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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골성 고정원에서 유도된 고무줄을 이용한
매복 상악 견치 견인의 치료 기간에 대한 연구
고정성 교정장치를 사용하여 매복치를 견인하는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면
치근 흡수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최근 임시 골성 고정원과 고무줄을
사용한 매복치의 견인 방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성 고정원과 고무
줄을 사용하여 매복 상악 견치를 견인하였을 때 견인 기간과 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조사하기 위함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치과교정과에 내원한 총 1339명
의 환자 중 골성 고정원과 고무줄을 이용하여 매복 상악 견치 견인을 완료한 환
자 27명의 치아 31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영상을 CT 분석 프로그램인 Simplant로 계측점, 계측선, 계측
평면을 설정한 후 견치 높이, 절치 치축과의 각도, 소구치 치축과의 각도, 교합평
면과의 각도, 이동 거리, 인접 절치와의 수평 관계, 인접 절치와의 수직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후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매복 견치를 인접치의 절단연 혹은 교
합면 높이까지 견인하는 동안 걸린 총 기간과 응급 내원을 포함한 내원 횟수에
대하여 각 항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제3대구치를 제외한 매복치가 존재한 환자는 치과교정과에 내원한 전체
환자의 15.68%를 차지했으며 매복 상악 견치의 비율은 39.64%였다. 분석 결과
매복 상악 견치 치축과 인접 소구치 치축 간의 각도, 최종적인 가상의 위치까지
이동 거리, 인접 절치에 기준한 견치 교두첨의 수직적인 높이가 매복 견치를 견
인하는 데 소요된 기간 및 환자의 내원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각 요인들에 대한 회귀식을 얻을 수 있었다.
2차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 비해 3차원 CBCT를 이용하면 매복 상악
견치의 위치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매복 상악 견치를 골성 고정원과 고
무줄을 사용하여 견인하는 경우 기존의 방법에 비해 보다 빠르고 적은 내원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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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견인을 완료할 수 있다. 또한 고정성 교정 장치를 이용하는 기존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치근 흡수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을 방지할 수 있
다.

