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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교정치료 후 상, 하악 중절치 사이의 치간공극 발생 

 

치간공극의 발생은 나이, 치아주위조직의 반응, 치아형태, contact point 의 위치 

등 교정치료 전, 후의 원인요소들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교정적 치아이동의 

양상에 따른 비교나 서양인과 다른 gingival biotype 을 가진 한국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인에서의 치간공극 발병율을 알아보고, 치아 

이동양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요소들의 기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발생군과 비발생군간의 원인요소들의 차이, 발생군 내에서의 심도에 따른 

원인요소들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2006 년 1 월 이후에 내원하여 2011 년 3 월 이전에 교정치료를 마친 사람 중 총 

100 명(남 : 29 명, 여 : 71 명)이 선정되었으며, 연구대상의 평균 나이는 

24.7(±7.6)세, 평균 치료기간은 23.6(±10.7)개월이었다 정면 구강내 사진에서 관찰된 

치간공극을 Jemt index 를 이용하여 분류하여 치간공극 발생율을 구하였으며,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진단 석고 모형,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교정치료 중에 

나타나는 치아 이동 양상 및 여러 가지 원인 요소들이 치간공극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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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에서 상악 중절치 사이에서는 22% 하악 중절치 

사이에서는 36%의 치간공극이 발생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 > 

0.05).  

2. 상악 중절치 사이의 치간공극의 발생군과 비발생군간의 비교에서 절단연의 

후방 이동양, 교정치료 후 치조골정에서 치간 접촉점까지의 거리, 교정치료 

전의 인접 중절치 근심면의 전후방적인 거리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3. 하악 중절치 사이의 치간공극의 발생군과 비발생군간의 비교에서 IMPA의 변

화량, 하악 중절치 절단연의 치근단 방향으로의 이동양, 치간 접촉점에서 치

조골정까지의 교정치료 전, 후의 거리와 그 변화량, 그리고 치아의 형태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4. 하악 중절치 사이 치간 공극 발생군내 심도에 따른 비교에서 치간공극의 발

생이 더 심한 군에서 하악 중절치의 intrusion의 양이 통계학적으로 더 많은 

양 관찰되었다(p < 0.05). 

5. 치간공극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치아의 이동과 연관된 요소는 상악 중절치 

절단연의 후방 이동양과 교정치료 전 상악 중절치 간의 전후방 거리차이다(p 

< 0.05). 다른 치아이동양상은 치간공극의 발생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p > 0.05). 

6. 교정치료 후 치조골정에서 치간 접촉점까지의 거리가 상, 하악 중절치 사이의 

치간공극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핵심되는 말 : 치간공극, open gingival embrasure space, black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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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후 상, 하악 중절치 사이의 치간공극 발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 경 호 교수)  

 

안 상 수 

 

 

Ⅰ. 서 론  

 

교정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치아의 마모나 착색, 치은연의 좌우 비대칭과 

같은 부작용은 성인의 교정치료에 있어 흔히 일어나는 심미적인 문제점이다.  그 중 

black triangle 이라고 불리우는 치간공극(open gingival embrasure space)은 

심미적인 문제점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를 어렵게 하여 치아주위조직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Kurth and Kokich, 2001). 이러한 치간공극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치간 인접면 삭제(stripping)나 인접한 두 치아 장축의 각도를 변화시켜 

주는 방법 등이 있으나(Burke et al., 1994), 먼저 치간공극의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워 교정치료 중에 

치간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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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ich 등,(2001)은 교정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38%에서, Burke 등 ,(1994)은 

41.9%에서 상악중절치 사이에 치간공극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Kasai 등,(2003)에 

의한 연구에서는 전체 실험군의 43.7% 에서 치간공극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는 치간공극의 원인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Burke 등,(1994)은 총생을 가진 중절치가 배열되는 과정에서 치아 사이의 치은 

섬유가 신장되면서 치아 사이의 치은첨의 높이가 낮아져 발병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치료기간, 치아 사이의 치은섬유 뿐만 아니라 치아주위 

조직의 반응, 치아 형태, 인접 치근간의 각도, 치간 접촉점의 높이, 치료전의 총생의 

양, 나이 등의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치간공극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urth and Kokich, 2001). 

이런 원인 요소 이외에도 교정 치료로 인한 치아의 이동량도 치간공극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Kozai 등,(2009)과 Tennant 등,(2007)은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치료 전, 후의 석고모형에서의 치아 이동 양상만을 고려하거나,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2 차원적인 움직임만 고려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서양인에 대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gingival biotype 이 다른 

한국인에서의 치간공극의 발생과 교정치료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교정치료 이후 발생하는 치간공극의 발병율을 알아보고, 

치간공극 발생의 여러 원인요소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교정치료 중에 

일어나는 치아의 이동 양상을 여러 방향으로 계측하여 치아의 이동 양상이 치간 공극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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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에서 고정식 교정장치로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 중 2006 년 1 월 이후에 내원하여 2011 년 3 월 이전에 교정치료를 마무리 

하였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 상하악 고정식 교정장치를 사용하여 교정치료를 완료한 성인환자 

2. 치료전 상, 하악 중절치 사이에 치간공극이 존재하지 않는 환자  

3. 상, 하악 중절치 사이에 보철물이나 수복물이 없는 환자 

4. 정면 구강내 사진에서 중절치 사이에 타액 등의 이물질이 없으며, 정면에서 

찍어 왜곡이 없는 사진이 있는 환자 

5. 치료 전, 후의 치근단 방사선 사진,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석고진단모형이 

