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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국문국문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치근치근치근치근    정출정출정출정출    영역영역영역영역    내의내의내의내의    

치치치치근근근근    형태의형태의형태의형태의    변화변화변화변화    

    

본 연구는 전산화 단층 촬영을 이용하여 상하악 전치 및 소구치부의 

백악-법랑 경계 하방의 치근 폭경 및 단면 형태의 점진적인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 또한 상하악 전치부 치아간 사이 거리를 측정하여 치관길이 

연장술, 치근 정출술 등의 치료 후 새롭게 형성될 치아 및 주위조직의 

심미적 및 생물학적 기능을 개선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74 명의 환자(상하악 각 40 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산화 단층 촬영 

상, 백악-법랑 경계가 소실되는 단면 영상을 기준으로 치은 연하 0, 1, 2, 

3, 4 mm 부위 까지의 치근단면의 근-원심 및 협-설 치근 폭경을 1/100 

mm 단위까지 측정한 후 각 수준별 폭경 감소율을 산출하였고, 치근 

단면의 형태(원형,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불규칙)를 수준별로 

관찰하였고, 전치부 치아간 거리를 측정하였다. 치근 폭경의 수준별 감소 

정도의 유의성, 치아간 차이, 근-원심/협-설의 차이 그리고 치근 단면 

형태 분포의 차이를 보기 위해 SAS 9.1 Ver(SAS Inc., North Carolina)을 

이용하여 Repeated measures ANOVA, One-Way ANOVA, Independent 

t-test 그리고 Chi-square test 를 시행하였으며 Tukey 방법으로 

사후검정 하였다.  

상악 치아들 중에서는 소구치가 근-원심 감소율이 컸고, 중절치가 

협-설 감소율이 컸다. 하악 치아들 중에서는 제 2 소구치가 협-설 



 

 v 

감소율이 컸다. 같은 치아의 근-원심, 협-설 감소율의 비교에서는 상악 

중절치만이 협-설 감소율이 컸다. 치근 단면 형태는 다양하였으며, 상악 

제 1 소구치에서는 백악-법랑 경계 하방 2 mm 수준에서부터 불규칙한 

모양이 우세하였다. 상하악 전치부 치아간 거리는 중절치아 측절치 

사이에서 가장 적은 상대적 거리를 보여, 치관 길이 연장술 시행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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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서론서론서론서론    

 

치아가 외상을 받아 치은하 치근 파절이 발생하면 파절 부위를 

노출시키기 위해 치관 길이 연장술이 필요하다. 외상으로 인한 치관 파절 

외에도 치은 하방의 우식증, 짧은 임상 치관 그리고 과도한 치은 노출 

등의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치관 길이 연장술이 필요로 하게 된다. 치관 

길이 연장술에는 치은 절제술, 근단 변위 판막술, 교정적 혹은 외과적 

정출술 등이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심미적인 면과 함께, 

생물학적 고려 사항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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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심미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조화로운 전치부 치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악 중절치의 크기, 모양 그리고 위치이며, 특히 폭-길이 비율은 

만족스러운 치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치아에 

가해지는 외상의 대부분은 전치부, 특히 상악 중절치에 해당하며, 이에 

반해 하악 중절치와 상악 측절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를 보이므로 

(Andreasen et al., 2007), 상악 중절치는 그 심미적 중요성에 더해 

외상의 위험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상악 중절치의 근-원심 폭경은 8.38~9.3 mm, 치관의 길이는 

10.4~11.2 mm 이내로(Shillingburg et al., 1972), 약 75%~80%의 

폭-길이 비율을 이상적으로 본다(Gillen et al., 1994). 이 같은 폭-길이 

비의 변화에 따른 치관 형태의 차이는 다양한데, 65%의 폭-길이 비율이 

치아를 정상보다 길게, 85%의 비율은 사각형의 형태를 띄게 하므로, 각 

치아의 치경부 해부학적 형태를 안다면 치관 길이 연장술 후 발생하는 

치아의 폭-길이 비율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치아에 가해진 외상의 정도에 따라, 치근 정출술을 동반하지 않은 

외과적 치관 연장술은 치관의 폭-길이의 변화로 인해 비심미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불량한 치관-치근 비율을 갖게 될 수 있다(Fig. 1)  

(Shillingburg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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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ig. 1ig. 1ig. 1ig. 1....  Needs of root extrusion 

a: Normal crown-root ratio of the Mx. central incisor is 11:14 

b: Root fracture 3 mm below CEJ level  

c: Elongated crown shape and unstable crown-root ratio without 

root extrusion 

d: More favorable outcomes after root extrusion    

 

그러므로 상악 중절치가 외상 후 안정적인 치관-치근 비율을 갖고, 

심미적 수복을 할 수 있는 지점은 백악-법랑 경계 하방 3 mm 까지 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으로, 임상 치관의 치경부 1/3 부분의 곡선 형태를 

나타내는 치아의 emergence profile을 들 수 있다. Emergence profile의 

치은연상-연하 윤곽선은 구강 위생과 수복물의 변연 처리를 위해 

부드럽게 이행되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 부적절한 emergence profile 

형태로 인한 수복물 변연의 불량한 적합은, 구강 열구 상피에 물리적 

자극을 일으키고, 그에 따른 치주염과 연관된 미생물의 군락을 이루게 할 

수 있다(Maynard et a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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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치아에서 치근 정출술 후 emergence profile은 협소한 형태를 

띄게 되는데, 치근 정출 영역 내의 치근 폭경의 감소가 심한 치근에서의 

정출술 시행은 더욱 협소한 emergence profile을 갖게 됨이 불가피하므로 

심미적으로 더욱 불리할 것이다(Durham et al., 2004).  

 

Fig. 2Fig. 2Fig. 2Fig. 2....        Narrow emergence profile after root extrusion 

a: Normal emergence profile of Mx. right central incisor 

b: Narrow emergence profile of Mx. left central incisor 

Dashed line:  Outlines of root before root extrusion 

Arrow:  Modified sub/supra-gingival outline after root extrusion  

     

치근 정출술을 시술받은 상악 좌측 중절치의 경우(Fig. 2) 근,원심의 

협소한 emergence profile 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중절치 

사이의 비대칭적인 emergence profile(a,b)로 인한 비대칭적인 치간공극 

(embrasure area)이 관찰된다.  