핵심어: 매복치, 상악 견치, 견인, 임시 골성 고정원, CB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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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치아의 매복은 교정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하는 환자에서 적지 않은 비율
로 관찰된다. 제3대구치의 매복 빈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매복 빈도
를 보이는 치아는 상악 견치이다(Grover와 Lorton, 1985). 제3대구치가 매복되는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복 제3대구치를 교정적으로 견
인할 필요성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발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한편 상악 견
치가 매복되는 비율은 0.8% ~ 4.9%로 연구마다 다양하며(Kramer와 Williams, 1970;
Aydin 등, 2004; Celikoglu 등, 2010), 구개측 매복이 85%~98%로 순측 매복에 비해
많다(류학승, 2010).
매복 상악 견치를 견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교정 치료를 동반
한다. 이 경우 악궁 내 전체 치아에 교정 장치를 부착하게 되는데 이는 매복 상
악 견치를 견인하는 힘에 대한 고정원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Becker와 Chaushu,
2003). 따라서 매복치를 제 위치로 견인하는 교정 치료는 일반적인 교정 치료에
비해 더 긴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Iramaneerat 등, 1998). 한편 상악 견치가 매복되
면 주변 치아, 특히 근심 측의 측절치나 중절치의 치근을 침범하여 해당 치아의
치근 흡수를 야기하기도 한다. 전산화 단층 촬영(Cone-beam CT; CBCT)을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상악 견치의 매복으로 인한 측절치의 치근 흡수는 66.7%에 달하
며 중절치의 11.1%도 치근 흡수 소견을 보였다(Walker 등, 2005). 이렇듯 이미 치
근 흡수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상, 하 치열 전체에 교정 장치를 부착하는 치료
법으로 매복 견치를 견인하게 되면 인접 절치의 추가적인 치근 흡수가 나타날
수 있다(Woloshyn 등, 1994; Schmidt와 Kokich, 2007).
현대 교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Edward H. Angle은 100여 년 전 그의 저
서에서 매복치를 악궁 간 고무줄로 견인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Angle EH,
1900; 그림 1). 인접치에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매복치에만 견인력을 가할
수 있어 앞에서 언급한 치근 흡수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정원으로
치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와는 달리 최근 다양한 임시 골성 고정원이
고안되어 교정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중 C-tube와 악궁 간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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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매복치를 성공적으로 견인한 증례들이 보고되었다(Chung 등, 2014).
매복치에만 견인력을 가하므로 주변 치아에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골성 고정원을 사용함으로써 치아가 고정원에 포함되지 않
아 견인력에 대한 반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매복 상악 견치를 견인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 2차원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또는 측모 두부 계측 방사선사진을
이용한 연구에서 환자의 나이, 교합 평면에서 매복 견치 교두첨까지의 거리, 인
접치아에 대한 매복 견치 교두첨의 위치, 그리고 인접 절치 치축에 대한 매복 견
치 치축의 기울기가 견인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고되었다(Stewart 등,
2001; Zuccati 등, 2006). 2차원 영상과 3차원 영상을 모두 사용하여 매복 상악 견치
를 관찰한 연구들에 의하면 3차원 영상이 매복 견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이에 따라 매복 견치 견인의 방향과 방법 등 치료 계획도 달라질
수 있다(김기덕, 1998; Haney 등, 2010; Alqerban 등,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시 골성 고정원과 악궁 내 및 악궁 간 고무줄을 사
용하여 매복 상악 견치를 견인 시 견인 기간과 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차원 영상을 사용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그림 1. Edward H. Angle에 의해 제시된 매복치의 견인 방법. 치아를 고정원으로
악궁 간 고무줄을 사용하여 인접치에 부가적인 교정 장치 없이 매복치에만 견인
력을 가하여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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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 구 대 상

및

방 법

A. 연구대상
아주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MED-MDB-14-074)
하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치과교정과에 매복 영구치를 주소
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초진 시 CBCT 영상이
존재하며 매복 상악 견치를 임시 골성 고정원과 악궁 내, 혹은 악궁 간 고무줄을
사용하여 견인을 완료한 증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견인의 완료는 상악 견치가 인
접치의 절단연이나 교합면까지 도달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치아와 치조골의 유착,
환자의 협조 부족 등의 이유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와 임시 골성 고정원이 아닌
교정 장치를 고정원으로 사용한 증례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27명의 환
자에서 31개의 매복 상악 견치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B. 재료 및 기구
1. 재료
임시 골성 고정원인 C-tube(Jin Biomed Co, Bucheon, Korea)가 매복치 견인
의 고정원으로 사용되었다(그림 2). C-tube는 0.036 inch 직경의 tube를 가진 head와
screw 식립을 위한 2개의 hole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mm 길이의
screw(KLS Martin, Mühlheim, Germany)를 이용하여 C-tube를 고정하였다. 매복 상악
견치에 부착하는 button은 eruption chain이 달린 기성품(Forestadent, Pforzheim,
Germany)을 사용하였으며 악궁 내, 혹은 악궁 간 고무줄을 걸기 위한 hook은
0.8mm 직경의 brass wire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고무줄은 골성 고정원과 hook
간 거리에 따라 3/16” 3.5 oz 혹은 1/4” 3.5 oz 고무줄(3M Unitek, Monrovia, CA, USA)
을 사용하였다. 환자에게 매복 견치의 hook과 C-tube의 head 간 고무줄을 스스로
착탈하고 24시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지시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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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tube의 모식도 및 x-ray. 매복 상악 견치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고정원
으로 C-tube를 사용하였다. C-tube는 bending이 가능한 titanium 소재이며 screw 2개
로 골에 고정이 된다.