모두 있는 환자 

6. 교정치료 전에 임상적, 방사선학적 치주질환이 없으며, 구강 내 위생교육을 

받아 교정치료 중 위생관리를 잘 하였고, 내원 시 꾸준한 치주관리를 받은 환자 

7. 교정 치료 중 두 중절치 사이에 치간 삭제(stripping)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 

총 100 명(남 : 29 명, 여 : 71 명)이 선정되었으며, 평균나이는 24.7(±7.6)세, 평균 

치료기간은 23.6(±10.7)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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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1. 정면 구강 내 사진 촬영과 Jemt index 의 활용 

 

환자의 교정치료 전과 교정치료 종료 1 주일 후의 정면 구강내 사진,을 이용하여 

상, 하악 중절치 사이의 치간공극의 정도를 평가하였다(Uribe et al., 2011). 

치간공극의 정도를 Jemt index(Jemt, 1997)을 이용하여 4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Fig 1). 치관의 순측 치은변연 중 가장 치근단쪽에 위치한 점에 대한 

접선을 기준선으로 하고, 이 기준선에 평행하면서 치간 접촉점을 지나는 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간 접촉점 중 가장 치근단 쪽에 위치한 점을 

치간 접촉점으로 정의하였다. 이 거리의 이등분선을 그어 총 4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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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Jemt index(Jemt, 1997) : The index was based on the measurement of a 

reference line through the highest curvature of the crown on the buccal side. The 

distance from this line to the contact point of the teeth and the height of the 

papilla were assessed 

Jemt Index score 0, No papilla is present above the reference line; Jemt Index 

score 1, the papilla fills up the less than half of the distance from the reference 

line to interproximal contact point; Jemt index score 2, the papilla fills up the half 

or more of the distance from the reference line to interproximal contact point, but 

does not extend all the way up to the contact point between the teeth; Jemt index 

score 3, the papilla fills up the entire proximal space and is in good harmony with 

the adjacent papilla. 

 

 

 Jemt index score 0 = 치관의 순측 치은변연 중 가장 치근단쪽에 위치한 

점에 대한 접선(기준선)보다 하방까지 치은의 퇴축이 발생하여 

CEJ(cementoenamel junction)까지 노출된 상태.  

 Jemt index score 1 = 치은첨이 기준선과 치간 접촉점 사이 거리의 절반 

이하까지 내려가 있으나, CEJ 는 노출되지 않은 상태. 

 Jemt index score 2 = 치은첨이 기준선과 치간 접촉점 사이 거리의 절반 

이상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치아 사이 공간이 치은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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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mt index score 3  = 인접 치아 사이 공간이 치은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 

 

Jemt index score 3 은 치간공극 비발생군, Jemt score 0,1,2 는 치간공극의 

발생군으로 정의하였다. Jemt index score 0,1,2 는 치간공극의 심도를 나타내며, Jemt 

index score 가 작아질수록 치간공극의 정도는 더 심해짐을 나타낸다. 

 

2. 방사선 사진 계측 항목 

 

1)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치아 이동양을 교정 치료 전,후의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의 중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상악 중절치는 SN (Sella-Nasion) plane 에 대한 수직, 수평 방향으로의 

절단연의 이동양을 측정하고, U1 to SN 의 각도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하악 중절치는 

Mandibular plane 에 대하여 수직, 수평 방향으로의 절단연의 이동양을 측정하였으며, 

IMPA (Incisor mandibular plane angle)의 각도 변화량을 측정하였다(Fig 2). 상, 

하악에서 모두 extrusion 방향을 (+), intrusion 방향을 (-), labioversion 방향을 (+), 

linguoversion 방향을 (-)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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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Superimposition showing the measurement of the horizontal and vertical 

movements of incisal edge and the changes of tooth inclination during treatment 

relative to either SN (Sella-Nasion) plane or Mandibular plane. U1, Upper incisal 

edge; L1, lower incisal edge; -, direction of negative measurement; ΔU1 to SN, 

change of upper central incisor inclination during treatment relative to SN plane; 

ΔIMPA, change of lower central incisor inclination during treatment relative to 

mandibular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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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근단 방사선 사진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다음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두 중절치 사이 치간 

접촉점에서 중절치 사이의 치조골정(alveolar bone crest)까지의 교정치료 전, 후의 

거리와 변화량, 두 중절치의 근심측 CEJ 간의 거리, 교정치료 후 두 중절치의 장축이 

이루는 각도, 치아형태의 비율 (crown ratio : 치간 접촉점에서 치아 장축까지의 

최단거리를 CEJ 에서 치아 장축까지의 최단거리로 나눈 값으로 좌측 중절치에 대해 

측정함)을 계측하였다(Fig 3)(Taylor, 1969). 치조골정은 두 인접치의 PDL 

(periodontal ligament) space 의 폭경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최상방점으로 

정의하였고(Nelson and Artun, 1997),
 
두 중절치의 장축이 이루는 각도는 치근단 

쪽으로 수렴되는 것을 양의 값(+)으로 정의하였다(Kurth and Kokich, 2001). 치근단 

방사선 사진 촬영 시 필름에 지름 4 mm 의 금속구슬을 위치시켜 확대율을 

조정하였으며, Image J program 1.43u (Wayne Rasband,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을 이용하여 길이와 각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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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iapical radiographic measurements. CEJ, Cementoenamel junction; ABC, 

alveolar bone crest; CP, interproximal contact point; a, perpendicular distance of 

mesial interproximal contact point to the long axis of the tooth; b, perpendicular 

distance of mesial CEJ to the long axis of the tooth. 

