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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dontic intrusion treatment of mandibular anterior teeth in
a periodontal patient with hyperdivergent skeletal pattern: 8-year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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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ho have extruded anterior teeth and deep bite with pathologic tooth migration, it is necessary not only periodontal treatment for reduce inflammation, but also orthodontic treatment for intrusion of anterior teeth. However, it is difficult to place the
orthodontic brackets due to the deep bite, 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extrusion of the posterior teeth occurs more easily than
the intrusion of the anterior teeth biomechanically. In particular, in patients with long face, relative intrusion of the anterior teeth
by extrusion of the posterior teeth causes the clockwise rotation of the mandible and makes the facial profile worse. Therefore
the biomechanical consideration and appliance design that can block these problems are required from the treatment plan. This
is a patient who had a deep overbite with extruded anterior teeth, treated by periodontal treatment and intrusion of mandibular
anterior teeth using cute brackes and miniscrews, and resulted in favorable maintenance during 8-year retention. (J Dent Rehabil
Appl Sci 2021;37(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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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3 치주 질환을 가진

서론

환자들에서는 전치부 총생 혹은 공극이 발생하기도 하지
교정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지면

만, 전치부의 불규칙함이 심해지면서 구강 관리가 어려워

서 교정 치료를 받는 성인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성인

져 치주 질환이 더욱 악화되기 쉬운 환경이 되기때문에,

환자 중, 특히 치주 질환이 호발하는 중장년층에서는, 전

장기적 치주 관리를 위해서 교정 치료가 추천되기도 한

치부 치아의 정출, 총생(crowding)이나 공극(spacing)등

다.

1

의 공간 문제가 흔히 관찰되는 대표적인 주소이며, 이의

그러나, 치주 질환으로 인한 치조골의 상실은 교정 치

개선을 위해 교정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

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치주 질환이 조

상은 주로 치주 질환으로 인한 치조골의 소실로 야기되

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정 치료를 시행할 경우, 치조골

2

며, 치주낭 내 염증세포에서 발생된 압력이 치주 인대에

의 소실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3 치아의 저항 중심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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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고정원의 약화 등으로 교정치료 시 생역학적인 측

본 증례는 중등도의 치주염을 보이는 골격성 II급 장안

면에서도 더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모의 부정 교합 환자로서, 전반적인 치조골의 소실과 함

하지만, 치주 질환이 조절되고 있는 상태라면, 비록 치조

께, 정출된 상하악 전치로 인한 과개 교합과 하악 전치 총

골 상실량이 많을지라도 교정치료의 금기증이 되지 않는

생을 보이는 환자이다. 환자는 치료 전, 철저한 치주치료

4

다.

를 통해서 염증을 조절하였고, II급 장안모 부정 교합의

전치부의 치조골 소실이 진행된 경우, 상악 전치는 전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골성 고정원을 이용하여 하악 전

방으로 뻐드러지고 정출되어 수직 피개가 깊어지고, 하

치의 효율적인 압하가 이루져, 성공적인 치주-교정 치료

악 전치에서는 정출과 총생이 발생하여 교합이 깊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후 8년간의 유지기간에서도 치주조직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한 치주적 문제를 보이는 환자의

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어 좋은 결과를 보였으므로 이를

치료에서는 반드시 전치의 압하가 계획되어야 하며, 치

보고하는 바이다.

료 계획에서부터 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하악 전치에서

증례보고

의 압하가 동반되지 않는 전치의 후방 이동은 종종 상하
악 전치간 교합 접촉을 일으켜, 계획한 치료 목표가 달성
되기 어렵다.

“잇몸이 내려갔어요. 아랫니도 솟구친 것 같아요”를

그러나 치주 질환을 가지는 성인 과개 교합 환자에서

주소로 교정과로 내원한 30세 여성 환자분이다. 구강 내

의 치료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있다. 우선 성인

임상 소견상, 상하악 전치의 치은 퇴축과 치간 유두 함몰

과개 교합 환자에서 전치의 절대적인 압하를 시행할 것

이 관찰되었으며, 치주낭 탐침 시, 출혈과 치주낭 깊이가

인지, 구치의 교합 거상에 의해 과개 교합을 개선할 것인

5 mm 이상이었다. 하악 전치는 1도 이상의 동요도가 있

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는 측모에 대한 심미적인

었고, 치주낭 깊이가 6 mm 이상이었다.