그림 3. C-tube와 악궁 간 고무줄을 이용한 매복 상악 견치의 견인. 매복 상악 좌
측 견치의 견인을 위해 유견치를 발거한 후 button을 부착하고 반대 악궁에 Ctube를 식립하였다. 악궁 간 고무줄을 적용하는 모습(A)과 매복되었던 견치의 치
관 일부가 노출되었을 때 계속해서 악궁 간 고무줄을 적용하는 모습(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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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 촬영 및 분석 기구
3차원 영상은 한 명의 방사선 기사가 동일한 치과용 CBCT (Dinnova,
Willmed, Seoul, Korea)로 촬영하였다. Voxel size는 0.30mm, 관전압은 80kV, 전류는
7.0mA였다. 촬영된 CBCT 영상 중 axial image를 분석 프로그램(SimPlant O&O
2012, CEPTECH, Seoul, Korea)으로 옮긴 후 3차원 영상을 재구성하고 Hounsfield
units에 대한 threshold를 지정하여 영상 중 치아 부분만 따로 분리해 분석에 사용
하였다.

C. 골성 고정원의 식립 및 견인
1. C-tube 식립
C-tube의 screw 식립부에 절개를 시행하고 골막을 박리한다. 식립 위치는
매복치의 견인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치근 사이의 치조골이다. C-tube의 head
부분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상방의 수직절개로부터 8mm 가량 치관 측의 부착 치
은 상에 짧은 수평 절개를 가한다. C-tube의 head는 치은 상방으로 노출되고
screw를 고정하기 위한 hole 부분은 치근단측 치조골 상에 위치되도록 한 후
5mm screw 2개 혹은 3개를 hand driver로 hole에 식립하여 고정한다. 단단하게 고
정된 것을 확인한 후 봉합을 시행한다.

2. 매복 견치 치관의 노출과 button 부착
촬영한 CBCT 영상을 참고하여 매복 견치의 위치를 파악한다. 골성 고정
원의 위치와 예상되는 맹출 경로를 고려하여 치관의 가장 적합한 위치에 button
이 부착될 수 있도록 외과적으로 매복 견치를 노출시킨다. 매복치 치관 주변에
지혈이 된 후 치면을 산부식 한 뒤 bonding resin(Transbond XT, 3M Unitek, Monrovia,
CA, USA)을 사용하여 button을 부착한다. Button에 연결된 eruption chain이 구내로
노출되도록 한 후 봉합을 시행한다. 유견치가 잔존해 있는 상태라면 발치를 요하
며 발치와를 통해 매복치에 부착된 eruption chain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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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복 견치의 견인
매복 견치는 고무줄을 이용하여 견인하였다. 치아의 수평적 이동이 필요
한 경우에는 악궁 내 고무줄을, 수직적인 맹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악궁 간 고
무줄을 사용하였으며 수평 및 수직적인 이동이 모두 필요할 때는 악궁 간 고무
줄과 악궁 내 고무줄을 각각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였다. 총 31개의 견인 치아
중 18개는 악궁 간 고무줄만으로, 8개는 악궁 내 고무줄만으로, 5개는 악궁 간 고
무줄과 악궁 내 고무줄을 혼용하여 견인하였다.

D. 자료 분석
1. CBCT 분석
CT 분석 프로그램 상에서 계측점을 설정하여 표시한다. 계측점을 이용하
여 계측선과 계측평면이 형성되도록 한다. 이용한 계측점, 계측선, 계측평면은 그
림 4와 표 1에 명시하였다.

그림 4. CT 분석 프로그램 상에서의 계측점, 계측선, 계측평면. 프로그램 상에서
계측점을 표시하면 설정에 따라 계측선과 계측평면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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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BCT 분석에 사용한 계측점, 계측선, 계측평면.
분류