 

 

3. 진단 석고 모형 계측 항목 

  

교정치료 전, 후의 석고 모형의 교합면 사진을 찍어 다음 항목의 교정치료 동안의 

변화량을 Image J program 1.43u (Wayne Rasband,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으로 측정하였다. 상악은 midpalatal raphe를 기준선으로 하여 기준선에 평행, 

수직 방향으로 두 중절치 근심면 기준점 사이 거리를 측정하였다. 하악은 제 1 대구치 

원심면을 이은 선을 수직이등분하는 선을 기준선으로 하여 기준선에 평행, 수직인 

방향으로 두 중절치 근심면 기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Fig 4)(Kurth and Kokich, 

2001). 중절치 근심면 기준점은 안쪽입술쪽절단쪽 점각 (mesiolabialincis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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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로 정의하였다. 치아가 배열되는 동안의 중절치 사이의 각도 변화량은 치료 

후의 인접 중절치가 이루는 각도에서 치료 전 각도를 빼서 구하였다(Fig 5)(Kurth 

and Kokich, 2001). 

 

 

 

 
 

 
 

Fig.4. Measurements of central incisor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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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Change of angulation formed by central incisors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다. 통계 분석  

 

SAS (version 9.1.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다. 유의수준 

0.05 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검정하였다. 

 

1. 계측치의 오차 검정 

 

10 명의 환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모든 계측 항목의 계측치를 2 주 간격으로 재 

측정하였다. 두 계측치를 paired t-test 하여 계측치의 오차를 검정하였다. 계측자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2 명의 교정과의사, 2 명의 치주과의사가 Jemt index 를 

측정하고 Kappa 통계로 일치도를 알아보았다.  

 

2. 발생 비율  

 

Jemt index 로 분류한 치간공극의 발생율을 조사하였으며, 남녀의 발생율의 

차이를 independent t-test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Pre-treatment 

 

Pos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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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간공극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비교 

 

나이 및 치료기간,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의 중첩을 통해 계측된 상, 하악 

중절치에서 측정된 값, 진단 석고 모형을 통해 측정된 값,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서 

측정된 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independent t-test 를 통하여 

발생군(Jemt index 0,1,2)과 비발생군(Jemt index 3)간의 비교를 시행하였다.  

 

4. 치간공극 발생군내 심도에 따른 비교 

 

치간 공극 발생의 심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Jemt index score 0,1,2 에 

따라 세 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에서 계측된 측정값을 ANOVA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Bonferroni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하였다. 

 

5. 치간공극 발생에 미치는 원인요소 검정 

 

각각의 원인요소들이 치간공극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 하악 

각각의 계측치를 ord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요소들만으로 multiple ord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를 시행하여 치간공극 발생의 주요 원인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Multiple ord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에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Odds 

ratio 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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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가. 측정결과의 오차 검정  

 

10 명의 sample 을 무작위 추출하여 시행한 paired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조사자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kappa statistic 에서 0.88 (p < 

0.001)로 좋은 일치도를 보였다.   

 

 

나. 치간공극의 발생 빈도 

 

교정치료 후 상악 중절치 사이에서는 22%, 하악 중절치 사이에서는 36%의 치간

공극이 발생하였다(Table 1). 상, 하악 모두에서 Jemt index score  0 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악 중절치 사이에는 Jemt index score 1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치간공극의 분포는 Table 2 와 같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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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open gingival embrasure according to Jemt index score 

 

 
Jemt index score N (%) 

Between upper  

central incisors (n=100) 
3 78 (78%) 

 
2 22 (22%) 

 
1 0 (0%) 

 
0 0 (0%) 

Between lower  

central incisors (n=100) 
3 64 (64%) 

 
2 23 (23%) 

 
1 13 (13%) 

 
0 0 (0%) 

 

 

 

 

Table 2. Prevalence of open gingival embrasure according to gender 

 

 Male Female Total 
Sig 

 (n=29) (n=71) (n=100) 

Between upper incisors 7 (24.1%) 15 (21.1%) 22 (22%) NS 

Between lower incisors 9 (31.0%) 27 (38.0%) 36 (36%) NS 

Sig, 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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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 하악 원인요소들의 계측치 

 

상악에서는 Jemt index score 1 은 존재하지 않아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비교 시 

Jemt index score 2 와 Jemt index score 3 을 비교하였다. 하악에서도 발생군(Jemt 

index score 1,2)과 비발생군(Jemt index score 3)을 비교하였으며, 치간공극 발생의 

심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하여 발생군을 Jemt index score 1 과 Jemt index score 

2 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서의 측정값을 independent t-test 를 통해 

비교하였다.  

 

1. 상악 원인요소들의 계측치  

 

상악에서의 계측치는 Table 3 과 같다. 치간공극 발생군(Jemt index score 2)과 

비발생군간의 비교(Jemt index score 3)에서 상악 중절치 절단연의 후방 이동양, 교정 

치료 후 치조골정에서 치간 접촉점까지의 거리, 교정 치료 전의 인접 중절치 근심면 

기준점의 전후방적인 거리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16 

Table 3. Comparisons of non-occurrence group (Jemt index 3) and occurrence 

group (Jemt index 2) of open gingival embrasure between upper central incisors. 