평가와 안정시의 상악 전치 노출도 등에 대한 평가가 요

상하악 전치가 정출되어 수직피개 6 mm의 과개 교합

구되는데, 구치의 교합 거상은 하안모의 수직 고경을 증

이었고, 특히 상악 중절치는 측절치와 비교해 절단연에서

가시키고, 하악각을 커지게 하여 하악골의 시계방향 회

1.5 mm 정출되었으며, 중절치간의 접촉점이 치은연 1/3

전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얼굴이 더욱 길어지

부위에 위치하여 치간 유두 형태가 불량하다. 또한 상하

고, 하악의 상대적인 후퇴가 일어난다. 이는 짧은 수직 고

악 전치의 치간골 소실로 큰 치간 공극(Black triangle)이

경을 보이는 단안모 환자에서는 양호할 수 있으나, 긴 수

나타났다. 정출에 따른 상하악 전치에서 편평하고 꺼진

직 고경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안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전치 치은연이 관찰되어 비심미적이다. 그 외 상악 우측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직 고경이 긴 환자

제1대구치와 좌측 제1소구치의 보존 및 보철 치료가 필

에서는 구치의 교합 거상이 아닌 전치의 압하에 따른 과

요한 상태였다.

개 교합의 개선이 시도될 수 있다.

구강 외 소견상, 하안모가 후퇴된 골격성 II급 부정교

실제 임상에서 전체 악궁에 부착된 고정식 고정장치에

합(SNA : 81.2°, SNB : 75.9°, ANB : 5.25°)을 보였으나,

결찰되는 연속되는 호선은 개개 치아에 적용되는 힘에

구순돌출감과 비순각의 경사가 심하지는 않다. 안모의

의한 작용과 반작용에 따라 절대적인 구치의 교합 거상

수직 고경이 긴 장안모(FMA : 35.6°)의 양상을 띄고 있

(상대적인 전치 압하)이나 절대적인 전치의 압하를 달성

으며 정출된 상악 전치와 상대적으로 짧은 상순으로 구

하기 어려우며, 여러 종류의 치아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순폐쇄부전과 미소 시 치은 노출도가 크다(Fig. 1).

5

다. 따라서 절대적인 전치의 압하를 통한 과개 교합이 개

임상 검사와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도,

선이 요구된다면 치료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치, 역학 등

상하악 전치부에서 중등도의 치조골 흡수가 관찰되고,

을 잘 고려하여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상악 좌측 중절치는 원심면에서 깊은 수직적 골결

호선을 모든 치아에 결찰하지 않고, 정출된 전치부만 따

손과 인접한 치간골 소실이 관찰되었다. 이는 치근단 방

로 배열하는 분절호선 방법과 미니스크류 등의 골성 고

사선 사진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상악 좌

정원(Temporary anchorage devices, TADs)을 사용하여

측 중절치 원심면과 하악 전치 사이의 치조골은 치근단

구치 정출에 대한 반작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1/2 - 2/3까지 소실된 상태였으며 치조 백선이 관찰되지

사용될 수 있다.

않았다. 상악 중절치와 하악 전치들의 정출이 심하였다.

J Dent Rehabil Appl Sci 2021;37(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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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Pretreatment extraoral photographs. Gummy smile and excessive tooth exposure were observed. (B) Pretreatment intraoral photographs. Deep bite and gingival recession were observed.

또한 상하악 전치부는 불규칙한 치아 배열로 인한 평행

후 3개월의 경과 관찰 후, 정출된 상하악 전치를 비롯한

한 치근 배열을 보이지 않고, 치근 사이의 공간이 근접하

교합 개선을 위한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교정

여 양형의 치간골 형성이 되지 않아, 치간골 소실이 관찰

치료 중에는 3개월마다 치주과에서 유지 관리를 받기로

되며, 이로 인한 비심미적 치간 공극(black triangle)이 나

동의하여 치료를 진행하였다.

