를 많이

환자군에서 하악 정 결합부의 두께는 치 길이의 증가와 한 상

계를 보 다.

결론 으로 치아의 경사변화, 하악 정 결합부(mandibular

symphysis)의 두께,부착치은의 폭 등과 교정치료 후 치은퇴축의 발생의

상 계는 상충된 연구결과들이 있으며,동물시험 임상연구의

에서 아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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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oncriteria Exclusioncriteria

치부 개방교합 구치부 개방교합

만 18세이상 35세 미만의 환자 18세 미만의 성장기 환자

치료 /후 비교에 필요한 자료 악안면 기형이 개입된 환자

여러 부정교합의 분류 ,교정치료로 인한 치은퇴축에 한 문헌은

주로 골격성 III 부정교합의 술 교정 시 하악 치의 기울기에 련

된 것이 많았다.5)한편,개방교합 환자에 해서는 임상 으로 교정 치

료 후 치은퇴축 경향성이 종종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따라서 이번 연구는 교정치료가 완료된

개방교합 환자의 치료 후를 비교하여 치은퇴축 발생의 빈도 정도

에 한 후향 분석과 함께,치은퇴축 발생 련 요인들과의 상 계

고찰을 목 으로 한다.이를 통해 개방교합 환자의 교정 치료에서 험

요소를 이해하고,교정 치료 후 치은퇴축의 발생의 방에 한 후속연

구의 pilotstudy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장.연구방법

1.연구 상 선정

서울 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 ,2014년 5월 14일부터

2015년 5월 14일까지 1년간의 기간 안에 debonding까지 완료한 약 800

여명의 환자 목록을 검토하 다.이 진 시 구내 임상사진 자료를

통해 치부 개방교합자로 분류된 환자는 총 83명이었다.그 [표 1]과

같이 inclusion/exclusioncriteria로 범 를 좁 최종 으로 48명의 연

구 상 군을 얻을 수 있었다.모든 항목은 진 내원 시의 EMR기록

임상 구내 사진을 기 으로 용되었다.

[표 1]Inclusion/Exclusion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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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모두 존재하는 환자

)치료 /후의 구내 임상사진,

진단모형,두부계측 방사선 사진

)구개 구순열

하나 이상의 치부 치아 상실된 환자

치부 치열의 총생 정도가 심한 환자

치주상태가 불량한 환자

연구 상의 평균나이는 20.7±3.6년이며,남녀 비율은 남자(n=15),여

자(n=33)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치료방법

수술/비수술의 비율은 수술(n=27),비수술(n=2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구내 임상사진 분석

연구 상 선별과정 1차 으로 치부 개방교합환자로 분류된 83

명의 환자의 치료 ·후 구내 임상사진을 통해 치은퇴축의 발생 빈도를

분석하 다.치은 퇴축의 정의에 따라,치은 변연이 CEJ(Cemento-

EnamelJunction)를 넘어 치근단 방향으로 변 된 것의 발생 여부를 12

개의 상·하악 치부 치아 각각에 하여 기록하 다.

3.진단모형 계측

치료 ·후 진단모형을 통해 하악 6 치의 임상 치 길이를 계측하

다.임상 치 길이는 치의 단연 혹은 견치의 교두정으로부터 변

연치은 곡선 상 가장 낮은 까지의 거리로 설정하 다.계측 도구로는

digitalcaliper를 사용하 다.

4.방사선학 분석

치료 ·후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은 연구 상의 골격 특징 분석

하악결합부 치조골의 형태 분석을 목 으로 사용되었다.개방 교합

치료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의 V-ceph 로그램 상에서

tracing후 계측치를 계산하 다.연구 상의 장안모 경향 골격 특

징을 확인해보기 해 선정된 계측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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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ialangle– 하악지의 후연과 하악평면이 이루는 각