 

  

Measurements 

Non-

occurrence 
Occurrence  

Sig 

(n=78) (n=22) 

Duration (months) 23.10±2.00 28.12±2.31 NS 

Age (years) 23.91±7.30 27.77±8.63 NS 

Δ U1 to SN ( ˚ ) -6.60±9.33 -10.45±9.43 NS 

Horizontal movement of U1 (mm) -2.74±3.70 -4.94±3.80 * 

Vertical movement of U1 (mm) -0.29±1.66 -0.80±1.97 NS 

Length of ABC to CP at T1 (mm) 4.67±0.80 5.04±0.91 NS 

Length of ABC to CP at T2 (mm) 5.06±0.79 5.51±0.95 * 

Δ Length of ABC to CP (mm) -0.39±0.61 -0.47±0.84 NS 

Right CEJ-Left CEJ length at T2 (mm) 1.60±0.49 1.70±0.40 NS 

Root angulation at T2 ( ˚ ) -2.21±6.12 -3.55±6.03 NS 

Crown ratio 1.24±0.12 1.28±0.10 NS 

Crowding 

A-P overlapped (mm) 0.55±0.66 0.91±0.71 * 

Transverse overlapped(mm) 0.21±0.09 0.21±0.78 NS 

Rotation ( ˚ ) 8.43±6.00 9.23±8.53 NS 

*,p < 0.05; Sig,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U1, upper incisal edge; SN, 

Sella-Nasion; ABC, alveolar bone crest; CP, contact point;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CEJ, cementoenamel junction; Crown ratio, the ratio of the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mesial CEJ and the mesial interproximal contact 

point to the long axis of the tooth; A-P, anterio-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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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악 원인요소들의 계측치 

 

하악에서의 계측치는 Table 4 와 같다. 치간공극의 발생군(Jemt index score 1 

and 2)과 비발생군(Jemt index score 3) 간의 비교에서 IMPA 의 변화량, 하악 중절치 

절단연의 치근단 방향으로의 이동양, 치간 접촉점에서 치조골정까지의 교정치료 전, 

후의 거리와 그 변화량, 그리고 치아의 형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치간공극 발생군에서 Jemt index score 에 따른 치간공극 심도에 따라 계측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Jemt index score 1 을 보인 집단이 Jemt index 

score 2 를 보인 집단에 비해 하악 중절치 절단연의 치근단 방향으로의 이동량이 

통계학적으로 크게 나타났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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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s of non-occurrence group (Jemt index 3) and occurrence 

group (Jemt index 1, 2) of open gingival embrasure between lower central incisors. 

 

  

Measurements 

Non-

occurrence 
Occurrence  

 

Sig 

(n=64) (n=36) 

Duration (months) 24.67±3.51 24.10±1.41  NS 

Age (years) 23.97±6.04 26.17±10.07 NS 

Δ IMPA ( ˚ ) -2.21±6.29 -6.75±6.43 * 

Horizontal movement of L1 (mm) -2.18±3.60 -3.51±3.11 NS 

Vertical movement of L1 (mm) -0.37±2.66 -1.66±1.84 * 

Length of ABC to CP at T1 (mm) 4.42±0.63 4.90±0.87 * 

Length of ABC to CP at T2 (mm) 4.97±0.53 5.85±1.05 * 

Δ Length of ABC to CP (mm) -0.56±0.49 -0.95±1.03 * 

Right CEJ-Left CEJ length at T2 (mm) 1.45±0.36 1.59±0.43 NS 

Root angulation at T2 ( ˚ ) -2.26±4.63 -2.71±5.19 NS 

Crown ratio 1.25±0.14 1.33±0.09 * 

Crowding 

A-P overlapped (mm) 0.30±0.58 0.31±0.50 NS 

Transverse overlapped (mm) 0.38±0.43 0.63±0.88 NS 

Rotation ( ˚ ) 10.96±4.97 10.25±7.47 NS 

*, p < 0.05; Sig,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IMPA, incisor mandibular plane 

angle; L1, Lower incisal edge; ABC, alveolar bone crest; CP, contact point;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CEJ, cementoenamel junction; Crown ratio, 

the ratio of the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mesial CEJ and the mesial 

interproximal contact point to the long axis of the tooth; A-P, anterio-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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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s according to severity of open gingival embrasure between 

lower central incisors. 

