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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부정교합의 치료를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는 Angle
에 의해 개발된 에지와이즈 장치로부터 발전되었

다.1 은 교정용 선재에Angle 1st, 2nd, 3rd order bend
를 부여하여 치아이동을 일어나게 하였고 이후,
Andrews2는 년도에 정상 교합자의 치관 특성에1962
관한 를 발표한 후 년도에 이를 바탕으six keys 1970
로 가 부여된 브라켓을 사용1st, 2nd, 3rd order bend
하는 방법 소위, Straight Wire Appliance (SWA)3,4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후. Andrews Roth5-7는 Andrews
의 개념의 재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장치 개발SWA
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는. SWA
a전공의, b대학원생, c조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
d연구원, HT .㈜
e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두개안면기형연구소, , ,

구강과학연구소 두뇌한국 연세치의학사업단, 21 .

교신저자: 박영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250

02-2228-3000; e-mail, ypark@yuhs.ac.

원고접수일 년 월 일 원고최종수정일 년 월 일: 2008 3 17 / : 2008 4 10 /

원고채택일 년 월 일: 2008 4 12 .
*본 논문은 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2005 , -

인프라개발사업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7-2005-1174) .

치료의 효율성 증가 치료시간 단축 호선의 굴곡 필, ,
요성의 감소 환자의 불편감 해소와 같은 장점이 있,
어 현재 대부분의 교정 치료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는 치면에 부착되어야 할 지점이 정, SWA
해져 있으므로 브라켓의 점이 을 벗FA Andrews plane
어나서 부착되면 치료 후의 치관 경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 McLaughlin Bennett8은 브라켓이 치

관의 수직 장축에 대하여 근심 혹은 원심으로 치우

치게 됨으로 발생되는 수평오차 브라켓 윙이 수직,
장축과 평행하지 않게 부착됨으로 발생되는 장축오

차 브라켓 하방의 접착제의 두께에 의해 발생되는,
두께의 오차 그리고 수직적인 위치 오차로 인한 치,
아의 정출 혹은 함입이 발생되는 수직오차 등이 브

라켓을 치아에 부착할 때 생길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브라켓 부착의 오차는 치아 자체의 형태학

적인 다양성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등. Sperry 9과

와Nie Lin10은 부정교합의 종류에 따라 치아의 크기

와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였고 김 등,
11과 이 등12은 치아 크기가 남녀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등. Nojima 13과 등Kook 14은 악궁의 형태

에 있어서 인종간 차이의 존재를 보고하기도 하였

다 또 등. , Germane 15 등, Vigorito 16과 등Loenen 17은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차원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3

순 협측 치면 곡률,

채지현a송진욱․ b차정열․ c최정수․ d박영철․ e

본 연구는 한국인의 치아형태에 적합한 브라켓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임상 치관의 순협측 곡률을 차원적으로, 3
계측하여 치관의 곡률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정상적인 해부학적 형태를 가지는 구강모형 쌍을 차원 디지털 모. 30 3
델로 제작한 후 점을 기준으로 수평 기준면과 수직 기준면을 설정하였다 이 기준면에 대한 치면의 곡선을 형성, FA .
한 후 곡률을 이차방정식의 계수로 표현하였다 수평면과 수직면의 곡률과 점을 기준으로 근심과 원심 치은측과, . FA ,
교합면측의 곡률을 측정한 결과 상악견치와 상악 제 소구치 외에는 남녀간 치면 곡률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 2 .
악 측절치 상악 견치 상하악 제 소구치와 제 대구치에서 근원심 또는 치은교합면측 치면 곡률의 유의한 차이가, , 1, 2 1
관찰되었다 (p 본 연구에서 얻어진 순협측 치면의 곡률 자료는 한국인의 치아 형태에 적합한< 0.05). , Straight Wire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Appliance . (대치교정지 2008;38(2):95-103)

주요 단어: 곡률 한국인, Straight Wire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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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협면의 형태와 에 대한 연구에서 순협면 형, torque ,
태의 개인간 편차가 크다고 하였다.
결국 치아에서의 브라켓의 위치는 치료 후의 경사

도 토크 높이 회전등의 치아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 , ,
게 된다 따라서 치아에 부적절하게 브라켓이 부착.
되면 치아의 위치나 각도 등에 영향을 주고 치료 마,
무리 시에 브라켓의 재부착 혹은 부가적인 호선의

굴곡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치아 형태.
와 치면 분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SWA
의 개발을 시도하여 왔다.