 

치근 폭경 감소가 심한 경우는 보철 수복을 위한 지대치 형성 시 많은 

양의 치질이 삭제 되어야 하고(Fig. 3), 결과적으로 잔존치질 양이 작아져 

최종 보철물의 안정성 및 예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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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red root                   Non-Tapered root 

FigFigFigFig. 3. 3. 3. 3....  Comparing tapered and non-tapered roots 

After root extrusion, more tapered root(right) will have less tooth 

structures to support 

 

치주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수복한 치아의 장기 예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수복 시술과 연관되는 문제로는 치태 관련 염증성 치주 

질환의 원인으로 치아 삭제와 인상 채득 시에 발생하는 치주 조직의 손상, 

앞서 언급된 emergence profile의 유지 실패, 치은 연하 변연의 불충분한 

마무리 및 봉쇄, 부착치은이 최소한 이거나 없는 곳에서의 치은 연하에 

변연을 위치시키는 것과 생물학적 폭경(biologic width)의 침범 등이 있다. 

생물학적 폭경과 연관된 치관 연장술의 생물학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argiulo 등 (1961)은
 
치은열구의 평균 깊이를 0.69 mm, 

부착상피의 평균 부착 길이를 0.97 mm 그리고  결합조직의 평균 부착 

길이를 1.07 mm 라고 보고하였으며, 이 중 부착상피와 결합조직의 길이를 

합한 2.04  mm 를 생물학적 폭경 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치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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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부착상피를 위해 1 mm, 결합조직의 부착을 

위해 1 mm 그리고 수복물을 위해 1 mm 의 치질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치조골능으로부터 최소한 3 mm 의 치질이 있어야만 생물학적 폭경을 

유지시켜줄 수 있으며 성공적인 수복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치근 정출술 후 보철수복 등의 치료에 대한 영향에 있어 치근 폭경의 

감소 정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정출술을 동반하지 않은 치관 길이 

연장술에 있어서는, 치근폭경의 감소와 함께 치아간 거리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치아간 거리가 작을수록 치관 길이 연장술 후 

인접치 및 주위 조직과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용이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산화 단층 촬영을 이용하여 상하악 전치 및 

소구치부의 백악-법랑 경계 하방의 치근 폭경 및 단면 형태의 점진적인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 또한 상하악 전치부 치아간 거리를 측정하여 치관 

길이 연장술, 치근 정출술 등의 치료 후 새롭게 형성될 치아 및 

주위조직의 심미적 및 생물학적 기능을 개선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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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1.1.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2006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보존과를 

내원하여 전산화 단층촬영(CT)을 시행한 74 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상하악에서의 남녀 비율은, 상악 남자 21 명, 여자 19 명 이었으며, 하악 

남자 23 명 여자 17 명 으로 전체 남자 44 명, 여자 36 명 이었다. 평균 

나이는 남자 38세, 여자 35.6세로 전체 평균 36.8 세였다.  

상하악 (각 40 악) 전치 및 소구치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산화 

단층촬영 분석 시 치아 상실, 우식, 치근 흡수 등의 기타 치근단 주위 

병변으로 인한 치근형태의 이상이 있는 경우와 금속 수복물 등으로 인한 

상의 변형이 있는 영상은 제외하였다.  

    

2. 2. 2. 2.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CT 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 보유중인 

HiSpeed Advantage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GE Medical System, 

Milwaukee, U.S.A.)를 이용하여  high resolution bone algorithm, 9.6 cm 

diameter field of view (DFOV), 200 mA, 120 kV, 1 sec 조건하에 상층 

두께 (slice thickness) 1 mm두께로 연속적인 횡단면 CT을 시행하였다. 

Gantry의 각도는 0도로 하고 reconstruction matrix는 512x512 pixel로 

하였다.  

CT 체축면 영상을 PiViewSTAR (COPYRIGHT(C) 2004 

INFINITT.CO. , LTD) program을 이용하여 상하악 전산화 단층 촬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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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법랑 경계가 소실되는 단면 영상을 기준으로 치은 연하 0, 1, 2, 3, 4 

mm부위 까지의 치근단면의 근-원심 및 협-설측 치근 폭경을 1/100 mm 

단위까지 측정한 후 각 수준별 폭경 감소량을 산출하였고, 치근 단면의 

형태(원형,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불규칙)를 수준별로 

관찰하였다(Fig. 4).  

 

Circle     Oval     Triangle   Square  Irregular 

FigFigFigFig. . . . 4444....  Classification of cross-sectional root shapes 

    

또한 치아간의 거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6 전치에서 각 치아간  

(중절치간, 중-측절치간 그리고 측-견치간) 거리를 치근 폭경과 같은 

방법으로 백악-법랑 경계 하방 0, 1, 2, 3, 4 mm 수준별로 

측정하였다(실재값 : Real Data). 상하악 6 전치 모두 동일한 치아 

경사도(0
0
)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후, 백악-법랑 경계에서의 치아간 

거리(b
0
)와 백악-법랑 경계에서의 치근폭경 값 (a

0
,c

0
), 그리고 

백악-법랑 경계 하방 4 mm 에서의 치근폭경 값 (a
4
,c

4
)을 이용하여 

산출한 백악-법랑 경계 하방 4 mm 에서의 치아간 거리 (b
4
, 유추값 : 

Calculated Data)를 계산해 보았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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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Fig. 5Fig. 5Fig. 5....  Inter-dental distance (IDD) between teeth with same 

angulation 

a
0
, c

0
: Root diameters at CEJ level 

a
4
, c

4
: Root diameters at 4mm below CEJ level 

b
0
: IDD at CEJ level 

b
4
: Calculated Data: IDD at 4mm below CEJ level=b

0
+d

1
+d

2
. 

d1, d2: Differences between IDD at CEJ and 4mm below CEJ level)/2 

  

만일 위의 가정과 달리 인접 치아들이 동일한 치아 경사도를 갖지 

않는다면, 동일한 치아 경사도를 가정한 백악-법랑경계 하방 4 mm에서의 

치아간 거리(b
4
, 유추값)는, 다른 경사도를 갖는 인접치에서의 치아간 

거리(e
4
) 와 차이를 보일 것이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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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Fig. 6Fig. 6Fig. 6.... Inter-dental distance (IDD) between teeth with different 

angulation 

b
0
: IDD at CEJ level 

b
4
: IDD between teeth with same angulation 

e
4
: IDD between teeth with different angulation 

Dashed line: Outlines of root having different angulation 

 

3. 3. 3. 3. 통계통계통계통계    분석분석분석분석    

치근 폭경의 수준별 감소율의 차이, 치아간 차이, 근-원심/협-설 방향

간 감소율의 차이 그리고 치근 단면 형태의 분포의 차이를 보기 위해 

SAS 9.1 Ver (SAS Inc., North Carolina)을 이용하여 Repeated measures 

ANOVA, One-Way ANOVA, Independent t-test 그리고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으며 Tukey 방법으로 사후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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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결과결과결과결과    

    

상악 치아의 근-원심, 협-설 방향별 치근폭경값(mm)은 매 수준별로 

표준편차와 함께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하위 수준의 백악-법랑 

경계에서의 치근 폭경에 대한 비율, 매 1 mm 수준별 감소율(%) 그리고 

각 수준별 우세한 치근 단면 형태(%)를 나타내었다 (Table 1).  