타난다.

환자 치료의 포괄적인 목표는 먼저 치주 상태를 개선

측모 두부규격 방사선 사진 분석에서, 하악이 후퇴된

하여 병적 요소를 제거하고, 치주 조직을 건강한 상태로

골격성 II급 부정교합을 보였으며, 상하악 절치의 각도는

회복하며, 이후 교정치료를 통해 병적 이동이 나타난 정

양호하였으나, 수평피개(7 mm) 및 수직피개(6 mm)가

출된 상하악 전치를 배열하여 심미성 및 기능을 개선하

크다. 장안모의 Hyperdivegent한 골격 형태를 보이고 있

는 것이다.

음을 알 수 있다(Fig. 2).

정출되고 총생을 보이는 상하악 전치를 교정 치료함에

이에 중등도 만성 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우선 치주과

있어, 현재 상악 전치의 임상 치관 길이가 길고, 미소 시

에서 비외과적 치주 치료인 치석 제거술 및 치근 활택술

상악 치아 및 치은 노출도가 크며, 하악 후퇴를 보이는

을 전악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비외과적 치주 치료 완료

긴 수직 고경의 장안모 환자라는 점을 고려해야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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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NA
SNB
ANB
SN-Mn
FMA
U1 to SN
IMPA
ANS-ME
U1-Stmi
Interlabial gap
Overjet
Overbite

B-1

B-2

Mean
81.6
80.4
2.0
32.0
25.0
109.0
96.5
71.6
1.2
0.1
2.0
2.5

Post-tx
81.2
76.0*
5.2*
42.0**
35.6**
101.8
83.3*
91.6**
6.2**
3.6*
7.0**
6.0*

B-3

Fig. 2. (A) Pretreatment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 and analysis. Deep overbite and large overjet were observed.
SNA, the angle of sella-nasion-A point; SNB, the angle of sella-nasion-B point; ANB, the angle of A point-nasion-B point;
SN-Mn., the angle of SN plane and mandibular plane; FMA, Frankfort mandibular plane angle; U1 to SN, the angle of the
long axis of maxillary central incisors between sella-nasion plane; IMPA, the angle of the lowermost tangent to the mandible and the long axis of mandibular incisors; U1-Stmi, the distance of the U1 incisal edge to stomion of upper lip; Interlabial gap, the distance of the stomion of upper lip to lower lip; Overjet, the anterior-posterior distance of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s over the mandibular central incisors; Overbite, the vertical overlap of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s over
the mandibular central incisors. (B) Pretreatment panoramic (1) & periapical radiographs (2, 3). Angular alveolar bone
loss was observed on the distal root surface of # 21. Generalized alveolar bone loss was also observed on the mandibular anterior teeth.
*, **, ***, indicates that the value is beyond one, two or three times of the standard deviation.

냐하면 구치 교합 거상에 의해 과개 교합을 치료할 경우,

정장치보다 작은 미니튜브형태의 교정 장치를 초기 단계

하악 치아의 노출도가 증가하며, 하악골이 시계방향 회

에서 사용하기로 계획하여, 장치의 탈락을 최대한 방지

전되어 얼굴이 길어지고 하악골이 후퇴되어 안모가 악화

하고자 하였다.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치 정출에 의한 교합 변화를

또한 전악에 부착하는 고정식 교정장치와 연속 호선을

최대한 차단하며, 절대적인 하악 전치 압하를 시행하는

사용할 경우, 압하보다는 정출이 더욱 쉽게 일어나며, 이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에 따라 전치의 상대적인 압하와 더불어 구치의 정출이

과개 교합이 심한 경우, 하악 전치 순면에 고정식 교

반작용으로 나타나므로, 치료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정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장치의 잦은

어렵다. 따라서 본 환자에서는 하악 전치의 최대한의 압

탈락이 발생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교합 거상판(bite

하 효과를 위해 하악에서는 골성 고정원으로 간접 고정

plate)을 사용하게 된다면원치 않는 구치 정출이라는 부

원을 보강하여 전치 압하를 계획하였다.