의 제작을 위해서는 정상 교합자의 치열에 관SWA
한 경사도 토크 치면 곡률in-out, , , molar offset angle,
등의 기본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존에는 직접 석고 모형상에서 계측을 시행
18하거나 사진 및 복사를 이용한 간접적인 방법, 19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측정 과정에서 많.
은 오차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결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측정 오차 감소와 계측의 편이성을.
위하여 차원적으로 치아 모형을 재구성하고3 ,
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기법을 응용하여 치아의 정보에 관한(CAD/CAM)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개 치아의 완,
전한 형태 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의 연구에.
서 장 등20은 차원 디지털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방3
법이 의 방법에 기반한 수작업 방법보다 신Andrews
뢰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그 동안 브라켓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

한 형태학적 연구는 많았지만,19,21-24 브라켓 부착 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치관 곡률에 대한 연구는 다

소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관의 순협. ,
측면의 곡률을 측정하고 향후 한국인을 위한, SWA
제작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보관중인 연

세대학교 치의예과 및 치과 대학생의 석고 모형 중

정상교합을 이루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30
명남자 명 여자 명의 상 하악 구강 석고 모형( :15 , :15 ) ,
을 선별하였다.

Feature Specification

Scanning type Laser slit system

Scanning range 100 × 100 × 50 mm

Accuracy ± 20 mμ

Maximum scanning speed 7 minutes (1 jaw)

User environment Room temperature

Sealed space

Low noise & vibration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Orapix KOD-300 scanner’

Fig 1. Orapix KOD-300 scanner.

연구대상 석고 모형의 조건

교정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것 치열에 총생1, ; 2,
이 없거나 미미할 것 제 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3, 3
치아가 맹출되어 있을 것 치아들이 정상적인 해; 4,
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선천적인 기형치; 5,
나 결손치가 없을 것 치관의 마모나 파절이 없을; 6,
것 순협면 치관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수복물이; 7, ,
없을 것.

연구방법

차원 디지털 모형 채득3
석고 모형을 Orapix KOD-300 scanner (Orapix,

로 스캔한 후Seoul, Korea, Fig 1, Table 1) , Rapidform
프로그램 을 이2004 (INUS Technology, Seoul, Korea)

용하여 차원적으로 디지털 영상을 재구성하였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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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stablishment of horizontal reference plane at
maxilla. Some FA points may not be on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due to average calculation.

Fig 4. The establish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reference curves at maxillary first premolar (A) and first molar (B).

점의 설정Facial Axis (FA)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하악 중절치부터,
제 대구치까지 임상치관의 교합면쪽 최상점과 치은1
측 최하점의 중점을 점으로 설정하Facial Axis (FA)
였다 제 대구치의 경우 근심협측 교두와 원심협측. 1
교두의 최상방점을 잇는 가상선의 중점에서 시작하

여 협측구를 따라 주행하는 선의 중점을 점으로FA
설정하였다 제 대구치는 치아장축 변이가 심하여. 2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기준 평면 설정

수평 기준 평면은 중절치부터 제 대구치까지1 12
개 치아의 점을 반영한 최적 평면으로 설정하고FA

치관 최대 풍융부를 지나는(Fig 2), FACC (Facial

Fig 3. The establish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reference plane at maxillary first premolar.

를 지나는 평면을 수직 기준 평axis of clinical crown)
면으로 설정하여 치아별로 수직 수평 기준 평면을,
설정한다 이때 앞서 설정한 수평 기준 평면은 개개. ,
치아의 점을 지나지 않으므로 치아별로 곡률 측FA ,
정 시 점으로 평행 이동한 평면을 치아내에서의FA
수평 기준 평면으로 설정하였다 (Fig 3).