백악-법랑 경계 하방 4 mm 에서의 치근 폭경 값은 근-원심 

방향에서는 견치가 가장 컸고(4.08 mm), 제 1 소구치가 가장 

작았으며(2.60 mm), 협-설 방향에서는 제 1 소구치가 가장 컸고(7.49 

mm), 중절치에서 가장 작았다(5.41 mm).  

 평균 수준별 감소율은 근-원심 방향에서 제 1 소구치가 가장 

컸고(13.85%), 견치가 가장 작았으며(5.68%), 협-설 방향에서는 

중절치가 가장 컸고(7.88%), 견치가 가장 작았다(3.90%).  

백악-법랑 경계 하방 3 mm 까지의 각 수준별 형태 에서는, 중절치 

(삼각형/ 삼각형/ 타원형), 측절치(사각형/ 타원형/ 타원형), 견치(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제 1 소구치(타원형/ 타원형/ 불규칙), 그리고 제 

2소구치(타원형/ 타원형/ 타원형)이 하위 수준으로 갈수록 우세하였다. 

 

 상악 치아의 근-원심, 협설 백악-법랑 경계 하방 매 1 mm 수준별 

감소율을 표시하였으며(Fig. 9, 10), 근-원 수준별 평균 감소율은 

제 1 소구치, 제 2 소구치, 중절치, 견치 그리고 견치의 순서로 컸으며, 

협-설 수준별 평균 감소율은 중절치, 제2소구치, 견치, 제1소구치 그리고 

견치의 순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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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Table 1Table 1Table 1. Root diameter, relative width, decreasing rate and dominant 

shapes of Mx. teeth 

Mx.
(n=80)

Below
 CEJ
Level
(mm)

Root
Diameter
±SD(mm)

Relative
Width
(%)

Decreasing
Rate
(%)

Root
Diameter
±SD(mm)

Relative
Width
(%)

Decreasing
Rate
(%)

Dominant
Shapes
(%)

Central 0 5.40±0.42 100.00 7.54±0.95 100.00 Triangle(60.0)
Incisor 1 4.96±0.40 92.00 8.00 6.92±0.94 91.89 8.11 Triangle(52.5)

2 4.67±0.43 86.67 5.71 6.29±0.80 83.69 8.86 Oval(50.0)
3 4.33±0.54 80.28 7.32 5.86±0.80 78.06 6.79 Oval(42.5)
4 3.97±0.61 73.43 8.66 5.41±0.83 72.17 7.73 Oval(42.5)

Average 7.42 7.88
Lateral 0 4.35±0.48 100.00 6.56±0.92 100.00 Square(31.3)
Incisor 1 3.99±0.48 91.77 8.23 6.21±0.90 94.75 5.25 Oval(52.5)

2 3.67±0.45 84.63 7.61 5.88±0.92 89.70 5.30 Oval(68.8)
3 3.47±0.47 79.98 5.40 5.66±0.88 86.40 3.68 Oval(75.0)
4 3.25±0.48 74.78 6.31 5.47±0.86 83.65 3.11 Oval(74.0)

Average 6.89 4.33
Canine 0 5.16±0.48 100.00 8.12±0.75 100.00 Triangle(78.8)

1 4.82±0.48 93.40 6.60 7.74±0.76 95.33 4.67 Triangle(78.8)
2 4.54±0.50 88.07 5.67 7.35±0.72 90.53 4.99 Triangle(75.0)
3 4.29±0.53 83.13 5.53 7.15±0.71 88.11 2.66 Triangle(66.3)
4 4.08±0.58 79.01 4.92 6.91±0.67 85.18 3.27 Trianlge(66.3)

Average 5.68 3.90
First 0 4.30±0.56 100.00 8.90±0.60 100.00 Oval(77.5)

Premolar 1 3.72±0.55 86.45 13.55 8.47±0.65 95.24 4.76 Oval(71.3)
2 3.24±0.55 75.42 12.71 8.03±0.68 90.23 5.21 Irregular(58.8)
3 2.77±0.55 64.32 14.34 7.83±0.72 88.02 2.45 Irregular(80.0)
4 2.36±0.58 54.96 14.81 7.49±0.80 84.17 4.39 Irregular(83.8)

Average 13.85 4.20
Second 0 4.43±0.62 100.00 8.64±0.78 100.00 Oval(95.0)
Premolar 1 3.85±0.52 87.10 12.90 8.13±0.77 94.15 5.85 Oval(95.0)

2 3.39±0.48 76.72 11.81 7.74±0.82 89.62 4.80 Oval(88.8)
3 2.98±0.46 67.52 11.98 7.37±0.85 85.18 4.98 Oval(77.5)
4 2.60±0.45 59.05 12.52 7.02±0.91 81.02 4.93 Oval(57.5)

Average 12.30 5.14

Mesio-Distal Bucco-Ling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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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치아의 근－원심 감소율 평균값은 중절치에서부터 제 2소구치까지 

순서대로 7.42, 6.89, 5.68, 13.85 그리고 12.30% 였다. 

 
 

Fig. 7Fig. 7Fig. 7Fig. 7. . . . Mesio-Distal decreasing rate of Mx. teeth(%)  

** Significantly high decreasing rate among teeth (p<0.0001) 

 

각 치아의 협-설 감소율 평균값은 중절치에서부터 제 2 소구치까지 

순서대로 7.88, 4.33, 3.90, 4.20 그리고 5.14% 였다.  