PFH – Sella에서 Gonion까지 거리

APH – Nasion에서 Menton까지 거리

MandibularPlaneangle– SN 과 GoGn이 이루는 각

PalatalPlanetoMandible– 구개평면과 하악평면이 이루는 각

ODI– AB PlanetoMandibularPlaneangle과 PalatalPlaneto

FH lineangle의 합

CF– APDI와 ODI의 합

IMPA– 하악평면에 해 하악 치가 이루는 각

한편,하악 정 결합부의 치조골 두께는 PACS측방 두부 규격 방사

선 사진에서 Warmuz,Justyna.등.의 방법을 참고하여 치료 ·후

API-CEJ-B각도를 직 계측하 다.6)

5.통계학 분석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IBM SPSS를 사용하 고,비교의 성질

에 따라 다른 검정법을 용하 다.치료 ·후 계측 값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 다.측방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계측치의 standard수

치에 한 연구 상군의 실제 계측치의 평균 비교에는 one-sample

t-test가 이용되었다.마지막으로,치은퇴축 향 요소들과 임상치 길이

의 증가량 사이의 상 계 분석은 correlation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유의수 은 모든 검정에서 .05수 으로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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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Group OpenbiteGroup
P

Mean SD Mean SE*

Gonial angle 123.9 5.8 125.9 14.4 0.001

PFH 87.8 5.5 82.51 7.60 0.031

AFH 130.6 2.62 137.38 6.50 0.000

PFH/AFH 66.9 4.9 60.07 4.85 0.000

Mn.Plane 

angle
29.8 5 42.35 6.79 0.000

Palatal Plane to 

Mandible
21.9 5.6 32.58 6.33 0.000

ODI 71.63 6.77 61.06 9.77 0.000

CF 153.38 7.55 147.70 7.79 0.000

Ⅲ. 연구결과

1.연구 상의 골격 특징

연구 상 48명의 치부 개방교합 환자군의 골격 개방교합 경향성

을 알아본 결과 개방교합 장안모 경향성을 나타내는 계측치의 기 값

에 하여 표본의 평균은 P<.05범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본의 평균값은 기 치에 하여 1SD이상의 편차를 보 으며,각 계측

치가 편차를 보인 방향은 개방교합 혹은 장안모 경향성과 일치하 다.

[표 2]SkeletalAnalysisofAnteriorOpenBitepatients

*Gonialangle,PFH,AFH,PFH/AFH,Mn.Planeangle,PalatalPlane

to Mandible의 NormalGroup에 한 mean,SD 값은 Cangialosi,

ThomasJ.의 1984년도 문헌7)을 참고하 고,ODI CF에 한 Normal

Group의 수치는 Kim,등의 2000년도 연구8)를 참고하 다.

*OpenbiteGroup의 SE(standarderror)는 단일표본 t-검정에서 표본의

평균값이 NormalGroup의 평균치에 해 떨어져 있는 정도를 기술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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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은퇴축의 발생 빈도

구내 임상 사진으로 치은퇴축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상·하악 치를

통틀어 한 개 이상의 치아에서 치은퇴축이 찰된 환자는 83명 30명

으로 집계되었다.30명 치은퇴축이 발생한 환자는 하악 24명,상악 15

명으로 상악보다 하악 치에서 보다 발생률이 높았다.교정 치료 치

은퇴축이 기존에 존재했던 환자는 9명이었고 그 치은 퇴축이 더 진행

된 경우는 5명이었다.

각 치아에 한 치은퇴축의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 치를 정 선으로부터의 치에 따라 치,측 치,견치

로 나 어 볼 때,상·하악 모두 견치에서 가장 치은퇴축 발생빈도가 높

았다(상악 우측 견치 n=9,좌측 견치 n=13,하악 우측 견치 n=9,하악 좌

측 견치 n=14). 치부에서 변연치은의 퇴축 양상은 상 으로 드물게

나타났다.