 

  

Measurements 

Jemt 1  Jemt 2  
 

Sig 

n=13 n=23 

Duration (months) 24.49±4.60 23.15±2.94 NS 

Age (years) 24.96±8.33 26.85±11.04 NS 

Δ IMPA ( ˚ ) -7.28±5.21 -6.45±7.13 NS 

Horizontal movement of L1 (mm) -4.05±3.11 -3.19±3.14 NS 

Vertical movement of L1 (mm) -2.76±0.95 -1.03±1.94 * 

Length of ABC to CP at T1 (mm) 4.93±1.14 4.89±0.69 NS 

Length of ABC to CP at T2 (mm) 6.30±1.16 5.60±0.91 NS 

Δ Length of ABC to CP (mm) -1.37±1.04 -0.72±0.98 NS 

Right CEJ-Left CEJ length at T2 (mm) 1.75±0.53 1.49±0.34 NS 

Root angulation at T2 ( ˚ ) -2.76±4.68 -2.69±5.55 NS 

Crown ratio 1.34±0.08 1.32±0.09 NS 

 
A-P overlapped (mm) 0.29±0.51 0.31±0.50 NS 

Crowding Transverse overlapped (mm) 0.87±1.00 0.49±0.74 NS 

 
Rotation ( ˚ ) 10.00±7.73 10.36±7.49 

NS 

*,p < 0.05; Sig,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IMPA, incisor mandibular plane 

angle; L1, lower incisal edge; ABC, alveolar bone crest; CP, contact point;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CEJ, cementoenamel junction; Crown ratio, 

the ratio of the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mesial CEJ and the mesial 

interproximal contact point to the long axis of the tooth; A-P, anterio-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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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 하악 원인요소들의 회귀분석 

 

1. 상악 원인 요소들의 회귀분석 

 

상악의 계측된 값들을 Jemt index score 의 값과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여 Table 

6 의 결과를 얻었다. 나이, 상악 중절치 절단연의 후방 이동양, 교정치료 후 

치조골정에서 치간 접촉점까지의 거리, 인접 중절치 근심면 기준점의 전후방적 

거리차가 상악 중절치 치간공극 발생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원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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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rd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valuate the associations 

between Jemt index in upper central incisors and variables recorded from charts, 

radiographs and casts. 

 

  B  SE Sig 

Duration (months) 0.001  0.001  NS 

Age (years) 0.058  0.029 * 

Δ U1 to SN ( ˚ ) -0.043 0.026 NS 

Horizontal movement of U1 (mm) -0.153 0.066 * 

Vertical movement of U1 (mm) 0.170 0.141 NS 

Length of ABC to CP at T1 (mm) 0.545 0.301 NS 

Length of ABC to CP at T2 (mm) 0.610 0.284 * 

Δ Length of ABC to CP (mm) -0.179 0.353 NS 

Right CEJ-Left CEJ length at T2 (mm) 0.528 0.514 NS 

Root angulation at T2 ( ˚ ) -0.037 0.040 NS 

Crown ratio 3.435 2.089 NS 

Crowding 

A-P overlapped (mm) 0.702 0.334 * 

Transverse overlapped (mm) 0.004 0.248 NS 

  Rotation ( ˚ ) 0.018 0.035 NS 

*, p < 0.05; B, beta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Sig,significance; NS : not 

significant; SN, Sella-Nasion; U1, upper incisal edge; ABC, alveolar bone crest; 

CP, contact point;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CEJ, 

cementoenamel junction; Crown ratio, the ratio of the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mesial CEJ and the mesial interproximal contact point to the long axis 

of the tooth; A-P, anterio-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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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의 계측된 항목 중 단순회귀분석 결과 치간공극의 발생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원인요소 4 가지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7).  

  

Table 7. Multiple ord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finding the main causes 

of open gingival embrasure between upper central incisors. 

 

  B  SE Sig OR 

Age (years) 0.064  0.033 NS 1.066  

Horizontal movement of U1 (mm) -0.169  0.072 * 0.845  

Length of ABC to CP at T2 (mm) 0.693 0.331 * 1.999  

Crowding-A-P overlapped (mm) 0.791 0.397 * 2.206  

*, p < 0.05; B, beta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Sig,significance; OR, Odds 

ratio; NS : not significant; U1, upper incisal edge; ABC, alveolar bone crest; CP, 

contact point; T2, after treatment; A-P, anterio-posterior.  

 
 

다중회귀분석결과 상악 중절치 절단연의 후방 이동양, 교정치료 후 치조골정에서 

치간 접촉점까지의 거리, 인접 중절치 근심면 기준점의 전후방적 거리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원인요소로 관찰되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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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악 원인 요소들의 회귀분석 

 

하악의 계측된 값들을 발생군과 비발생군으로 나누어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치간공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Table 8). IMPA 의 

변화량, 하악 중절치 절단연의 치근단 방향으로의 이동양, 치간 접촉점에서 

치조골정까지의 거리의 교정치료 중 변화량과 교정치료 전의 거리, 치아의 형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원인요소로 관찰되었으며, 교정치료 

이후의 치간 접촉점에서 치조골정까지의 거리가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원인요소로 관찰되었다. 

  



 

24 

Table 8. Ord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valuate the associations 

between Jemt index in lower central incisors and variables recorded from charts, 

radiographs and casts. 

 

 
B  SE   Sig 

Duration (months)  0.001  0.001  NS 

Age (years)  0.036  0.027 NS 

Δ IMPA ( ˚ ) -0.110 0.350 * 

Horizontal movement of L1 (mm) -0.110 0.061 NS 

Vertical movement of L1 (mm) -0.224 0.091 * 

Length of ABC to CP at T1 (mm) 0.883 0.302 * 

Length of ABC to CP at T2 (mm) 1.442  0.354 ** 

Δ Length of ABC to CP (mm) -0.741 0.314 * 

Right CEJ-Left CEJ length at T2 (mm) 0.853  0.549 NS 

Root angulation at T2 ( ˚ ) -0.020  0.043 NS 

Crown ratio 4.886  1.725 * 

Crowding 

A-P overlapped (mm) 0.008  0.380 NS 

Transverse overlapped(mm) 0.591  0.332 NS 

Rotation ( ˚ ) -0.021  0.036 NS 

*, p < 0.05; **, p < 0.001; B, beta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Sig,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IMPA, incisor mandibular plane angle; L1, lower incisal edge; 

ABC, alveolar bone crest; CP, contact point;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CEJ, cementoenamel junction; Crown ratio, the ratio of the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mesial CEJ and the mesial interproximal contact 

point to the long axis of the tooth; A-P, anterio-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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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의 계측된 항목 중 단순회귀분석 결과 치간공극의 발생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원인요소 6 가지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9).  