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정식 교
J Dent Rehabil Appl Sci 2021;37(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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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치은 연하 소파술과 치근 활택

하악 치열에서는 좌우 제1소구치 후방에 골성 고정

술을 시행하였다. 3개월 후, 유지 관리 시행하였고, 특별

원(diameter, 1.6 mm; length, 6.0 mm, Jeil Medical Co.,

한 치주적 병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교정치료를 시작

Seoul, Korea)을 식립하고, 골성 고정원과 제1소구치를

하기로 하였다. 교정 치료 시작 후에도, 교정과 내원 3개

0.017 × 0.025 stainless-steel wire로 고정하여 제1소구치

월마다 치주과에서 유지, 관리를 함께 시행하였다. 치아

를 수직적 위치 변화가 없는 절대적인 고정원으로 사용

우식이 존재하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는 교정 치료 전 치

하기로 하였다. 하악 전치의 정출로 하악 전치 순측에 장

료하였다.

치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므로, 하악 우측 견

상악 치열에는 Roth prescription, 0.022 × 0.026-inch

치에서 좌측 견치까지 0.018-inch cute bracket (closed

slot의 브라켓 (Damon3, Ormco, Orange, USA)을 우

type, HT Co., Ltd., Ansan, Korea)를 부착하고, 0.013-

측 제2대구치부터 좌측 제2대구치까지 부착하고, 0.013-

inch thermoactive NiTi (Damon, Ormco) 와이어를 장

inch thermoactive NiTi (Damon, Ormco)호선을 장착하

착하여, 고정원인 제1소구치 레벨에 맞추어 하악 전치 압

여 레벨링을 시작하였다. 정출되고, 비심미적인 치은연과

하를 도모하였다. 구치에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구

절단연을 보이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는 브라켓을 측절치

치 교합을 유지하고 구치 정출을 막고자 하였다. 장치

보다 0.5 mm 절단연으로 위치시켜 상대적인 압하를 통해

부착 시에는 과개 교합으로 하악 전치부에 부착된 cute

심미적 개선을 도모하였다.

bracket이 관찰되지 않는다(Fig. 3A).

A

B

C

D

Fig. 3. Intraoral photos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A) Brackets (maxillary full arch) and cute brackets (mandibular
anterior teeth) were bonded. Anchorage preparations were done using temporary anchorage devices(TADs) on
mandible. (B - D) Progression of orthodontic treatment. (during 18 months). (B) Overbite was improved. (D) Vertical
positions on maxillary arch were maintained using T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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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악에서는 0.016-inch NiTi, 0.016 × 0.022-inch
NiTi, 0.016 × 0.022-inch SS 호선을 순차적으로 증가시
켜 레벨링을 지속하였다.

여 부착하였다(Fig. 3B, 3C).
통상적인 교정치료를 통해 상악 견치 후방에 존재하는
공극을 폐쇄하고, 상하악간의 양호한 전치부 수직, 수평

치료를 시작하고 7개월정도 후, 하악에서 cute bracket

피개 및 구치부 교합이 관찰되어 1년 6개월 후, 교정 장치

이 드러날 정도로 하악 전치부가 레벨링이 되고 고정식

를 제거하였다. 상악에서는 가철성 유지장치를 제작하였

장치를 부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직 피개가 개선되었다.

으며, 하악은 견치-견치간 고정식 보정장치를 부착하였

이에 하악 전치의 압하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보다

다. 전체 교정치료 기간은 25개월이었다. 교정치료 후, 상

정교한 개선 및 교합 형성을 위해 하악에도 구치부까지

악 좌측 제1소구치 및 상하악 우측 제1대구치 보철 수복

전체적인 고정식 교정 장치(Damon3, Ormco)로 교체하

으로 구강회복을 시행하여 마무리하였다(Fig. 4A).