[그림 1]상악 6 치의 개별 치아 치은퇴축 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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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length SD P significance

rightcuspid 0.22 0.75 0.046 *

rightlateralincisor 0.15 0.60 0.086

rightmiddleincisor 0.09 0.65 0.33

leftmiddleincisor 0.17 0.78 0.13

leftlateralincisor 0.08 0.62 0.35

leftcuspid 0.28 0.71 0,008 *

[그림 2]하악 6 치의 개별 치아 치은퇴축 발생 빈도

3.임상치 길이 비교

치료 ·후의 임상 치 길이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표 3).하악 6

치 임상 치 길이의 평균은 모두 증가하 다(Δ length>0).SPSS

pairedt-test에서 P<.05유의성 검정을 통과한 치아는 좌·우측 하악 견

치로 각각 치 길이의 증가량이 0.22mm,0.28mm로 나타났다.

[표 3]하악 6 치의 치료 ·후 임상 치 길이의 변화량

*pairedt-testP<.05기 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이 검증된 경우

이에 따라 임상 으로 구강 내에서 치은퇴축을 의심할 만한 경

우(임상 치 길이 증가가 0.5mm이상인 경우,1mm 이상인 경우)에 한

빈도 조사를 시도하 다. 그 결과,0.5mm 이상이 차이나는 치아의 빈

도는 좌측 하악 견치,우측 하악 견치,우측 하악 측 치 순으로 높았고

(n=21,16,13)1mm 이상 차이나는 치아의 빈도는 우측 하악 측 치,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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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하악 견치,우측 하악 견치(n=6,5,4)순으로 높았다(그림 3).

[그림 3]치료 ·후 임상 치 길이 증가가 심한 환자의 빈도(단 :명)

*진한 회색 막 는 0.5mm 이상의 치 길이 증가가 일어난 환자 수

*연한 회색 막 는 1mm 이상의 치 길이 증가가 일어난 환자 수

4.치은퇴축 향 요인과의 상 계

교정력으로 인한 치은퇴축에 향요인들과 치은퇴축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치료 ·후 Δ IMPA(하악골에 한 치부의 inclination

변화량) Δ∠API-CEJ-B(하악 정 결합부의 순측 치조골 두께)와 같

은 변수들과 3.임상치 길이 비교에서 구한 임상 치 길이의 변화량

사이의 correlationtest를 시행하 다.그 결과,통계 으로 유의성 있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특히,ΔIMPA와 치 길이 변화량 사이의

Pearson상 계수는 .028,유의확률은 0.864로 낮은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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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결론

본격 인 치은퇴축 분석에 앞서,구내 임상 사진을 통해 치부 개방

교합으로 선정한 환자들이 실제 골격 으로 개방교합의 성격을 가지는

지,혹은 정상 안모골격에 치성 개방교합의 특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해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분석을 하 다.Gonialangle,

PFH/AFH,MandibularPlaneangle,PalatalPlanetoMandible와 같은

골격 방 개교합 계측치에 해서 모두 1SD 이상의 편차로 long

face tendency를 보 으며,개방교합환자의 골격 특징을 평가하는

Kim’scriteria(ODI,CF)에 해서는 매우 높은 유의성을 찰할 수 있

었다.9)따라서 본 연구의 상은 골격성 치부 개방교합군으로 간주해

도 될 것이다.

개방 교합 환자의 교정 치료 후,36.1%의 빈도로 한 개 이상의 치

에서 치은퇴축이 찰되었다. 은 환자의 일반 교정치료 후 치은퇴축이

치료 직후 7%,치료 2년 후 20%의 빈도로 발생하 음을 고려할 때(

Renkema,등,201310)),본 연구 결과는 상 으로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변연치은 퇴축의 발생 빈도는 견치에서 높았고, 치부에서 비교

낮았다.한편 치부는 교정 후 blacktriangle의 양상이 보다 보편 으

로 찰되었으나,이러한 양상은 본 연구의 내용과 맞지 않아 치은퇴축

발생 이스에서 배제하 다.