 

Table 9. Multiple ord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finding the main causes 

of open gingival embrasure between lower central incisors. 

 

  B  SE Sig OR 

Δ IMPA ( ˚ ) -0.073 0.039 NS 0.93 

Vertical movement of L1 (mm) -0.111 0.106 NS 0.89 

Length of ABC to CP at T1 (mm) 0.189 0.410 NS 1.21 

Length of ABC to CP at T2 (mm) 1.133 0.457 * 3.10 

Δ Length of ABC to CP (mm) 0.907 0.610 NS 2.48 

Crown ratio 3.127 1.937 NS 22.81 

*, p < 0.05; B, beta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Sig,significance; OR, Odds 

ratio; NS : not significant; IMPA, incisor mandibular plane angle; L1, lower 

incisal edge; ABC, alveolar bone crest; CP, contact point;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CEJ, cementoenamel junction; Crown ratio, the ratio of the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mesial CEJ and the mesial interproximal contact 

point to the long axis of the tooth. 

 

다중 회귀분석 결과 교정 치료 후 치간 접촉점에서 치조골정 까지의 거리가 

통계학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원인요소로 관찰되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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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치간공극은 교정치료 후에, 특히 성인환자의 교정치료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미적인 부작용이다(Kurth and Kokich, 2001). 본 연구에서는 정면에서 촬영한 

구강내 사진을 Jemt index 를 사용하여 치간공극을 분류하였는데, 촬영각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점과 타액 등의 이물질에 의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화된 방법론이 개발되야 할 것이다.  

Kasai 등 ,(2003)의 연구에서는 치료기간이 치간공극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Ikeda 등,(2004)에 의한 연구에서는 치료기간이 3 년을 넘을 경우 

치간공극이 더 잘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치료기간은 치간공극의 

발생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p > 0.05). 이번 연구의 실험군 

중 교정치료 기간이 가장 길었던 환자의 치료 기간은 4 년 5 개월이었는데, 상악 

중절치 사이에는 치간공극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악 중절치 사이의 Jemt index 는 

2 로 경미한 치간공극의 발생된 정도였다. 치료기간이 가장 짧았던 환자의 치료기간은 

6 개월이었으며, 상악 중절치 사이의 Jemt index 는 2, 하악 중절치 사이에는 

치간공극이 존재하지 않았다. 

Uribe 등,(2011)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치간공극의 발생과 나이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Kasai 등,(Kasai et al., 2003)은 상악 중절치 사이의 치간공극 발생에 

대한 연구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15~20 세의 환자에서 18.4%, 20 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66.7%의 발생율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나이가 치간공극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첫번째 고려사항이라고 하였다. Sheridan 등,(1992)도 나이와 치간공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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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에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Prato 등 ,(2004) 에 의하면 dense connective 

tisse 가 구강상피에 의해 덮여있는 형태인 치은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구강상피의 

각화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두께가 얇아져서 치은의 퇴축이 쉽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나이가 많아지면서 치주질환의 발생이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치간공극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Hugoson and Norderyd, 2008). 이번 연구에서 상악의 

계측치 중 나이가 단순회귀분석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원인요소 중 

하나였지만(p < 0.05), 다른 원인 요소들과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가장 유력한 

원인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번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군의 선정 과정에서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치주질환 환자를 미리 제외하였기 때문에 나이의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교정적 치아이동과 치간공극의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해 Tennant 등 ,(2007)은 

상악 중절치의 순측으로의 이동이 치간공극을 발생시킨다고 하였으며, Kozai 

등,(2009)은 상악 중절치 절단연이 Nasion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치간공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각 연구에서 설정한 하나의 

기준축에 대한 치아 이동 양상만을 고려하거나,(Kozai et al., 2009; Kandasamy et al., 

2007), 비발치 환자군에서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Kandasamy et al., 2007) 교정 치료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치아 이동 양상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의 중첩과 진단 석고 모형에서 길이와 각도 측정을 통해 모든 

방향으로의 치아 이동을 계측하였다.  

치아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상악에서는 중절치 

절단연의 수평 이동양과 인접 중절치 전후방적인 거리차가 치간공극의 발생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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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것으로 조사되었으며(p < 0.05), 하악에서는 IMPA 의 변화량, 하악 중절치 

절단연의 수직방향으로의 이동양이 치간공극발생에 영향을 주었다(p < 0.05). 주요 

원인요소를 찾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치아이동과 관련하여 하악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원인요소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상악에서는 

절단연의 수평방향 이동양과 중절치의 전후방적인 거리 차이가 치간공극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주요 원인요소로 관찰된 상악치아의 수평이동양의 Odds ratio 는 0.845 로 이는 

상악 중절치 절단연이 후방으로 1 mm 더 이동할수록 치간공극의 발생위험도가 

1.18 배 증가한다는 결과이다. 이것은 이전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Kandasamy 

et al., 2007; Wennstrom, 1996), Wennstrom 등(1996)은 구개측에 위치된 치아가 

교정 치료에 의해 순측으로 이동하면 marginal gingiva 의 높이가 낮아지고 두께가 

얇아져 치은 퇴축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은의 두께를 측정하지 

못하여 교정적 치아이동 양상에 따른 치은의 두께 변화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다. 