관심 영역 설정(Region of interest)
각각의 치아에 대하여 점을 기준으로 수평 수FA ,
직 기준평면을 근심 및 원심 교합면측 및 치은측으,
로 각각 씩 평행 이동한 후 치아와 평면이 만2.0 mm ,
나는 곡선을 얻는다 (Fig 4, A 단 하악 중절치 및). ,
측절치는 치관 폭경의 제한으로 근원심으로 각각

까지만 연장하였고 제 대구치는 근심 협면1.5 mm , 1

Vertical

plane

Horizont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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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features which forms axis of coordinates on
maxillary second premolar. X and Y axes on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have the same Z value which is 0.

과 원심 협면으로 나누어 근원심으로 각각 3.0 mm
까지 곡선을 얻었으며 근심 협측 사면과 원심 협측,
사면의 곡률을 얻기 위하여 점으로부터 근원심으FA
로 거리에 수직 기준평면을 설정하여 곡선을1.5 mm
얻었다 (Fig 4, B).

차원 좌표값 채득 및 곡률 방정식 도출3
수평곡선의 곡률 측정을 위하여 점을 원점으로FA
하는 차원 좌표축을 형성하였다 이때 좌표의 값3 . , Z
이 이 되도록 수평 기준 평면상에 좌표축을0 X, Y
설정하여 곡선의 곡률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수직면의 곡률 측정 시에는 좌표의 값이(Fig 5). X
이 되도록 수직 기준 평면상에 좌표축을 설정0 Y, Z
하였다 곡률의 계산을 위하여 곡선 당 개의. 1 mm 20
점을 채득하여 좌표값을 얻었다 채득한 좌표값을.

을 통Matlab R2007 program (MathWorks, MA, USA)
하여 최적 근사 방정식이차 방정식을 얻어 최고차( )
항의 계수값을 구하였다.

y = ax2 + bx + c

는 곡선의 곡률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였다a .
수평면 수직면 외에도 근심과 원심 치은측과 교합, ,
면측으로 나누어 각각 곡률을 구하였다.

통계 방법

본 연구에서 시행한 모든 측정 및 분석은 인의1
동일한 검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검사자내 오,

차를 확인하기 위해 치아별로 incisal edge/buccal
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주일 간격으cusp tip FA 1

로 회 측정하여 처음과 나중에 측정한 평균값의 유2
의성을 확인하였다 남녀간의 곡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independent t 를 시행하였다 또한 각각의-test .
치아별로 근심과 원심 그리고 치은측과 교합면측의

곡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점을. FA
중심으로 근심과 원심 그리고 치은측과 교합면측의,
곡률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independent t 를 시행하였다-test .

연구성적

검사자내 오차

으로부터 점까지 거Incisal edge/buccal cusp tip FA
리의 평균값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남녀간의 비교

치아별 남자와 여자 사이의 t 를 시행결과 상-test ,
악 견치에서 수평면의 곡률이 남자에서는 0.125 ±

여자에서는 으로 유의한 차이가0.027, 0.096 ± 0.020
관찰되었다 (p 수직면의 곡률에서도 남자에< 0.05).
서 여자에서 로 유의한0.022 ± 0.014, 0.011 ± 0.013
차이가 관찰되었다 (p 상악 제 소구치는 수< 0.05). 2
직면의 곡률이 남자에서는 여자에서0.033 ± 0.018,
는 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0.051 ± 0.014 (p <
0.05).

수평 수직 곡률의 평균과 표준편차, (Tables 2

and 3, Fig 6)

수평면의 곡률은 상악에서 중절치의 곡률이 0.027
로 나타났으며 소구치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제 소구치에서는 의 값을 보였다 하악의2 0.168 .
곡률은 중절치는 의 곡률값을 나타냈으며 제, 0.077 2
소구치로 갈수록 곡률이 로 증가하는 양상을0.154
나타내었다 수직면의 곡률은 상악의 중절치에서.