명칭

계측점

정의

U1

양측 상악 중절치 절단연의 중앙

16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두의 최상방점

26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두의 최상방점

U3T

매복 상악 견치의 교두첨

U3A

매복 상악 견치의 치근단

U2T

매복치에 인접한 측절치 절단연의 중점

U2A

매복치에 인접한 측절치의 치근단

U4F

매복치에 인접한 제1소구치의 교합와

U4T

매복치에 인접한 제1소구치의 협측 교두첨

U4A

매복치에 인접한 제1소구치의 두 치근단의 중점

U3axis 매복 상악 견치의 치축; U3T와 U3A를 이은 선
U2axis 매복치에 인접한 측절치의 치축: U2T와 U2A를 이은 선

계측선

U4axis 매복치에 인접한 제1소구치의 치축: U4F와 U4A를 이은 선
계측평면

OP

교합 평면; U1, 16, 26를 지나는 평면

U2T, U2A, U2axis: 상악 측절치가 결손된 경우 상악 중절치로 대체하여 측정.
U4T, U4A, U4axis: 상악 제1소구치가 맹출하지 않은 경우 제1유구치로 대체하여
측정.

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견치 높이: U3T에서 OP까지의 수직 거리
2) 절치 치축과의 각도: U3axis와 U2axis가 이루는 각
3) 소구치 치축과의 각도: U3axis와 U4axis가 이루는 각
4) 교합평면과의 각도: U3axis와 OP가 이루는 각
5) 이동 거리: U3T에서 U2T와 U4T의 중점까지의 거리. U3T에서 U2T까지의 거
리를 a, U3T에서 U4T까지의 거리를 b, U3T와 U2T를 연결한 선과 U3T와
U4T를 연결한 선 사이의 각을 θ라 하면, 이동거리(x)는 다음 식에 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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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그림 5 참고).
x=

√a2 + b 2 + 2ab cos θ
2

6) 인접 절치와의 수평 관계 (Horizontal Zone): 매복 상악 견치의 근심부가 인
접 절치 혹은 소구치와 겹치는 정도에 따라 Zone 1에서 Zone 5까지 구분
(Ericson과 Kurol, 1988; 그림 6)
7) 인접 절치와의 수직 관계 (Vertical Zone): 매복 상악 견치의 tip이 인접 절치
의 치관측 1/3에 위치하면 Zone 1, 중앙 1/3에 위치하면 Zone 2, 치근측 1/3
에 위치하면 Zone 3으로 구분 (그림 7)

그림 5. 매복 상악 견치의 이동 거리의 도식화. 매복 상악 견치 교두첨의 견인 후
최종위치를 측절치 절단연의 중심과 제1소구치 협측 교두첨 간 중점으로 가정하
였다. 매복 상악 견치 교두첨에서 가상의 최종 위치까지의 거리는 제2코사인 법
칙을 적용하면 a2 + b2 − 2ab cos(π − θ) = (2x)2 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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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접 절치와의 수평 관계 (Horizontal Zone). (A) 인접 측절치와 매복 견치
간 수평적인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5가지 영역을 구분하였다. (B) Zone 1: 매복
견치 근심부가 인접 측절치보다 원심에 위치. (C) Zone 2: 매복 견치 근심부가 인
접 측절치 장축의 원심 영역에 존재. (D) Zone 3: 매복 견치 근심부가 인접 측절치
장축의 근심 영역에 존재. (E) Zone 4: 매복 견치 근심부가 인접 중절치 장축의 원
심 영역에 존재. (F) Zone 5: 매복 견치 근심부가 인접 중절치 장축의 근심 영역에
존재.

그림 7. 인접 절치와의 수직 관계 (Vertical Zone). (A) 인접 측절치와 매복 견치 간
수직적인 위치 관계를 기준으로 3가지 영역을 구분하였다. (B) Zone 1: 매복 견치
의 tip이 치관측 1/3에 위치. (B) Zone 2: 매복 견치의 tip이 중앙 1/3에 위치. (C)
Zone 3: 매복 견치의 tip이 치근측 1/3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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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기간 및 내원 횟수
매복 견치를 인접치의 절단연 혹은 교합면 높이까지 견인하는 동안 걸린
총 기간과 응급 내원을 포함한 내원 횟수는 차트 기록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E. 통계
SPSS Statistics Ver. 22.0(IBM,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시
행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할 때 치료 기간과 내원 횟
수를 각각 종속 변수로 두고, 다른 측정치들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 변
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단계 선택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 0.05에서 진입하고
0.10에서 제거하도록 선택 기준을 세웠다.