 

Fig. 8Fig. 8Fig. 8Fig. 8. . . . Bucco-Lingual decreasing rate of Mx. teeth(%)  

** Significantly high decreasing rate among teeth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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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치아의 근-원심, 협-설 방향별 치근폭경값(mm) 또한 매 

수준별로 표준편차와 함께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하위 수준의 

백악-법랑 경계에서의 치근 폭경에 대한 비율, 매 1 mm 수준별 감소율 

(%) 그리고 각 수준별 우세한 치근 단면 형태 (%)를 나타내었다  

(Table 2).  

백악-법랑 경계 하방 4 mm 에서의 치근 폭경 값은 근-원심 

방향에서는 제 2 소구치가 가장 컸고 (3.59 mm), 중절치가 가장 작았고 

(2.32 mm), 협-설 방향에서는 견치가 가장 컸고 (7.03 mm), 중절치에서 

가장 작았다 (5.06 mm).  

 평균 수준별 감소율은 근-원심 방향에서 제 2 소구치가 가장 컸고 

(9.06%), 견치가 가장 작았으며 (7.38%), 협-설 방향에서는 

제 2소구치가 가장 컸고 (6.13%), 중절치가 가장 작았다 (1.45%).  

백악-법랑 경계 하방 3 mm 까지의 각 수준별 형태 에서는, 

중절치(사각형/ 타원형/ 타원형), 측절치(사각형/ 타원형/ 타원형), 

견치(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제 1 소구치(타원형/ 타원형/ 타원형), 

그리고 제 2 소구치(타원형/ 타원형/ 타원형)이 하위 수준으로 갈수록 

우세하였다. 

 

 하악 치아의 근-원심, 협설 백악-법랑 경계 하방 매 1 mm 수준별 

감소율을 표시하였으며(Fig. 11, 12), 근-원심 수준별 평균 감소율은 

제 2 소구치, 제 1 소구치, 측절치, 중절치 그리고 견치의 순서로 컸으며, 

협-설 수준별 평균 감소율은 제2소구치, 제1소구치, 중절치, 견치 그리고 

측절치의 순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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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Table 2Table 2Table 2.... Root diameter, relative width, decreasing rate and dominant 

shapes of Mn. teeth 

Mn.
(n=80)

Below
CEJ
Level
(mm)

Root
Diameter
±SD(mm)

Relative
Width
(%)

Decreasing
Rate
(%)

Root
Diameter
±SD(mm)

Relative
Width
(%)

Decreasing
Rate
(%)

Dominant
Shapes
(%)

Central 0 3.18±0.31 100.00 5.77±0.54 100.00 Square(46.3)
Incisor 1 2.91±0.34 91.59 8.41 5.60±0.52 97.32 2.68 Oval(78.8)

2 2.67±0.29 84.25 7.77 5.35±0.52 93.01 4.44 Oval(92.5)
3 2.47±0.30 77.83 7.48 5.23±0.55 90.78 2.34 Oval(97.5)
4 2.32±0.29 73.12 5.94 5.06±0.57 88.01 3.10 Oval(97.5)

Average 7.40 3.14
Lateral 0 3.62±0.38 100.00 6.05±0.54 100.00 Square(40.0)
Incisor 1 3.27±0.40 90.30 9.70 6.00±0.51 99.41 0.59 Oval(81.3)

2 3.03±0.38 83.94 6.82 5.87±0.56 97.22 2.21 Oval(95.0)
3 2.81±0.35 77.77 7.10 5.78±0.55 95.76 1.45 Oval(96.3)
4 2.59±0.37 71.70 7.72 5.69±0.55 94.27 1.56 Oval(96.3)

Average 7.83 1.45
Canine 0 4.66±0.47 100.00 7.58±0.70 100.00 Oval(50.0)

1 4.31±0.46 92.54 7.46 7.52±0.67 99.23 0.77 Oval(61.3)
2 4.02±0.54 86.19 6.81 7.29±0.67 96.33 2.89 Oval(67.5)
3 3.72±0.55 79.83 7.35 7.21±0.70 95.34 1.07 Oval(70.0)
4 3.42±0.55 73.44 7.91 7.03±0.76 92.83 2.66 Triangle(68.8)

Average 7.38 1.85
First 0 4.89±0.46 100.00 7.35±0.57 100.00 Oval(85.0)

Premolar 1 4.43±0.47 90.74 9.26 7.05±0.60 95.93 4.07 Oval(81.3)
2 4.07±0.47 83.31 8.14 6.61±0.52 90.04 6.04 Oval(77.5)
3 3.77±0.49 77.18 7.27 6.39±0.61 86.89 3.45 Oval(75.0)
4 3.41±0.51 69.67 9.68 6.06±0.60 82.49 5.02 Oval(75.0)

Average 8.59 4.65
Second 0 5.27±0.57 100.00 7.71±0.58 100.00 Oval(85.0)
Premolar 1 4.70±0.50 89.39 10.61 7.17±0.60 92.98 7.02 Oval(95.0)

2 4.26±0.49 81.17 9.16 6.73±0.57 87.41 5.96 Oval(93.8)
3 3.92±0.46 74.74 7.81 6.38±0.59 82.80 5.20 Oval(92.5)
4 3.59±0.49 68.23 8.65 5.98±0.62 77.58 6.32 Oval(91.3)

Average 9.06 6.13

Mesio-Distal Bucco-Ling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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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치아의 근-원심 감소율 평균값은 중절치에서부터 제2소구치까지 순서

대로 7.40, 7.83, 7.38, 8.59 그리고 9.06% 였다. 

 

Fig. 9Fig. 9Fig. 9Fig. 9. . . . Mesio-Distal decreasing rate of Mn. teeth(%)  

 

 

각 치아의 협-설 감소율 평균값은 중절치에서부터 제 2 소구치까지 

순서대로 3.14, 1.45, 1.85, 4.65 그리고 6.13% 였다. 

 

Fig. 10Fig. 10Fig. 10Fig. 10. Bucco-Lingual decreasing rate of Mn. teeth(%)  

** Significantly high decreasing rate among teeth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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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율의 치아별, 방향별 통계분석에서는(Table 3), 각 치아의 

백악-법랑 경계 하위 수준별 측정값 간 통계적 유의차를 보았으며  

(p<0.05), 같은 악궁, 같은 방향의 감소율 간 통계적 유의차가 

존재하는지를 관찰하였다(p<0.0001).  

 각 치아의 백악-법랑 경계 하위 수준별 측정값 간 유의차 검사에서는 

(Table 3, Fig. 13), 상악 중절치의 근-원심, 상악 측절치, 견치, 

제 1소구치의 협-설 감소율에서 불규칙한 감소율을 나타내었고 (p<0.05), 

하악 제 2 소구치의 근-원심, 하악 중절치, 견치, 제 1,2 소구치의 협-설 

감소율에서 불규칙한 감소율을 나타내었다(p<0.05). 