의 값을 보였으며 제 소구치로 갈수록 증가하0.020 , 2
였다 하악의 중절치에서 의 곡률값을 보였으. 0.026
며 상악과 마찬가지로 제 소구치로 갈수록 증가하, 2
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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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ature

Tooth

1 2 3 4 5 6MB 6DB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Horizontal

Mesial 0.036 0.023 0.044 0.032 0.127 0.040 0.144 0.033 0.164 0.037 0.146 0.043 0.050 0.047

Distal 0.026 0.023 0.045 0.033 0.072 0.032 0.135 0.024 0.115 0.026 0.071 0.040 0.108 0.037

Total 0.027 0.017 0.048 0.025 0.111 0.028 0.152 0.017 0.168 0.026 0.129 0.030 0.074 0.027

Vertical

Occlusal 0.022 0.015 0.030 0.021 0.026 0.018 0.034 0.019 0.069 0.031 0.072 0.027 0.070 0.034

Gingival 0.028 0.018 0.031 0.019 0.032 0.022 0.052 0.021 0.033 0.023 0.038 0.030 0.038 0.035

Total 0.020 0.013 0.027 0.011 0.027 0.013 0.033 0.012 0.042 0.018 0.039 0.021 0.040 0.013

SD, Standard deviation; MB, mesiobuccal surface; DB, distobuccal surface.

Table 2. Labial/buccal curvatures of crown surface of maxillary dentition

Curvature

Tooth

1 2 3 4 5 6MB 6DB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Horizontal

Mesial 0.113 0.042 0.085 0.038 0.115 0.030 0.125 0.034 0.147 0.034 0.155 0.054 0.098 0.081

Distal 0.099 0.041 0.063 0.033 0.126 0.035 0.141 0.031 0.128 0.030 0.071 0.057 0.134 0.040

Total 0.077 0.033 0.061 0.031 0.119 0.027 0.143 0.019 0.154 0.023 0.141 0.033 0.119 0.040

Vertical

Occlusal 0.028 0.019 0.024 0.017 0.036 0.019 0.025 0.015 0.052 0.027 0.055 0.030 0.080 0.039

Gingival 0.028 0.022 0.027 0.019 0.036 0.019 0.060 0.026 0.069 0.032 0.092 0.030 0.062 0.035

Total 0.026 0.012 0.023 0.014 0.029 0.012 0.033 0.014 0.054 0.017 0.065 0.022 0.054 0.019

SD, Standard deviation; MB, mesiobuccal surface; DB, distobuccal surface.

Table 3. Labial/buccal curvatures of crown surface of mandibular dentition

Fig 6. Graphs of crown curvatures in each reference plane. Left, Labial/buccal curvatures; Right, occluso/gingival curvatures.
Bar show means, and error bars show 95.0% confidence limit of mean. MB, Mesiobuccal surface; DB, distobucca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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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Horizontal/Vertical

curvature

Tooth

1 2 3 4 5 6MB 6DB

Maxilla Horizontal (M-D) ‡ ‡ ‡ ‡

Vertical (O-G) † ‡ ‡ †

Mandible Horizontal (M-D) * * ‡ *

Vertical (O-G) ‡ * ‡

M-D, Mesial-distal curvature; O-G, occlusal-gingival curvature; MB, mesiobuccal surface; DB, distobuccal surface; *p <

0.05;
†p < 0.01;

‡p < 0.001.

Table 4. Comparison of mesial-distal and occlusal-gingival curvatures

근심면과 원심면 치은측과 교합면측의 곡률 비교,

(Table 4)

하악 측절치 상악 견치 상하악 제 소구치와 제, , 1, 2
대구치에서 근원심 혹은 치은교합면측 치면 곡률1
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p < 0.05).

고찰

브라켓을 치면에 부착할 때 브라켓의Preadjusted
부착 위치 혹은 개개인 치면의 형태의 다양성에 의

하여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착 위치가 동일.
하더라도 브라켓 베이스와 치면의 적합정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 연구를 통하여 브라,
켓이 실제로 부착되는 부위의 치면 곡률에 관한 정

보를 얻고자 하였다.
차원 치아모형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3 ,
등Kuroda 25은 비접촉식 레이저 스캔 방식을 이용해

서 빠른 측정속도와 처리과정 높은 정확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등, Quimby 26은 차원 컴퓨터 모3
델의 재현성이 우수하며 측정값을 신뢰할 수 있고, ,
정확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전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접촉식 레이저 슬릿 방식의 스캐