- 10 -

III. 결 과
본원 치과교정과에 교정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1339명 중 제3대구치
외에 매복치가 존재한 환자는 210명으로 전체 환자의 15.68%를 차지했으며, 그
중 상악 견치의 매복을 보인 환자는 88명으로 전체 환자의 6.57%였다. 210명에서
발견된 매복치는 총 275개였으며 이 중 상악 견치의 비율은 109개로 39.64%였다
(표 2).

표 2. 전체 환자 중 매복치의 개수와 비율.
상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개수[개]

22

6

109

3

26

4

12

비율[%]

8.00

2.18

39.64

1.09

9.45

1.45

4.37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개수[개]

0

1

19

7

21

16

29

비율[%]

0

0.36

6.91

2.55

7.64

5.82

10.55

전체 매복치 개수(275개)에 대한 비율임.

매복 상악 견치를 가진 환자 임시 골성 고정원과 고무줄을 사용하여 견
인을 완료한 환자는 27명, 매복치 개수는 31개로 자세한 분포는 표 3에 정리하였
다. 협측 또는 구개측 매복의 정의는 인접 치아의 치근에 대한 매복 견치 치관의
위치로 정했다. 협측으로 매복된 상악 견치는 20개, 구개측으로 매복된 상악 견
치는 11개로 협측으로 매복된 치아 수가 약 2배 가량 많았다.
CBCT 분석에서 측정한 7가지 항목에 대한 분포, 그리고 차트에서 파악
한 내원 횟수와 견인 치료 기간에 대한 분포를 표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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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매복 상악 견치 환자와 치아의 분포.
나이[세]
환자(n=27)

평균

12.58

범위

9.00~19.42

남

13

여

14

협측

12

구개측

5

협측

8

구개측

6

성별[명]

우측(#13)[개]
치아(n=31)
좌측(#23)[개]

표 4. CBCT와 차트를 통해 분석한 측정 항목에 대한 분포.
측정 항목

평균

표준편차

범위

견치 높이[mm]

11.84

4.20

6.23~24.54

절치 치축과의 각도[°]

39.88

20.41

10.04~82.66

소구치 치축과의 각도[°]

40.75

23.10

10.63~109.9

교합평면과의 각도[°]

45.80

17.08

5.41~75.18

이동 거리[mm]

16.02

3.88

10.51~24.55

Horizontal Zone

3.06

1.06

1~5

Vertical Zone

2.26

0.73

1~3

견인 기간[일]

378.29

217.63

내원 횟수[회]

12.42

5.78

54~836
3~27

Horizontal Zone과 Vertical Zone은 연구대상 및 방법에 제시된 기준에 따름.
Horizontal Zone 값이 클수록 매복 견치가 근심으로 위치하여 인접 절치와 수평적
으로 겹치는 양이 많음을 의미하며 Vertical Zone 값이 클수록 인접 절치에 대해
수직적으로 깊이 매복되어 있음을 의미

다중 회귀 분석으로 견인 기간과 내원 횟수에 대한 CBCT의 7가지 측정
항목의 영향을 조사하였다(표 5, 6). 견인 기간과 내원 횟수 모두 매복 상악 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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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접 소구치 치축과의 각도, 최종적인 가상의 위치까지 이동 거리, 인접 절치
에 기준한 견치 교두첨의 수직적인 높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변수의 VIF가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표 5. 견인 기간에 대한 회귀 분석
변수
상수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VIF

-321.51

89.47

0.001

156.75

37.39

<0.001

1.79

소구치 치축과의 각도

-0.59

1.12

<0.001

1.61

이동 거리

36.48

8.07

<0.001

2.36

Vertical Zone

유의 수준 0.05에서 진입하고 0.10에서 제거하는 단계 선택법 사용. VIF: 분산 팽
창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으로 10 이상이면 다른 변수와 다중공선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간주