 같은 악궁, 같은 방향의 감소율 간 분석에서는(Table 3, Fig. 13), 상악 

근-원심 방항에서는 제 1, 2 소구치가, 협-설 방향에서는 중절치가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었고(p<0.0001), 하악 협-설 방향에서는 제 2 소구치가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p<0.0001). 

 같은 치아의 근-원심/협-설 방향 감소율 간 분석에서는(Table 3), 상악 

중절치 만이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며(p=0.3722), 다른 상하악 

치아의 경우에는 모두 근-원 방향의 감소율이 더 컸다(p<0.05).  

  

 모든 치아별, 수준별 백악-법랑 경계 하방의 치근 단면의 형태는 

다양하였으며(p<0.0001), 유일하게 협-설 방향으로 큰 감소율을 보인 

상악 중절치 에서는 백악-법랑 경계 하위 2 mm 수준에서부터 상부의 

삼각형 모양이 아닌 타원형의 형태가 우세하였다(Fig. 11). 또한 상악 

제 1 소구치에서는 높은 치근 폭경의 감소율(13.85%)과 함께, 불규칙한 

모양이 백악-법랑 경계 하위 2 mm 수준에서부터 많이 관찰되었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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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Table 3Table 3Table 3.... Statistical analysis  

Tooth
Types

Average
Decreasing

Rate(%)

Between
Tooth

Levels(=p)

Average
Decreasing

Rate(%)

Between
Tooth

Levels(=p)

Between
M-D/B-L

Directions(=p)

Average
Decreasing

Rate(%)

Between
Tooth

Levels(=p)

Average
Decreasing

Rate(%)

Between
Tooth

Levels(=p)

Between
M-D/B-L

Directions(=p)

 Cetral I. 7.42 0.0177*   7.87** 0.1428   0.3722† 7.40 0.1843 3.14 0.0148* <0.0001
   Lateral I. 6.89 0.0819 4.33 0.0213* <0.0001 7.83 0.0837 1.45 0.1654 <0.0001

Canine 5.68 0.3993 3.90 0.0017* <0.0001 7.38 0.742 1.85 0.0004* <0.0001
1st Premolar   13.85** 0.542 4.20 <.0001* <0.0001 8.59 0.0545 4.65 0.0028* <0.0001
2nd Premolar   12.30** 0.7738 5.14 0.2878 <0.0001 9.06 0.0187*    6.13** 0.0432* <0.0001

Between
 Teeth(=p) <0.0001 <0.0001 <0.0001 <0.0001

Mx. Mn.
M-D B-L M-D B-L

    
*  Uneven decreasing rate in each tooth (p<0.05)  

** Significantly high decreasing rate among teeth (p<0.0001)    

† Only Mx. central incisor showed high B-L decreasing rate 

    

 

 

Fig. Fig. Fig. Fig. 11111111.... M-D and B-L decreasing rate and dominant shapes  

Outlined graphs. Uneven decreasing rate in each tooth (p<0.05)  

** Significantly high decreasing rate among teeth (p<0.0001)    

† Only Mx. central incisor showed high B-L decreasing rate 

C(circle)/  O(Oval)/ T(Triangle)/ S(Square)/  I(Ir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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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간 거리 증가의 평가는, 백악-법랑 경계에서의 치아간 거리를 

기준으로, 그 하위 수준의 치아간 거리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표 4.). 

상악에서(Fig. 12) 양측 중절치 사이,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 그리고 

측절치와 견치 사이의 거리 각각 백악-법랑 경계 기준 137%, 125% 

그리고 149% 의 거리를 백악-법랑 경계 하방 4mm에서 보였다.  

하악에서는(Fig. 13) 양측 중절치 사이,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 그리고 

측절치와 견치 사이의 거리 각각 백악-법랑 경계 기준 132%, 125% 

그리고 139% 의 거리를 백악-법랑 경계 하방 4mm에서 보였다. 

상하악 모두 측절치와 견치 사이, 양측 중절치 사이 그리고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의 순서로 치아간 거리의 증가가 컸다.  

 

Table 4Table 4Table 4Table 4.... Inter-dental distance and relative distance among Mx. and Mn. 

anterior teeth 

1-1 1-2 2-3

Below
CEJ
Level
(mm)

Inter-Central
 Incisors

distance+SD
(mm)
(n=40)

Relative
Distance
(%)

Central-Lateral
Incisor

distance+SD
(mm)
(n=80)

Relative
Distance
(%)

Lateral Incisor
-Canine

distance+SD
(mm)
(n=80)

Relative
Distance
(%)

Mx. 0 2.02+0.51 100 1.76+0.50 100 2.02+0.59 100
1 2.10+0.56 105 1.83+0.47 106 2.17+0.64 109
2 2.21+0.65 111 1.93+0.51 112 2.42+0.68 122
3 2.43+0.73 122 2.07+0.55 120 2.70+0.77 138
4 2.70+0.83 137 2.17+0.64 125 2.90+0.81 149

Mn. 0 1.44+0.55 100 1.40+0.42 100 1.57+0.47 100
1 1.50+0.56 104 1.45+0.37 105 1.65+0.48 107
2 1.62+0.50 112 1.54+0.37 113 1.83+0.44 119
3 1.77+0.65 123 1.59+0.36 118 2.01+0.49 131
4 1.92+0.63 132 1.68+0.44 125 2.12+0.54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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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양측 중절치 사이 거리에서부터 차례대로 137, 125 그리고 

149%의 백악-법랑 경계 대비 값을 보였다. 

 

Fig. 12Fig. 12Fig. 12Fig. 12.... Relative inter-dental distance of Mx. anterior teeth 

 

하악 양측 중절치 사이 거리에서부터 차례대로 132, 125 그리고 

139%의 백악-법랑 경계 대비 값을 보였다. 

 

Fig. 13Fig. 13Fig. 13Fig. 13. Relative inter-dental distance of Mn. anterior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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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동일한 경사도를 가진다는 가정하에(Fig. 7) 백악-법랑 경계 하방 

4 mm 의 치아간 거리를 구한 값(유추값 : Calculated Data)과 실재 

측정값(실재값 : Real Data) 과의 비교에서는(Table 5), 상악 중절치의 

유추값이 실재값과 가장 가까웠으며, 상하악 모두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의 

치아간 거리가 유추값과 비교하여 작은 실재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치아간 거리 증가율의 결과에서와 같은 값을 나타내었다.  