너를 사용하여 차원 디지털 모델을 제작하여 치면3
곡률을 측정하였다.
브라켓 부착의 기준 평면을 선정함에 있어 수평,
기준 평면을 중절치와 제 대구치를 연결한1 Andrews

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자연 치열에 존재하는plane
와 에 의해 계측방법에curve of Spee curve of Wilson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개 치아의 점12 FA

에 대한 최적 평면을 수평 기준 평면으로 설정하였

다 그러나 이렇게 설정한 수평 기준 평면은 각 치. ,
아의 점을 지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점FA FA
으로 평행 이동한 평면을 치아별 수평 기준 평면으

로 사용하였다 장 등. 20은 한국형 브라켓 개발에 관

한 연구에서 수평 기준 평면으로 을 선Andrews plane
정함에 있어 악궁 내 모든 치아의 점을 이용하는FA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점을 기준으로 하여 치면의 곡률을 계산하기FA
위해 점을 원점으로 하는 이차 방정식을 각각 치FA
아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이차 방정식은 이차항의.
계수에 따라서 곡률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값이 크,
게 나타나면 큰 곡률 즉 둥근형태를 보임을 의미하,
고 작은 곡률은 편평한 치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치아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와. Miethke Melsen27은

이차 방정식을 통하여 치아의 외형을 표현하여 그,
다양성을 보고한 바 있다.
남녀간의 곡률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상악 견치와

제 소구치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상악 견2 .
치는 남자가 수평 수직면에 대해 큰 곡률을 제 소, , 2
구치는 남자가 수직면에 대해 작은 곡률을 보였다.
이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다는 이전의 고와 차28의 연

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한 곡률의 계측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와 치아 크기의

남녀 성별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한.
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 등11과 이 등12은 치아 크

기가 남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

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악 견치와 제. 2
소구치에 브라켓을 부착할 때 남녀간의 곡률 차이,
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견치를 중심으로 전치부 치아와 소구치부 치아의,



Vol. 38, No. 2, 2008. Korean J Orthod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순협측 치면 곡률,

101

Fig 7. Comparison of the ceramic bracket (Miso, HT, Ansan, Korea) curvatures and the mean value curvatures in horizontal
(left) and vertical (right) plane at maxillary second premolar.

평균 곡률변화를 계측할 수 있었다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를 비교하여 보면 수평면에서는 중절치의 곡,
률이 로 측절치의 곡률인 에 비해 작게 나0.027 0.048
타났으며 수직면에서도 중절치가 측절치에 비해 작,
은 곡률을 나타내어 측절치가 중절치에 비해 외형이

더 둥글며 볼록했다 상악 제 소구치를 비교하여. 1, 2
보면 수평면과 수직면 모두에서 제 소구치가 큰 곡2
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둥글며 볼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악 중절치와 측절치의 경우 상악과는 달.
리 유사한 수평 수직곡률이 측정되었다 상악 견치, .
와 하악 견치의 경우 수평면과 수직면의 평균 곡률,
이 거의 비슷한 정도를 나타냈다 하악 제 소구치. 1, 2
를 비교하여 보면 수평면과 수직면 모두에서 제 소, 2
구치가 더 큰 곡률을 나타내어 상악에서와 같은 유,
형의 곡률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치아별 차이.
는 한국인 치아를 계측한 김29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

을 보인다.
브라켓의 곡률이 치아 표면의 곡률에 비해 작은

경우에는 브라켓을 정확히 위치시키기 어려울 뿐 아

니라 근심 혹은 원심측으로 치우쳐 부착하게 되면

원치 않는 치아의 회전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브.
라켓의 곡률이 치아 표면의 곡률에 비해 큰 경우에

는 치아의 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in and out, torque
치아의 협 설측 위치에 오차를 초래하게 된다 예로, . ,
상악 제 소구치 브라켓을 제 소구치에 접착하는 경1 2
우 제 소구치의 치면 곡률에 비해 브라켓의 곡률이, 2
더 작으므로 브라켓 부착 시 위치를 잡기에 어려움

이 있을 수 있으며 치아의 회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 브라켓을 해. ,
당부위와 다른 부위의 장치로 교환하여 부착하는 경