표 6. 내원 횟수에 대한 회귀 분석
변수
상수
Vertical Zone
소구치 치축과의 각도
이동 거리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VIF

-2.99

2.61

0.26

5.47

1.09

<0.001

1.79

-0.16

0.03

<0.001

1.61

0.59

0.24

0.02

2.36

유의 수준 0.05에서 진입하고 0.10에서 제거하는 단계 선택법 사용. VIF: 분산 팽
창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으로 10 이상이면 다른 변수와 다중공선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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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회귀 분석의 결과 견인 기간과 내원 횟수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
변수로 이루어진 회귀식이 다음과 같이 구해졌다.

견인 기간 (일) = – 321.51 + 156.75 Vertical Zone– 0.59 소구치 치축과의 각도
+ 36.48 이동 거리

내원 횟수 (회) = – 2.99 + 5.47 Vertical Zone – 0.16 소구치 치축과의 각도
+ 0.59 이동 거리

견인 기간과 내원 횟수에 대한 회귀식의 결정계수(R2)는 각각 0.76과 0.72
였다. 즉, 각 회귀식의 설명력이 76%, 72%였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견인 기간
과 내원 횟수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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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매복치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견인하는 치료에는 한계가 있고 치근 흡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만일 구개 횡단 호선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매복 견치를 먼저 맹
출시킨 뒤 전체 치열에 교정 장치를 부착하여 배열하면 추가적인 치근 흡수는
방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Brusveen 등, 2012). 한편 재료의 발달과 함께 골성
고정원을 이용하여 매복치를 견인하는 시도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Tseng
등, 2008; Kocsis와 Seres, 2012). 하지만 보고된 대부분의 방법은 악궁 내에서 스프
링이나 고무실로 치아를 어느 정도 견인한 뒤 고정성 교정 장치를 전체 치열에
부착한 후 견인되어 온 매복치를 악궁 내로 배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물론
매복치를 견인해 오는 기간 동안은 부작용이나 반작용을 방지할 수 있으나 악궁
내 배열 과정에서는 여전히 고정성 교정 장치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완전히 자
유로울 수 없었다.
최근 자유롭게 bending이 가능하며 악궁 간 고무줄의 견인력을 견딜 만큼
유지력이 강한 plate 형태의 골성 고정원의 사용이 가능하져 원하는 방향으로의
견인을 자유롭게 구사함으로써 고정성 교정 장치를 전혀 부착하지 않고 혹은 사
용을 최소화하며 매복치를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게 되었다. 골성 고정원의 한
종류인 C-tube는 큰 힘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장치로 성공률은 96%로 보고되
었다(Lee 등, 2013). 이 골성 고정원과 악궁 내 및 악궁 간 고무줄을 사용한 증례
는 비교적 최근에 보고되었으나 (Chung 등, 2014)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복 상악 견치를 견인 시
고정성 교정 장치를 동반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매복치에만 힘을
가하는 견인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첫 연구로서 의
의가 있다.
매복치의 견인 시 전체 치열에 대한 교정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
총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매복치 견인 기간은 임상가들에게 있어 큰 관심사이며
정량적인 측정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 파노라마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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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이용하여 연구를 했다는 한계를 지닌다(Stewart 등, 2001; Zuccati 등, 2006).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환자의 치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으나 환자의 두부 위치에 따라 오차가 발생 가능하므로 정량적인 평
가에는 사용하기 어렵다(Peretz 등, 2012). 본 연구의 연구 대상 환자는 평균 12세
정도이다. 이처럼 치료를 받는 환자는 다른 교정 환자에 비해 연령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으며 어린 환자들에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 시 매번 같은 두부
자세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CBCT 영상은 촬영 시의 두부 위
치와 관계 없이 분석 프로그램 상에서 영상을 재구성할 때 orientation 과정을 통
해 위치를 표준화시킬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CBCT에서 관찰되는 매복 견치의 위치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교합 평
면에 대한 견치의 높이, 정중 시상면에 대한 견치의 위치 등이 CBCT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Kim 등, 2008).
본 연구는 매복치 견인의 치료에 대해 정량적인 3차원 분석을 한 첫 연
구라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시행 전의 pilot study에서는 파노라마 방사
선 사진을 이용해 견치의 교두첨과 교합 평면까지의 거리 및 매복 상악 견치 장
축과 인접 측절치 장축 간 각도가 내원 횟수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Choi와 Chung, 2015). 그러나 같은 환자와 같은 매복치를 대상으로 하되 3차