Table 5Table 5Table 5Table 5.... Calculated Data(a), Real Data(b) and their ratio(b/a) 

Mx. Calculated Data(a) 2.74 2.86 3.10
 Real Data(b) 2.70 2.17 2.90

Relative Distance(%) 137 125 149

Mn. Calculated Data(a) 2.30 2.47 2.68

Real Data(b) 1.92 1.68 2.12

Relative Distance(%) 132 125 139

83.42 67.86 79.07

b/a(%)

Inter-Central Inciors
Distance
(n=40)

Central-Lateral
Incisor Distance

(n=80)

Lateral Incisor-Canine
Distance
(n=80)

b/a(%)

98.87 75.93 93.70

Relative Distances(%) are shown in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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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고고고고찰찰찰찰    

    

이번 연구는 외상 등의 이유로 치관 길이 연장술이 필요할 경우, 

감소되는 치근의 폭경이 최종 수복물에 있어서 심미적,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측해 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치근의 폭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Durham 등(2004)은
 
치근 정출술 

시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로 치은 하방 치경부 치근 

형태를 분석하였다. 정출될 부분(zone of eruption)의 치근 형태에 따라, 

넓은 형태의 치근은 정출술 시행에 유리한 것으로, 그리고 경사진(혹은 

좁은) 형태의 치근은 정출술 시행에 불리한 것으로 서술하여, 경사진 

치근의 최종 수복물이 갖게되는 협소한 emergence profile 의 비심미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또한 김 등(2007)은 치아형태학에서 치아 치경부의 

근-원심 및 협-설 폭경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상하악 전치 및 소구치부의 백악법랑 경계 하방 4 mm까지의 치근 폭경의 

감소 양상을 매 1 mm 수준별로 관찰하였기 때문에, 치근 형태의 점진적 

변화 정도를 관찰할 수 있는 차이를 갖는다.  

각 치아의 백악-법랑 경계 하방으로의 근-원심 및 협-설 감소 정도는, 

치근 폭경의 평균 1 mm 당 평균 감소율(%) 및 이에 따르는 잔존 치근의 

상대적 폭경을 통해 관찰하였다(Table 1, 2). 

상악에서는 제 1 소구치, 제 2 소구치, 중절치, 측절치 그리고 견치의 

순서로 근-원심 치근폭경의 수준별 감소정도가 컸으며(Fig. 9),  

하악에서는 제 2소구치, 제 1소구치, 측절치, 중절치 그리고 견치의 견치의 

순서로 근-원심 치근폭경의 수준별 감소 정도가 컸다(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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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악 모두 근-원심 치근 폭경의 감소 정도는 소구치부가 전치부 보다 

크므로, 비록 심미적 중요성은 덜 강조되지만, 소구치부의 치근 정출술 

시행이 더욱 불리함을 알 수 있었다.  

전산화 단층 촬영을 이용한 이번 연구의 의의는, 통상의 치과 진료시 

이용되는 방사선 사진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협-설 치근 폭경 감소의 

평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잔존 치근 폭경의 비율을 통해 본 감소 

정도에서 상악 중절치만이 협-설 에서 근-원심 보다 큰 치근 폭경의 

감소 정도를 보였다. 또한 상악 중절치의 협-설 치근폭경은, 상악 치아들 

중 가장 큰 감소 정도를 보였다(Table 1). 그러므로 상악 중절치의 치근 

정출술 시행에 있어서는, 심미적 중요성과 함께 협-설 치근 폭경의 

변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하악 모두 협-설 

방향에서 유의차 있는 치아 수준간 감소율을 많이 보였지만(Table 3), 

상악 중절치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들은 근-원심 방향의 감소율이 협-설 

방향보다  크므로, 통상적인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근-원심 방향의 치근 

형태의 분석을 통한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고려대상인 치근 단면의 형태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악궁 내 2 개의 치아가 접촉할 때 치아의 인접면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을 치간공극(embrasure)라고 하며, 이 공간은 접촉점(contact 

point)에서 교합측이나 치경측, 협측이나 설측으로 열려 있다. 이러한 

치간공극의 형태는 치아 주위조직의 자극과 보호에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며, 특히 절치의 경우 치간공극의 형태는 치열의 심미적 기능에 

중요하다(Kim et al., 2007). 이에 정출술 시행 후 최종 보철 수복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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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인 치관 형태의 재현에 있어 치근 단면의 형태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치근 단면 형태에 대한 선행 연구로, 김 등(2007)은
 
치아형태학에서 

치근 단면의 형태를 치경부 그리고 치근 중앙부에서 관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치아의 모양을 크게 원형,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불규칙으로 구분하여(Fig. 6), 백악-법랑 경계 수준부터 매 1 mm 

수준으로 그 모양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상악의 치아들 에서는(Table 1, Fig. 13), 중절치는 삼각형의 모양에서 

백악-법랑 경계 하방 2 mm 에서 타원형의 형태가 우세했다. 측절치는 

사각형의 형태에서, 백악-법랑 경계 하방 1 mm 하위 수준으로는 

타원형의 형태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견치는 모든 수준에서 삼각형의 

형태가 많이 관찰되었다. 제 1 소구치는 타원형의 형태가 하위 1 mm 

수준까지 많이 관찰된 뒤, 이후에는 불규칙 형태가 많이 관찰되었으며, 

제 2 소구치의 경우에는 모든 수준에서 타원형의 형태가 많은 수로 

관찰되었다.  

하악 치아들 에서는(Table 2, Fig. 13), 중절치, 측절치 모두 백악-법랑 

경계에서는 사각형의 형태가 많이 관찰되었고, 이후 하위 모든 수준에서 

타원형이 많이 관찰되었다. 견치는 타원형의 형태가 하위 3 mm 수준까지 

많이 관찰된 뒤 다시 4 mm 수준에서는 삼각형의 형태가 많이 관찰되었다. 

하악의 경우에는 제 1,2 소구치 모두 타원형의 형태가 모든 수준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치근 단면 형태의 평가에서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치근 단면의 형태가 

단순한 치아별 차이 뿐만이 아닌, 백악-법랑 경계에서 치근단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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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수록 일정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상악 

중절치는 절단면 상에서 보았을 때 삼각형 형태의 치관 외형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상악 중절치간 치간공극의 형태는  설측이 순측 보다 넓다. 