실험군의 선택에 발치 환자군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의 연구에 비해 순설측으로의 

이동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의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치아전돌을 주소로 내원하여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환자에서는 상악 중절치의 후방견인량이 증가할수록 치간공극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하악 중절치 사이의 심도에 따른 비교에서 치간공극의 발생이 더 심한 군에서 

하악 중절치의 압하량이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p < 0.05). Melsen등(1986)은 

위생관리가 잘되어 치주조직이 건강한 상태에서 교정적 압하가 시행된다면 치조골이 

손실되지 않지만, 반대로 치은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치조골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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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와는 반대로 압하량이 클수록 치간공극의 심도가 더 컸던 

이유는 환자가 내원 시 꾸준한 치주관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구강 위생 관리 

능력의 부족하였거나, 하악 전치부의 치태침착이 쉬운 특성 때문에 발생한 

치주조직의 염증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총생의 양에 따른 이전의 연구에서 Kokich 등,(2001)과 El-Mangoury 

등,(1987)은 성인환자에서의 총생의 양은 치간공극의 형성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며, 

Kokich 등(2001)은 그 이유를 총생 자체가 아닌 일정하지 않게 마모된 교합면을 

따라 잘못 위치된 bracket으로 인한 부정확한 root angulation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Kasai 등,(2003)과 Thilander 등,(1996)은 총생의 양에 따라 치간공극의 발생율이 

다르다고 하였다. Arch length discrepancy가 4 mm 이상 되는 총생의 경우 

치태침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져 이로 인한 치은염증 및 치주조직 파괴가 

일어나 교정 치료 후에 치간공극의 발생율이 높아지기 쉽다(Kosai et al., 2003). 

Burke 등,(1994)은 총생을 가진 중절치가 배열되는 과정에서 치아 사이의 치은 

섬유가 신장되면서 치간공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생과 관련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악에서의 인접 중절치 사이의 전후방적 거리차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원인요소로 관찰되었다. 이때의 Odds ratio는 2.2였으며, 이는 교정치료 전 

인접 중절치 사이 근심면의 전후방적인 거리차가 1 mm 증가할수록 총생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치간공극의 발생 비율이 2.2배 증가함을 나타낸다.  

이번 연구에서 총생의 양을 교정치료 전 인접 중절치 안쪽입술쪽절단쪽 

점각(mesiolabialincisal point angle)을 기준으로 전후방, 측방으로의 거리 차이로 

측정하였다. 교정 치료 후의 인접 중절치 안쪽입술쪽절단쪽 점각(mesiolabialincisal 

point angle)은 치간 접촉점과 달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전후방, 측방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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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의 양이 작게 측정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총생이 치간공극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적게 나타났을 것이다. 앞으로 치은의 두께 등 치주조직에 대한 

조직학적 연구 및 계측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총생의 양과 치간공극 발생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연구,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 하악 모두에서 교정치료 후 치간 접촉점에서 

치조골정까지의 거리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주요 원인 요소임이 관찰되었다(p < 

0.05). Hamp 등 ,(1982)에 의하면 교정 치료 중에 상악 전치부의 alveolar bone 에서 

평균 0.29 mm 의 흡수가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Artun 등,(1988)에 의하면 교정 

치료중에 전치부의 alveolar bone surpport 가 2.24 % 감소한다고 하였다. 

Nelson 등 ,(1997)은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 36 %에서 6 전치 중 최소한 하나 이상 

구역에서 alveolar bone 의 흡수를 관찰하였으며, 그 양은 평균 0.54 mm, 최대 1.82 

mm 까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상, 하악 각각 평균 0.41 mm ,0.69 

mm 의 치조골정의 높이 감소가 관찰되었다. 일부의 측정치에서 alveolar bone 

height 의 경미한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중절치의 이동에 따른 치조골정 

상방에서의 remodeling, 또는 촬영 과정이나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일 것으로 

생각된다. 치근단 방사선 사진 촬영 과정에서 방사선의 조사 각도에 따라 이와 같은 

상의 왜곡이 생기기 쉬운데 이번 연구에서는 4 mm 의 금속구를 치근단 방사선 사진 

촬영시에 사용하여 이와 같은 오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치간공극 비발생군에서는 교정 치료 후의 치조골정에서 치간 

접촉점 사이의 거리의 평균은 상악에서 5.06 mm, 하악에서 4.97 mm 였으며, 

치간공극 발생군에서의 거리는 평균 상악 5.51 mm, 하악 5.85 mm 였다. 이는 치간 

접촉점에서 치조골정까지의 거리가 5 mm 이상일 경우 치간공극의 발생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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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Tarnow et al., 1992).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 하악 모두에서 치간 접촉점에서 치조골정까지의 거리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주요 원인 요소로 관찰되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다른 원인들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하여야 할 것이다. 