A

B

Fig. 4. Posttreatment intraoral photographs (A) and panoramic radiograph (B). Normal overbite and overjet were
achieved. Fixed retainer was placed on both anterior teeth.
J Dent Rehabil Appl Sci 2021;37(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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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8년간 치주과와 교정과에서 주기적으로 유지 관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6 그러나 치주염은 치
주낭 내의 세균성 치태가 그 원인으로,7 치주 치료와 적절

리를 시행하였다.
치주 치료와 교정 치료로 치주 조직의 염증이 개선되

한 구강 위생으로 세균성 치태가 잘 관리되어, 염증이 조

고, 정출된 상하악 전치의 위치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구

절된다면 교정 치료로 발생하는 치주 조직의 파괴는 가

강 환경과 심미성을 달성하였다. 상악에서는 좌우측 중

역적이며, 교정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8

절치가 상대적으로 압하되어, 심미적인 상악 치열과 치은

또한 감소된 치조골로 인한 주의가 필요하나, 이 역시 교

연의 조화를 보였으며, 상악 전치의 절단연이 미소선과

정 치료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며, 교정 치료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상하악 전치간 교합은 수직 피개,

치주 조건을 오히려 양호하게 개선할 수 있다.9 전치부 치

수평 피개 모두 2 mm로 개선되었다. 상하악 전치간 각

조골 소실을 보이는 환자들은 정출을 동반한 상악 전치

도 및 견치/구치 관계 역시 양호하다(Interincisal angle:

의 순측 경사와 공극, 하악 전치에서의 총생 등이 흔히 관

127.3°).

찰되므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 배열이 개선될 경우

이는 하악 절치의 절대적인 압하와 순측 경사에 의한

구강 위생 관리가 오히려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

것으로 판단된다.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으로 치료 전/

장치를 부착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치주 치료를 시행하

후 중첩 평가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하악 제1소구

고 2 - 6개월의 경과 관찰 후에 치주 조직의 리모델링과

치 부위에 식립한 골성 고정원을 절대 고정원으로 삼아,

회복, 그리고 환자의 유지 치료에 대한 협조도 등을 평가

하악 구치의 정출은 나타나지 않고, 하악 절치는 압하 및

하여 교정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10 상기 환

순측 경사 되었다. 또한 하악골의 시계 방향 회전으로 인

자 역시 상하악 전치부의 치근단 1/2 이상의 치조골 소실

한 안모의 악화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Fig. 5A, 5B).

을 보인 환자로서, 교정치료 전 전악에 걸친 치은 연하 소

치주 치료와 교정 치료 이후, 상하악 전치 치근이 평행

파술과 치근 활택술을 시행하여 염증을 조절하였고, 3개

하게 배열되고, 치축 개선으로 상악 좌우측 중절치간 접

월의 유지기간 이후 치은 탐침 시 치주낭의 깊이가 3 mm

촉점이 좀 더 절단연측으로 이동하였으며, 치간골과 함

이하로 개선되고, 출혈이 관찰되지 않아 교정치료를 시

몰되었던 치간 유두의 수직 위치가 개선되어 보다 심미적

작하였다. 이후에도 3개월마다 치주과에서 치주 유지 관

이다. 치간 공극(black triangle) 역시 좌측 중절치 원심에

리를 시행하였으며 파괴적인 치주 조직 변화가 관찰되지

서 크게 개선되어 감소하였다. 전악에서 3 mm 이내의 치

않았다.

주낭 깊이를 보였다. 방사선 사진에서 압하 치료를 하였

본 증례의 환자에서 교정 치료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

음에도 과도한 하악 전치부 치근 흡수는 나타나지 않았

된 사항은 과개 교합의 개선이었다. 큰 수직 피개를 보이

다. 그러나 적극적인 압하력을 가하지 않았던 상악 좌측

는 과개 교합 환자에서 이를 개선하는 데에는 크게 3가

중절치의 동요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치근 흡수 소견

지의 방법이 있다.4 첫 번째는 성장기 아동에서 하악지의

을 보였다(Fig. 4B).