이번 연구에 의하면, 상악 중절치의 백악-법랑 경계 하방 2 mm 의 치근 

정출술 시행을 가정해 보았을 때, 치근 단면의 형태는 삼각형에서 

타원형의 형태로 변하므로 정상적인 치관 형태의 재현을 위해서는 순측의 

보철물이 두꺼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상악 중절치의 치근 정출술의 경우, 

순측 으로의 경사 조절이 고려 되어질 수 있다. 또한 상악 제 1 소구치의 

경우와 같이 불규칙 모양이 많이 관찰된 경우는, 치관 연장술 후 이어지는 

보철물 변연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므로, 치아 주위 조직의 정출을 

동반하는 교정적 정출술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양의 다양성 및 다변성을 염두에 두어, 치근 단면의 형태는 

치근 폭경의 감소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향후 이어질 치료의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백악-법랑 경계 하방으로의 

치근 단면 모양의 변화가 적을수록 정출술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화로운 전치부 치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치아, 특히 상악 중절치의 크기, 모양 그리고 위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도 치아 주위 조직과의 조화 없이는 그 심미성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치근 폭경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치아간 거리가 클수록 

치아 형태의 재현과 함께, 이와 심미적, 생물학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치주조직으로의 치료는 어려울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치아간 거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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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간 거리는 백악-법랑 경계에서의 치아간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수준에서의 거리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그 거리의 증가를 평가하였다. 

백악-법랑 경계 하방 4 mm 에서의 치아간 거리에서, 상악에서는(Fig.  

13) 측절치-견치 사이(149%), 중절치 사이(137%) 그리고 

중절치-측절치 사이의 거리(125%)의 순서로 수준별 상대적 거리를 

나타내었으며, 하악(Fig. 14)에서도 순서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측절치-견치 사이(139%), 중절치 사이(132%) 그리고 중절치-측절치 

사이(125%)로 나타났다.  

백악-법랑 경계에서의 치아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 하위 수준에서의 

치아간 거리의 상대적 평가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유는 인접 치아간 치근 

폭경의 차이에 따라 그 상대적인 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떄문이다. 즉 

같은 치아간 거리를 보인다 하더라도, 더욱 큰 치근 폭경을 갖는 

인접치아의 인접면 회복이 상대적으로 작은 치근 폭경을 갖는 경우보다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치아간 거리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치근 폭경의 감소 

외에 치아의 경사, 즉 치근의 경사를 들 수 있다. 즉, 모든 치아의 치근은 

원심으로 그 방향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그 정도에 따라 치근 사이의 

거리가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한 언급은 교정학 분야에서 찾을 수 있으며, Andrews (1972)는 

‘The six keys to normal occlusion’에서 상악 중절치의 치관 경사도를 

원심으로 5도 기울어진 것으로 묘사하였다(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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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Fig. 14Fig. 14Fig. 14. . . . 5
o
 distal angulations of Mx. central incisors 

                

또한 McLaughlin 등(2002)은
 
그들의 저서에서 치아의 경사도에 

교정치료의 중요한 참고 사항으로 치아의 경사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으며(Fig. 15), 다음과 같다.   

 

Fig. 15Fig. 15Fig. 15Fig. 15. . . . Mx. and Mn. teeth showing distal an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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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치아의 경사도가 치아간 거리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모든 치아가 같은 경사도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 치근의 

근원심 폭경을 이용하여 백악-법랑 경계 하방 4 mm 에서의 인접 치아간 

거리를 구해 보았다(Fig. 7). 실재 측정된 백악-법랑 경계 하방 4 

mm 에서의 치아간 거리와의 비교에서(Table 5), 상하악 모두 

중절치-측절치 사이에서의 치아간 거리가 유추값과 실재값의 차이가 가장 

컸다. 이는 백악-법랑경계를 기준으로 한 치아간 거리 증가율에서도 

중절치-측절치 사이의 값이 가장 작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비록 이번 연구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추값과 실재값의 차이는 

각 치아의 경사도, 인접 치아간 치근 폭경의 상대적 차이 그리고 악궁 내 

배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선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각 치아 단면의 기준점은 치아의 백악-법랑 경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 axial view 평면에서 각 치아마다 

치경부 수준이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산화 단층 

촬영 상 법랑질이 소실되는 단면을 기준으로 1 mm 씩 총 4 mm 치근단 

하방 수준까지 관찰하였다. 

임상적 치관은 백악-법랑 경계 기준이 아닌, 변연 치은 상방으로의 

노출된 부분을 가리킨다. 변연 치은은 백악-법랑 경계 상방 평균 1.5 

mm~2 mm 에 해당하므로(Lindhe et al., 2008), 실제 임상적 치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1.5 mm~2 mm 하위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백악-법랑 경계의 형태는 치아의 근-원심 방향에서는 치관 

쪽으로 볼록한 반면 협-설 방향에서는 치근 쪽으로 볼록하다. 이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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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법랑질이 소실되는 단면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노출되기 시작하는 근-원심 방향의 치근은 보다 치관 방향에 

위치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하악 전치 및 소구치부의 백악법랑 경계 하방의 치근형태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 또한 상악 전치부 치이간 거리를 측정하여 보다 

예측 가능한 심미적, 생물학적 치료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비록 이번 

연구가 전산화 단층 촬영상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지만, 치아 및 

치주조직에 대한 보다 심미적, 생물학적인 치료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어, 치근의 폭경 및 치근 단면의 형태 그리고 각 치아간 거리 등에 대한 

고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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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결론결론결론결론    

    

1. 상하악 전치 및 소구치부의 백악법랑 경계 하방 4 mm 까지의 치근 

폭경 감소율은 상악 중절치를 제외하고 모두 근-원심 방향에서 

컸다(p<0.05). 그러므로, 협-설 방향에서 각 치아의 불규칙한 치근 폭경 

감소 양상이 많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방사선 사진을 통한 

치근 정출 전 치경부 치근 형태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다. 

 

2. 상악 중절치의 치근단면 형태는 백악-법랑 경계 하방 1 mm 까지는 

순측으로 넓은 삼각형의 형태에서, 2 mm 이하 수준에서는 타원형의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협-설 방향에서의 큰 치근 폭경 

감소율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치간공극을 최소화 하도록 순측으로의 

조절이 고려되어질 수 있다.  