원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통계 분석 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거리에 대한 측정 항목에 따라 견인
기간이나 내원 횟수에 영향을 주기도, 주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Pilot study를
통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교합 평면에서 견치 교두첨까지의 수직 거리는 견인
기간과 내원 횟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최종적인 위치까지 매복치가 견인되
는 거리가 견인 기간과 내원 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치아가 이동하는
경로에서 수직적인 요소보다는 다른 방향의 요소, 특히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는 잘 나타나지 않는 전후방적인 요소가 치료 기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유
추할 수 있다. 인접한 절치와의 수직적 관계를 나타낸 지표인 Vertical Zone은 인
접 절치의 치관측 1/3, 중앙 1/3, 치근측 1/3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측정값은 견인 기간과 내원 횟수에 모두 영향을 주어 치근측에 위치할수록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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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매복 견치
가 깊이 위치할수록 견인하는 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향성을 보이긴 하
나 완전히 비례하진 않으며 수평적 혹은 시상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매복 상악 견치의 장축이 인접 측절치의 장축과
이루는 각도는 견인 기간과 내원 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인접 소구치의
장축과 이루는 각도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결과이다. 이것은 상악 견치가 매복
되어 있을 때 인접한 측절치의 위치나 각도 또한 정상이 아닌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환자의 인접 소구치는 정상 방향
과 각도를 유지한 채 견치만 전위되어 있었으나 인접 측절치는 증례에 따라 다
양한 형태, 각도, 위치를 보여 일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단순히 측절치의 장축과
견치의 장축 간의 각도를 측정했을 때에는 견인 기간과 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측절치의 형태와 크기의 이상이 있을수록 매복 상악 견치가 측절
치의 치근을 침범하지 않아 치근 흡수를 야기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Stella C 등, 2015). 이를 토대로 유추해 보면 오히려 측절치의 비정상적인 형태나
위치가 매복 상악 견치의 견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측절치와 견인 기간
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성은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소구치와 견치의 치축 간 각도는 작을수록 오히려 견인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Zuccati 등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이 각도가 작
을수록 치료의 개입이 늦어짐을 의미해 잔여 맹출 가능성과 피질골의 두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한 바가 있다(Zuccati 등, 2006).
한편 골성 고정원과 고무줄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매복 견
치를 치료한 대조군이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전에 보고된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견인 기간과 내원 횟수에 대한 절대
적인 수치가 상대적으로 짧고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견
인 치료 기간은 16.1~25.8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내원 횟수는 약 40회 정도였다
(Stewart 등, 2001; Zuccati 등, 2006).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 견인 기간은
약 12개월, 평균 내원 횟수도 약 12회에 불과하였다. 특히 골성 고정원과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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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면 내원 시마다 해 주는 치료는 매복치의 이동으로 인해 치은 바깥으
로 길어진 eruption chain을 짧게 조정해 것이 대부분이므로 내원 횟수도 적고
chair time도 짧다. 결과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견인 기간과 내원
횟수 간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상관 계수가 0.94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p<0.01).
매복치에 대해 고무줄, 특히 악궁 간 고무줄을 사용하면 힘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매복 견치의 견인은 약하고 연속적인 힘이 요구되며 일반적으
로 60~80g의 힘이 추천된다(Bishara, 1992). 악궁 간 고무줄을 사용할 경우 폐구시
와 개구 시 10~150g의 힘이 얻어지며 너무 센 힘이 작용되지 않도록 환자에게
입을 3cm 이상 벌리지 않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다(Chung 등, 2014). 또한 악궁 간
고무줄은 환자의 협조도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아직 견
인력의 크기와 견인 속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없다. 앞으로 고무줄을 사용
한 견인력과 견인 기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적절한 고무줄의
선택과 힘의 적용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 매복 견치로 인해 치료 전 이미 흡수가 발생되어 있던 인접