수직적 성장이 남아있을 때 구치들이 맹출하는 동안, 전

8년간의 유지 관리 기간 동안, 상하악 전치의 수직적

치들을 상대적으로 압하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하

위치는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치주 조직 역시 치주낭 탐

악의 성장이 동반되므로 하악두를 중심으로 한 하악골의

침 시 3 mm 이내 깊이로 유지되었으며, 과도한 치은 퇴

후하방 회전이 관찰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성인에서 구

축이나 치료 종료시와 비교하여 진행된 치근 흡수 소견

치를 정출시켜, 하악골의 후하방 회전을 통해 과개 교합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하악 전치에서 치조골 소실이 경

을 치료하는 방법이며, 마지막 방법은 상하악 전치의 절

과 관찰 기간 동안 치근단 1/2 - 1/3 지점에 위치하여 깊

대적 압하로, 치근첨을 코와 하악 하연에 가까워지게 하

어지지 않았으며, 방사선 사진 상에서 치조백선이 관찰된

는 것이다. 성장기 환자와는 달리 성인에서는 하악골의

다(Fig. 6, 7).

성장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고정식 교정 장치와 전악에
걸쳐 결찰된 호선으로는 압하보다는 정출에 적합한 최적

결과 및 고찰

의 힘이 적용되기 쉬워, 구치부의 정출, 즉 두 번째 방법의
개선이 더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두 번째 방법을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교정 치료를 시행하는데 있

통한 개선에서는 추가적으로 상하악골의 전후방적, 수직

어서, 교정 치료 그 자체로 치주 조직의 파괴가 가속화되

적 위치 및 안모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성장이 없는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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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B-1

Superimposition (Na-Ba line)

A-2

B-2

Superimposition (Palatal plane;ANS-PNS)

A-3
Mean

Post-tx

Retention

SNA

81.6

81.2

81.2

SNB

80.4

76.0*

75.2*

ANB

2.0

5.2*

6.0*

SN-Mn

32.0

42.0**

42.6**

FMA

25.0

35.6**

36.3**

U1 to SN

109.0

101.8

95.4*

IMPA

96.5

83.3*

92.9

U1-Stmi

1.2

6.2**

4.8

Interlabial gap

0.1

3.6*

1.9

Overjet

2.0

7.0**

2.6

Overbite

2.5

6.0*

3.3

B-3

Superimposition (Xi-Pm line)

Fig. 5. Pretreatment, posttreatment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s (A) and superimposition analysis (B). (A)
Pretreatment (1), posttreatment (2) radiographs and cephalometric analysis (3). (B) Superimposition of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B-1, Superimposition of the maxilla and mandible based on the cranial base (Nasion-Basion line).
B-2, Superimposition of the maxilla based on palatal plane (ANS-PNS). B-3, Superimposition of the mandible based on XiPm line (Xi, the point placed in the center of the mandibular ascending ramus; Pm, point where curvature of the anterior
contour of the symphysis changes from concave to convex).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the vertical position of the mandibular posterior teeth was maintained and the
mandibular anterior teeth were intruded and labioversion. However, the maxillary molar was mildly extruded during
the leveling process, and a slight clockwise rotation of the mandible was observed (gray line: pretreatment, red line:
posttreatment).
*, **, ***, indicates that the value is beyond one, two or three times of th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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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1

B-2

Fig. 6. Intraoral photographs (A) and panoramic & periapical radiographs (B) for 8-year retention period. Overjet and
overbite were maintained. #16 was extracted. Implant fixture was placed on #16 site. Lamina dura was observed on
periapical radiographs.