 

3. 상하악 전치 및 소구치부의 백악-법랑 경계 하방 4 mm 까지의 치근 

단면은 매 치아별, 수준별 그 형태가 다양하였으며(p<0.0001), 특히 상악 

제 1 소구치 하방 2 mm 까지 포함될 경우엔, 불규칙한 보철물 변연을 

피하기 위해, 치아 주위 조직을 동반하는 교정적 치근 정출술을 고려할 수 

있다.  

 

4. 상하악 전치부에 있어, 중절치와 측절치 인접면에서의 치관 길이 

연장술의 시행은, 적은 치아간 거리의 증가로 인하여 술 후 인접면의 

심미적 회복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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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Changes of root shapes in zone ofChanges of root shapes in zone ofChanges of root shapes in zone ofChanges of root shapes in zone of extrusion extrusion extrusion extrusion    

 

 

Won Cho Chu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 Jong Lee, D.D.S, M.S.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ervical-root area for 

esthetic considerations after root extrusions.  The root which more 

tends to decrease in their width apical-wardly, might have more 

problems after root extrusion, esthetically. To determine tapers, 

shapes and relations of the anterior and premolar roots, their diameters, 

shapes and inter-dental distances were measured  and  evaluated. 

There were 74 patients (each 40 maxillary and mandibular images), 

who had undergone a CT examination at the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at the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in 

Korea, from June 2006 to July 2007, enroll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included 21 men and 19 women of maxilla and 23 men and 17 

women of mandible, whose ages ranged from 19 to 60 years average 

age of 36.8 years. Those patients with tooth missing, root re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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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acts by prostheses and having other disturbing factors for 

evaluation were excluded. On the images of each 1mm level, measures 

were done by PiViewSTAR (COPYRIGHT(C)  2004 

INFINITT.CO.,LTD) program  up to 1/100  mm.  

 Levels of which the enamel started to disappear were regarded as 

CEJ(cement-enamel junction) and  4 mm below the level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Each mesio-distal(M-D) and 

bucco-lingual(B-L) root diameters were measured and the root 

shapes of each level were classified(circle,  oval, triangle, square and 

irregular) in anterior teeth and premolars. The inter-dental distances 

of anterior teeth were measured as same as above.  

 Statistical analysis of repeated measures ANOVA, one-way 

ANOVA, independent t-test and Chi-square  test were  performed 

using SAS 9.1 version(SAS  Inc. North Carolina)  for  decreasing 

rates in each tooth,  tooth types(in same arch and direction), MD/BL 

directions and  shapes  in each tooth for every level. 

 

Among Mx. teeth in M-D direction, Mx. premolars showed high M-D 

decreasing rates and central incisor showed high B-L decreasing rate. 

Between Mn. teeth second premolar showed high decreasing rate.  

Only Mx. central incisor had higher B-L decreasing rate. By all tooth 

types and levels below CEJ, showed various cross sectional root shapes 

and Mx. first premolar showed irregular dominant from 2 mm below CEJ. 

In inter-dental distances among upper and lower anterior tee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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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between central incisor and lateral incisor showed the least 

relative inter-dental distance(125%).      

 

 

 

 

 

 

 

 

 

 

 

 

 

 

 

 

 

 

                                                                      

Key WordsKey WordsKey WordsKey Words : Root diameter, root shape, emergence profile, 

root extrusion, inter-dent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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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Table 6Table 6Table 6Table 6   Cross-sectional root shapes of Mx. teeth 

Mx.
Shapes 0 1 2 3 4

Central Circle 5 7.5 17.5 37.5 41.25
Incisor Oval 30 37.5 50* 42.5* 42.5*

Triangle 60* 52.5* 32.5 20 16.25
Square 5 2.5 0 0 0
Irregular 0 0 0 0 0

Lateral Circle 11.25 12.5 15 15 16.25
Incisor Oval 26.25 52.5* 68.75* 75*  73.75*

Triangle 23.75 17.5 3.75 1.25 1.25
Square  31.25* 10 2.5 1.25 1.25
Irregular 8.75 7.5 10 7.5 7.5

Canine Circle 1.25 0 1.25 1.25 1.25
Oval 17.5 17.5 22.5 26.25 26.25

Triangle 78.75* 78.75* 75* 66.25* 66.25*
Square 0 0 0 0 0
Irregular 2.5 3.75 1.25 6.25 6.25

First Circle 0 0 0 0 0
Premolar Oval 77.5* 71.25* 40 18.75 15

Triangle 2.5 2.5 1.25 1.25 1.25
Square 3.75 0 0 0 0
Irregular 16.25 26.25 58.75* 80* 83.75*

Second Circle 0 0 0 0 0
Premolar Oval 95* 95* 88.75* 77.5* 57.5*

Triangle 0 0 0 0 0
Square 1.25 1.25 1.25 0 1.25
Irregular 3.75 3.75 10 22.5 41.25

Below CEJ Level (mm)

 
Incidence were shown by percentage (%) and dominant shapes were 

marked (*) at eac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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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7  7  7  7   Cross-sectional root shapes of Mn. teeth 

Mn.
Shapes 0 1 2 3 4

Central Circle 0 0 0 0 0
Incisor Oval 31.25 78.75* 92.5* 97.5* 97.5*

Triangle 22.5 12.5 5 2.5 2.5
Square 46.25* 8.75 2.5 0 0
Irregular 0 0 0 0 0

Lateral Circle 0 0 0 0 0
Incisor Oval 33.75 81.25* 95* 96.25* 96.25*

Triangle 26.25 11.25 2.5 1.25 1.25
Square 40* 7.5 2.5 0 0
Irregular 0 0 0 2.5 2.5

Canine Circle 0 0 0 0 0
Oval 50* 61.25* 67.5* 70* 23.75

Triangle 43.75 35 27.5 23.75 68.75*
Square 5 2.5 0 0 0

0 1 2 3 4
First Circle 0 0 0 0 0

Premolar Oval 85* 81.25* 77.5* 75* 75*
Triangle 15 17.5 20 22.5 20
Square 0 0 0 0 0

0 1 2 3 4
Second Circle 0 1.25 1.25 1.25 2.5
Premolar Oval 85* 95* 93.75* 92.5* 91.25*

Triangle 3.75 2.5 3.75 2.5 2.5
Square 0 0 0 0 0
Irregular 1.25 1.25 1.25 3.75 3.75

Below CEJ Level (mm)

    
Incidence were shown by percentage (%) and dominant shapes were 

marked (*) at eac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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