치아의 형태도 embrasure 의 형태에 영향을 미쳐, 치간공극의 원인요소가 될 수 

있다. 밑변이 넓고 contact point 까지의 거리가 긴 long-wide 형태의 

embrasure 일수록 치간공극이 많이 발생하며, long-narrow 형태보다 short-

wide 형태의 embrasure 에서 치간공극이 덜 발생한다(Chang, 2007). 따라서 

embrasure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아의 형태 및 CEJ 사이의 거리 또한 

중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교정치료 이후의 CEJ 사이의 거리는 치간공극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의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었지만, 상, 하악 모두에서 치간공극 발생군에서 

비발생군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큰 값을 보였다. 또한 하악의 경우 다중회귀분석 

결과 치아의 형태가 치간공극 발생의 주요 원인 요소로 관찰되었다(p < 0.05). 따라서 

교정 치료 후 CEJ 사이의 거리가 길거나 치아의 형태가 삼각형에 가까워 치간공극이 

발생하였다면 stripping 이나 수복 등에 의한 형태의 변형을 통해 치간공극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Kokich 등,(2001)에 의해서는 두 전치 사이의 root angulation 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교정치료를 통해 치근이 평행하게 배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인종에서 연구된 치간공극의 발생율에 대한 연구와 이번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정도의 발생율이 관찰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가지 요소들 

이외에도 치은 자체의 성질에 따라 같은 원인요소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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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인과 한국인의 gingival biotype 차이와 치간공극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려 

하였으나, 서양인과 한국인의 gingival biotype 을 비교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향후 

gingival biotype 에 대한 비교 및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치간공극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치간공극은 심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다. 이전의 연구에서 

교정치료 전,후의 계측치에 대한 분석만 시행하거나, 교정치료에서 나타나는 일부 

양상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진 한계점을 보안하기 위해 교정치료에 일어나는 상, 하악 

중절치의 모든 방향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고, 이를 분석해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 진행되지 못한 치은의 두께나 부착치은의 양, 그리고 유전적 요소에 대한 

연구 등을 추가로 진행한다면 치간공극의 발생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며, 발생을 예방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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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100 명의 환자들의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의 중첩 및 치근단 방사선 사진, 환자의 진단 석고 모형, 구강내 정면 

사진 등의 분석을 통하여 교정치료가 치간공극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교정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에서 상악 중절치 사이에서는 22% 하악 중절치 

사이에서는 36%의 치간공극이 발생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 

> 0.05).  

2. 상악 중절치 사이의 치간공극의 발생군과 비발생군간의 비교에서 절단연의 

후방 이동양, 교정치료 후 치조골정에서 치간 접촉점까지의 거리, 교정치료 

전의 인접 중절치 근심면의 전후방적인 거리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3. 하악 중절치 사이의 치간공극의 발생군과 비발생군간의 비교에서 IMPA의 변

화량, 하악 중절치 절단연의 치근단 방향으로의 이동양, 치간 접촉점에서 치

조골정까지의 교정치료 전, 후의 거리와 그 변화량, 그리고 치아의 형태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4. 하악 중절치 사이 치간 공극 발생군내 심도에 따른 비교에서 치간공극의 발

생이 더 심한 군에서 하악 중절치의 intrusion의 양이 통계학적으로 더 많은 

양 관찰되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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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간공극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치아의 이동과 연관된 요소는 상악 중절치 

절단연의 후방 이동양과 교정치료 전 상악 중절치 간의 전후방 거리차이다(p 

< 0.05). 다른 치아이동양상은 치간공극의 발생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p > 0.05). 

6. 교정치료 후 치조골정에서 치간 접촉점까지의 거리가 상, 하악 중절치 사이

의 치간공극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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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idence and cause of open gingival embrasure space 

between the central incisors after orthodontic treatment 

 

Sang Soo Ahn,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yung-Ho Kim, D.D.S., Ph.D.) 

 

The occurrence and the severity of open gingival embrasure space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Jemt index using intraoral photographs. The age, 

treatment duration, and orthodontic tooth movement which was measured on 

lateral cephalogram, periapical radiograph, and dental study model were 

compared between the occurrence and the non-occurrence groups. The 

variables were also compared among the different severity groups of open 

gingival embrasure space. The association of open gingival embrasure space 

with orthodontic tooth movement was evalua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1. The prevalance of open gingival embrasure space after orthodontic 

treatment was 22% between upper central incisors and 36% between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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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incisors. Gender was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occurrence of 

open gingival embrasure space (p > 0.05). 

2. In maxilla, amount of incisor retraction during treatment, distance from 

contact point to alveolar crest after treatment, and sagittal overlap of two 

central incisors before treat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occurrence and the non-occurrence groups(p < 0.05). 

3. In mandible, IMPA changes and amount of incisor intrusion during 

treatment, distance from contact point to alveolar crest before and after 

treatment, and changes of the distance during treat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occurrence and the non-occurrence groups (p < 

0.05). 

4. In maxilla, moderate to severe open gingival embrasure space was not 

observed. In mandible, amount of incisor intrusion was associated with the 

severity of open gingival embrasure space (p < 0.05). 

5.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mount of incisor retraction and 

sagittal overlap of two central incisors were considered the major causal 

factors in maxilla (p < 0.05), and distance from contact point to alveolar 

bone crest after treatment was considered the major causal factor in 

mandible (p < 0.05). 

 

 

Key words : Open gingival embrasure space, orthodontic trea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