A

B

C

D

Post-tx Retention
SNA

81.2

81.2

SNB

75.2*

75.1*

ANB

6.0*

6.1*

SN-Mn

42.6**

42.5**

FMA

36.3**

36.1**

U1 to SN

95.4*

94.3*

IMPA

92.9

92.7

U1-Stmi

4.8

4.5

Interlabial gap

1.9

1.5

Overjet

2.6

2.9

Overbite

3.3

3.7

Fig. 7.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 of posttreatment (A), 5-year follow-up (B), superimposition of A & B, (C) and
analysi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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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치가 정출될 경우, 하악의 시계방향 회전으로 하

다.13,14 그러나 적절한 힘과 토크 조절을 시행할 경우, 이

악골이 후퇴되고, 수직고경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수직

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 역시 존재한다.15,16

고경이 짧은 단안모 환자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안모를

비록 치근이 뭉툭해지는 정도의 흡수(blunting)가 관찰될

개선할 수 있으나, 긴 수직 고경의 장안모 환자에서는 심

수 있으나, 통상적인 교정치료 환자와 비교했을 때 유의

미적으로 안모가 악화될 수 있다. 상기 환자는 미소 시 치

미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증례에

은 노출도가 크고, 장안모의 수직적 부조화를 보였으며,

서도 초기 013 NT를 이용하여 하악 전치에 압하력을 가

하악골이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하여 구순폐쇄부전이

하였으며, 치료 중 하악 전치의 과도한 치근 흡수는 관찰

나타났으므로, 추가적인 하악골의 시계방향(후하방) 회

되지 않았으며, 이는 경과 관찰 기간에도 유지되었다.

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세 번째 방법인
절대적인 하악 전치의 압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만약 교정 치료 전 염증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치근 흡
수와 비가역적인 치주 조직의 파괴가 나타날 수 있다. 압

골성 고정원을 이용하여 전치 압하를 시행할 때, 대

하 치료 후 치주 인대의 반응에 대해서, 이상적인 치주 인

부분의 경우 골성 고정원에 elastomeric module, coiled

대의 재부착이 일어난다는 견해도 있지만,3 재부착이 일

spring 및 결찰 호선을 이용하여 직접 힘을 가하는 경우

어나지 않고, 압하 방향으로 치아를 이동시켜 치주낭이

가 많다. 하악 전치에 이를 적용할 경우, 직접 힘을 가하

깊어지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견해도 있기에,17 세심한

기 위해서는 하악 전치 치근 사이에 골성 고정원을 식립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압하 치료를 시행한 환자에서 치

하게 된다. 그러나 하악 전치 치근 사이에 식립된 골성 고

주 조직의 이동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

정원은 치근 사이의 공간이 좁아 치근과 근접하므로, 탈

다.6,7,9 압하 치료시, 철저한 치주치료를 시행하고, 조절된

락이 빈번하며, 치근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11 또한

교정력을 적용할 경우, 치아는 압하되어 악골 하연 방향

이를 피하기 위해 부착 치은이 아닌 아래 점막에 식립할

으로 이동하고, 치조골 변연부는 반대로 치관측으로 이

경우, 노출형으로 식립하면(open method) 하순과 점막

동한다는 보고가 있으나,6,9 치은연이 압하되는 치아 이

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폐쇄형으로

동과 같은 방향으로 80% 정도 하방 이동하여, 치아 임

식립 시(closed method) 제거를 위한 추가적인 수술이 필

상 치관이 길어진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7

요하므로, 환자의 불편함이 증대된다.12 이에 본 증례에

본 증례에서는 상악 중절치가 치아 레벨링에 의하여 1.5

서는 골성 고정원에 직접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골성 고

mm 상대적으로 압하되었으나, 치료 종결시 치은연의 위

정원을 치근 사이 공간이 넓은 하악 소구치 부착 치은 부

치는 치아와 함께 상방 이동하지 않고 유지되어 상악 측

위에 식립하여 소구치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움직이

절치의 치은연과 조화를 이룬다. 또한 치주낭 탐침 시 깊

지 않는 간접 고정원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치근 손

이 역시 3 mm 이하로 유지되어 치조골 변연부가 상대적

상 가능성과 골성 고정원의 잦은 탈락의 가능성을 줄였

으로 치관측으로 이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8년의 경과 관

으며, 소구치 부착 치은에 골성 고정원을 위치시켜, 염증

찰 기간 동안에도 치주낭 탐침은 3 mm 이내로 유지되었

및 점막 자극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함 역시 줄일 수 있었

다. 또한 치료 종결 5년 후 채득한 측모 두부 방사선 계

다. 골성 고정원을 간접 고정원으로 이용하여 하악 구치

측에서, 하악 전치는 0.4 mm 정출 및 설측 경사되었으며,

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로, 레벨링 과정을 통해 하악

수직 피개가 0.4 mm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과개 교

전치부의 압하를 도모하였다. 이에 하악 구치의 수직적

합이 재발하지 않고 양호하게 유지되었다(Fig. 7).