우 치면과 브라켓 베이스의 곡률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점을 기준으로 근원심 그리고 치은교합면측 치FA
면 곡률에 대한 t 결과 하악 측절치 상악 견치-test , ,
상하악 제 소구치와 제 대구치에서 유의한 차이1, 2 1
가 관찰되었다 치면곡률에 관한 이전의 연구. 28에서

는 근원심 그리고 치은교합면측의 비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전의 연구는 간격의 불연속적. 1 mm
인 좌표값을 기준으로 곡률을 표현한 반면 본 연구,
에서는 당 개의 점을 통하여 얻은 이차방정1 mm 20
식의 형태로 치아의 곡률을 연속적으로 보다 정확하

게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치.
아들은 브라켓 베이스를 제작 시 장치가 치면에 더

긴밀히 밀착되도록 근심과 원심 혹은 치은측과 교합

면측의 곡률을 다르게 제작해 주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상관성 분석을 통해 치아의 수평면과 수

직면 모두에서 하악 중절치와 측절치 상악 제 소구, 1
치와 하악 제 소구치 그리고 상악 제 소구치와 하악1 1
제 소구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어 상관성2
을 보인 치아끼리의 브라켓 교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미만으로. , 0.5
높지 않은 범위를 나타내므로 치아 표면의 곡률에,
대하여 개인별 생물학적 다양성 및 고유의 특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은 장치 제작 및 부착 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실험으로 얻은 결과를 임상적으로 응용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악 제 소구치용 세라2
믹 브라켓 베이스의 곡률(Miso, HT, Ansan, Korea)
을 측정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Fig
이러한 비교는 치면에 브라켓을 부착할 때 생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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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오차를 줄여 치면 적합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방정식의 형태로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순협측 치면 곡률을 근심과 원심 치은측과 교합면, ,
측으로 나누어 각각의 치아마다 계측하였으며 이,
결과는 한국인의 치관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SWA
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

한국인 정상교합자 순협측 치관의 곡률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상악 견치와 상악 제 소구치 외에는 남녀간 치면1. 2
곡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악 측절치 상악 견치 상하악 제 소구치와 제2. , , 2 1
대구치에서 근심과 원심 치면 곡률의 유의한 차이

가 관찰되었다 (p < 0.05).
상하악 제 소구치와 제 대구치에서 치은측과3. 1, 2 1
교합면측 치면 곡률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p < 0.05).

한국인의 치아에 적합한 을 개preadjusted bracket
발하기 위한 평균 치면 곡률을 구하였으며 이 결과,
는 근심과 원심 치은측과 교합면측의 곡률을 달리,
적용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SW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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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ial and buccal surface contours of Korean normal
occlusion in a three-dimensional digital model

Ji-Hyeon Chae, DDS,a Jin-Wook Song, MS,b Jung-Yul Cha, DDS, MSD, PhD,c

Jung-Soo Choi,d Young-Chel Park, DDS, MSD, PhDe

Objectvi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labio/buccal clinical crown curvatures of Korean
permanent teeth and to obtain the curve-ratio data in an attempt to fabricate bracket bases fit for each
individual Korean permanent tooth. Methods: Three-dimensional digital models were made from 30 sets
of dental casts with normal anatomic structures. According to the FA points, horizontal and vertical
reference planes were established and lines were drawn on the tooth surfaces in reference to these
planes. The curvature was expressed as the coefficient of a quadratic equation. Lines mesial, distal,
gingival and occlusal to the horizontal, vertical reference planes and the FA point were drawn. Results:
The curvature measured for each line reveale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except for maxillary canines and maxillary second bicuspids (p > 0.05). There were notable
differences in the mesio-distal or gingivo-occlusal curvatures among the mandibular lateral incisors,
maxillary canines, maxillary and mandibular first and second bicuspids and first molars (p < 0.05).
Conclusions: The labial & buccal crown curvatures of teeth in Korean normal occlusion were
measured on the mesial and distal, gingival and occlusal sides respectively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data, a SWA can be developed to fit the individual features of Korean tooth crowns. (Korean J
Orthod 2008;38(2):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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