치아의 치근을 제외하면 견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치근 흡수와 같은 부작용은 발
생하지 않았다. 매복 견치를 구강 내로 견인할 때 같은 악궁의 치아들을 고정원
으로 사용하면 인접 치아들은 반작용으로 함입력을 받게 되고 함입력은 모든 치
아 이동 중 치근 흡수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작용과 반작
용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주변 치아에 고정성 교정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매복
치에만 힘을 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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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새로운 임시 골성 고정원인 C-tube를 악궁 내 혹은 악궁 간 고무줄과 함
께 사용하면 효과적인 매복 상악 견치의 견인이 가능하다. 또한 매복치에만 힘이
가해지므로 인접 치아의 치근 흡수, 견인력에 대한 반작용의 발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견인한 매복치의 견인 기간과 환자의
내원 횟수에 대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매복 상악 견치를 견인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2.43개월, 내원 횟
수는 평균 12.42회로 기존의 견인 방법에 비해 단기간에 적은 내원 횟수로 치료
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2. 매복 상악 견치의 견인 기간과 환자의 내원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매복 상악 견치와 인접 소구치 치축과의 각도, 최종적인 가상의 위치까지
이동 거리, 인접 절치에 기준한 견치 교두첨의 수직적인 높이이다. 인접 소구치
치축과의 각도가 작을수록, 이동 거리가 길수록, 인접 절치에 대해 깊은 위치에
매복되어 있을수록 견인 기간이 길어지고 내원 횟수도 늘어났다.
3. 2차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비교하여 3차원 CBCT 영상을 이용하면
매복 상악 견치의 위치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견인 기간과
내원 횟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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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study on treatment duration for traction of impacted
maxillary canine by elastics derived from skeletal anchorage
Since the side effect such as apical root resorption is caused by the conventional
treatment using fixed orthodontic appliances for traction of impacted teeth, it is suggested to
track the impacted teeth with temporary skeletal anchorage devices (TSADs) and orthodontic
elastics recently. This study aimed to measure the duration and the rate of traction
quantitatively and to analyze their correlation with several factors using three-dimensional
images when the impacted maxillary canines were tracked by TSADs and orthodontic
elastics.
Among 1339 patients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orthodontics in Ajou
University hospital from 2011 to 2014, 31 impacted maxillary canines tracked completely
using TSADs and orthodontic elastics in 27 patient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fter
obtaining CBCT images and setting the measurement points, lines, and planes using
Simplant, the CT analyzing program, the height, the angle from incisor, premolar, and
occlusal plane, the distance for movement, and the horizontal and vertical relation with
adjacent incisor of the impacted maxillary canines were measured. Then the effects of each
factor to the total duration and the number of visits including emergency visits were analyzed
by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incidence of impacted teeth excluding the third molars was 15.68% of all
patients, and 39.64% of them were the maxillary canines. Both the duration of traction and
the number of visits were affected significantly by the angle with premolar axis, the distance
for movement toward the virtual final position, and the vertical relation with adjacent incisor
of impacted maxillary canines. The regression equations for each factor were also obtained.
The position of the impacted maxillary canines was found much clearly using threedimensional CBCT images than using two-dimensional panoramic images. The TSADs and
orthodontic elastics provide the faster traction of the impacted maxillary canines than the
conventional appliances, and prevent the apical root resorption or unexpected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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