변화없이 하악 전치가 1.5 mm 압하되어 수직 피개가 개

치간 유두의 형태와 수직적 위치는 치조골의 형태와 위
치, 인접 치아의 치간 접촉점과 백악법랑경계의 위치 등

선되었다.
그러나 치주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전치 압하를 위

에 영향을 받는다. 상기 환자는 특히 상악 전치부 치은이

해 압하력을 가할 경우, 골소실로 인한 치주 인대 영역의

치조골 소실과 치간 유두의 함몰로, 편평하고 negative

축소로, 치근단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이에 과

gingiva architecture를 보여 비심미적이었다. 따라서 치

도한 치근 흡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다 적은 힘

주 치료와 레벨링을 통한 상악 전치의 상대적 압하를 시

9

을 부여해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 전치 압하 과정과 그 이후 유지 기간 동
안 압하 치아에서 높은 치근 흡수율에 대해 보고 하였
J Dent Rehabil Appl Sci 2021;37(1):48-60

행하여 치조골의 상대적인 수직 위치가 개선되고, 절치간
치간 접촉점의 위치가 개선되면서 치간 유두의 형태 역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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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환자와 같이 과개 교합을 보이는 경우에는, 하악

변화와 함께 안모 변화 등도 고려하여, 세심한 치아 이동

전치 순측에 고정식 교정 장치를 부착하기가 어려운 경

방향을 설계하고, 적절한 장치 선택 역시 치료 전 고려되

우가 많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는 초기 압하와 레벨링

어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전치부 치조골 소실로 인한 상

에 내경이 0.018-inch인 closed type의 cute bracket 장치

하악 전치의 정출과 치열의 불규칙이 관찰되었으며, 교정

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미니튜브 형태의 장치는 일반적

치료시 구치 정출로 인한 안모 악화라는 반작용을 차단

인 0.022 × 0.025-inch 브라켓보다 사이즈가 작아 과개

하기 위한 골성 고정원의 사용과 미니튜브 장치를 이용

교합 환자에서 사용하기 용이하며, 결찰을 하지 않으므

한 전치부 부분 교정 장치 디자인으로 효율적인 하악 전

로 마찰력이 적어 치주 질환자와 같이 약한 힘의 적용이

치 압하를 가져올 수 있었다.

18

필요한 환자에게서 유용하다. 왜냐하면 치조골이 소실
되면, 치아의 저항 중심이 더욱 치근단 방향으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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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장안모를 보이는 치주 질환자에서 하악 전치의 압하를 통한 과개 교합 치료:
8년 경과 관찰
권은영1 임상부교수, 정경화1 임상부교수, 박수병3 교수, 김성식3 교수, 김용일3 부교수, 최윤경1,2* 임상부교수
1

부산대학교병원 치과진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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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소

3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교정과

치아의 병적 이동으로 전치가 정출되고 수직 피개가 깊은 치주염 환자에서는 치주 염증 치료와 더불어 정출된 전치의 위
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깊은 수직 피개로 교정 장치 부착이 어렵고, 역학적으로 전치 압하보다 구치 정출이 더욱 쉽
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골격적 장안모를 보이는 환자에서 구치 정출을 통한 상대적 전치 압하는 안모의 악화
를 야기하므로, 치료 계획에서부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본 증례에서는 전치가 정출되어 과개 교합을 보
이는 치주염 환자에서, 철저한 치주 치료와 하악 전치에 부착한 cute bracket과 골성 고정원을 이용한 고정원 보강으로
하악 전치의 양호한 압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8년간 경과 관찰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1;37(1):48-60)
주요어: 치주염; 과개 교합; 치아 압하; 고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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