하악 치에서 치료 ·후 임상 치 길이의 평균값이 증가하 고,양

측 하악 견치(#33,43)에 하여 통계 인 유의성을 보 다.치 길이의

변화량은 평균의 증가량에 비해 표 편차가 높은 분포 양상을 보 는데,

이것은 치은퇴축이 심하게 일어난 경우 뿐 아니라 치은의 국소 인 부종

으로 인해 치 길이가 오히려 감소한 경우가 다수 포함된 결과로 보인

다.이러한 에서 severecase의 분석은 임상 으로 의미 있는 치은

의 퇴축 case의 빈도를 보여주고,여기에서도 양측 하악 견치는 높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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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 다.견치가 다른 치아에 비해 치은퇴축에 보다 취약하다고 주

장한 일부 문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치은퇴축과 련된 여러 교정 요인 치부의 기

울기 변화와 하악 정 결합부의 두께에 하여 상 계를 분석하 다.

C.J.Chung등의 2008년도 연구에 의하면 하악 정 부의 비나 치조골

의 높이 면에서 negativeoverbite를 가진 환자군이 다른 그룹에 비해 왜

소함을 보 다고 한다.11)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부 개방 교합자는

하악 정 결합부의 두께가 얇을 것이고,교정치료 과정에서 치가 치조

골 밖으로 빠져나가는 bonedehiscence가 더욱 잘 일어나 치은퇴축이 보

다 호발 할 것이라는 가설을 기 하 으나,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이 부분에 하여 치부 개방교합군과 정상교합군을 비

교하는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더 많은 연구 상 수를 확보한다면 수술/비수술,발치/비발치,

crowding정도에 따른 다양한 경우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더

나아가, 치은퇴축에 향을 미치는 치주 요인(gingival biotype,

gingivalinflammation등)에 한 control이 추가되었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본 연구의 진단모형 계측 과정에

서 치은염으로 인한 치은 부종(gingivalswelling)으로 인해 정확한 치

길이 계측에 어려움이 있었다.임상에서 debonding후 인상을 즉시 채득

하기보다,교정치료에 의한 치은의 염증이 가라앉길 지켜본 후 인상을

채득한다면 보다 생리 치은변연이 보존된 기록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결론 으로,실제 임상에서 성인 치부 개방교합 환자의 교정 치료

시 치은 퇴축의 발생 가능성을 주의하여야 한다.더 나아가,성인 치부

개방교합 환자의 교정 치료 상담 단계에서 환자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언 하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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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ofgingivalrecession

afterorthodontictreatment

inadultanterioropenbitepatients

:apilotstudy

TaeKeongKim

SchoolofDentistry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Orthodontictreatmentisknown asoneoftherisk factorsof

gingivalrecession.Althoughtendencyofgingivalrecessionhasbeen

noticedinclinic,onlyfew studieswereconductedaboutopenbite

patients.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ccurrenceanddegreeofgingivalrecession inadultanterioropen

bitepatientsafterorthodontictreatment.

Intra-oralphotographswereused toanalyzetheoccurrenceof

gingival recession within 83 open bite subjects who finished

orthodontictreatmentin Orthodontic departmentofSeoulNational

University DentalHospital.Study models were used to measure

clinicalcrownlengthsofloweranteriorteeth.IBM SPSSwasus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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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evaluation.

Inthisstudy,theoccurrenceofgingivalrecessionwas36.1% in

adultanterioropenbitepatientsafterorthodontictreatment.30open

bitesubjectsoutof83hadatleastoneanteriortoothaffectedby

gingivalrecession.Allsix loweranteriorteethshowedincreasein

average clinicalcrown length.The lower canines,in particular,

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increaseinclinicalcrownlengthby

0.22mm(rightcuspid)and0.28mm(leftcuspid).

Thisstudycouldcontributeasapilotstudyforfurtherresearches

on preventing gingivalrecession following orthodontictreatmentin

anterioropenbitepatients.Furthermore,itcouldsuggestthatmore

cautionisneededwhentreating openbitepatientsconsidering the

potentialriskofgingivalrecession.

keywords:anterioropenbite,gingivalrecession,clinicalcrown

length

StudentNumber:2012-2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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