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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소구치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 후  

치아 위치의 삼차원 분석 

 

 
현재 디지털 스캔된 모형을 가지고 진단 setup을 하는 여러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

며, 최근 교정 영역에서 삼차원 진단 프로그램의 발달로 치료 전후 모형 중첩을 통한 

치열궁 폭이나 넓이, 치아 이동의 양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상하악 제1 소구치 발치 후 치아 교정 전과 후의 치아 모형을 laser scan하여 

만든 digital model을 중첩하여 개별 치아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악궁 모양의 변화

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통해 진단 setup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고 교정 

및 선수술 치료 계획을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1. 치아의 여러 기준점과 이들을 이용한 치관의 근-원심과 협-설측 치관 평면, 

수평과 관상 및 시상 기준평면,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용하였으며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상악 모형과 맞물린 하악 모형을 스캔한 뒤 상악 

모형을 중첩 기준으로 이용해 하악 모형의 교정 전-후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다.  

2. 치아의 위치 및 각도의 3차원 변화를 3D measurement와 projected 

measurement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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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 소구치 발치 후 상악 전치부(중절치, 측절치, 견치)는 구개측으로 

기울어졌으며 중절치가 가장 크게 기울었고, 구치부(제2소구치, 

제1 구치)는 협측으로 기울어졌다. 하악에서는 전치부가 상악과 비슷한 

변화를 보인데 반하여 구치부는 설측으로 기울어졌다. 이에 따라 

악궁형태는 V 형태에서 U 형태로 변화하였고, curve of Spee는 감소하였다. 

4. 상악 측절치 및 견치는 제1소구치 발치와 공간으로의 원심 회전, 

제2소구치 및 제2 구치는 근심 회전을 보였다. 하악에서도 비슷하게 

측절치의 원심 회전, 제2소구치의 근심 회전을 확인하였다. 

5. 상악에서 중절치, 측절치, 제1 구치, 제2 구치가 맹출되었으며 제2소구치는 

함입되었다. 하악에서는 제2 구치가 함입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1 소구치 발치를 통한 교정전 모델과 교정후 모델의 구개부 중첩을 

통해 교정 치아이동 패턴을 파악하여 진단 setup을 시행할 때 필요한 치아 위치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핵심이 되는 말 : digital dental model, diagnostic setup, virtual setup, model 

superimposition, orthodontic, tooth, first premolar,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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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소구치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 후  

치아 위치의 삼차원 분석 

 

 

<지도교수 : 이상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진 홍 

 

Ⅰ. 서 론 

 

치아 모형(dental model)은 교정과, 보철과 등 치과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치과 영역에서 치아 모형은 부정교합을 분류하고, 이상 부위를 발견하며, 치료 

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특히 악궁 내에서의 치아 형태와 

위치, 배열 이상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이 치아 모형에서 개별 

치아를 잘라 움직여 배열하는 진단 setup(diagnostic setup)은 치료 결과를 예측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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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상에서 과거 석고 치아 모형의 제작과 측정은 디지털화되고 있다. 각종 

의학 임상 자료 가 과거의 아날로그 형태 자료에서 디지털 자료로 전환 되고 있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치아 모형도 비슷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자료는 량 자료의 검색 및 분류가 용이하고, 분석이 정확하고, 보관을 위한 공간이 

필요 없고, 원거리 자료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3차원 

디지털 치아 모형은 3차원 디지털 스캐너와 계측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정확성이나 

간편성 등 여러 측면에서 향상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치아 모형의 측정치는 석고 

모형의 측정 정확성에 필적하여 임상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Santoro, Galkin et al. 2003; Fleming, Marinho et al. 2011). 

이런 디지털 모델을 가지고 가상 setup을 하는 여러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며(Garino and Garino 2004; Redmond, Redmond et al. 2004; Macchi, Carrafiello 

et al. 2006; Fillion 2010), 최근 치과 교정 영역에서는 삼차원 진단 프로그램의 발달로 

치료 전후 모형 중첩을 통한 치열궁 폭이나 넓이, 치아 이동의 양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Mavropoulos, Karamouzos et al. 2005; Cha, Lee et al. 2007; 

Thiruvenkatachari, Al-Abdallah et al. 2009; Cho, Choi et al. 2010). Kim(2005)은 

calorific machine을 이용하여 상악 소구치 발치후 공간 폐쇄 양상을 분석하였고, 

Chong 등(2005)은 3차원 영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발치공간 폐쇄 후 상악 구치의 

회전양상을 보고하였다. Kojima(2005), Koh 등(2007)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상악 

소구치 발치 후의 치아이동 양상을 보고하였고, 설측 간접 부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모형 제작 후 삼차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성공적인 치료 결과의 보고도 

있었다(Grauer and Proffi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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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구들은 다소 부족한 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Mavropoulos(2005), 

Cha(2007), Thiruvenkatachari 등(2009)의 연구는 일부 치아만 평가하였고 Cho 

등(2010)도 상악 치아에 한정해서 상, 하악 치열 전체의 치아에 한 변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이들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사용해 온 2차원적 아날로그 

평가 방법을 원용하여 2차원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교정 전과 후 치아 이동의 

차이를 삼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치아 진단 setup 모형은 단순히 치아들의 적절한 교합과 배치가 아니라 환자 개개

인의 교정 진단 결과 및 이에 한 술자의 치료 계획을 포함시켜서 이상적으로 치아

를 배열하는 것이다. 진단 setup 모형은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진단 setup 모형은 

교정이 완료된 상태의 치아 위치와 교정 전 상태를 비교해 치아 이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고, 치료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치아 배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 치료 

최종 단계의 치아 배열에 맞게 브라켓을 장착하여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setup을 하는 과정이 제작자의 경험이나 시각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쉽고, 

치아의 배열이 부정확할 수 있다.  

치아 진단 setup 모형은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악교정 선수술을 위한 준비 과정

에서 단순히 치아들의 적절한 교합과 배치가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교정 진단 결과 

및 이에 한 술자의 치료 계획을 포함시켜서 이상적으로 치아를 배열하는 것이다. 

삼차원적으로 술후 교정 모형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면 그에 맞춰 가상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술 후 모습 예측이 가능해져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치아 진단 setup 모형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치아 교정 과정에서 일어난 치아들

의 변화를 디지털로 기록, 분석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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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치아 진단 setup 모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치아 교정 

치료 전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하악 제1 소구치 발치 후의 치

아 교정 전, 후 디지털 치아 모형 중첩하여 개별 치아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악궁 

모양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치아 이동 디지털 setup시 필요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교정 및 악교정 선수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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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모병원 교정과에 내원하여 상악 및 하악 양측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공간 

폐쇄 교정치료를 시행받은 23명(상악 치료 23명, 하악 치료 15명; 상악 치료

자들 중에는 하악의 비발치 교정 치료자 8명을 포함함)을 상으로 하였고, 

남성 4명, 여성 19명, 평균 24세(18~40세), 평균 교정기간은 2년 1개월 ± 7.2

개월(mean ± SD, 이하 생략) 이었다.  

교정 완료된 것이 Andrew’s의 normal occlusion정의에 맞게 이상적인 악궁 형태

를 갖춘 경우만 포함하였다(Andrews 1972). 또 치아 정중선이 편위되었거나, 치

아 모형의 파절 등이 있어 계측에 오류를 줄 수 있는 모형은 제외하였다.  

 

2. Scan data획득과 중첩 

23명 환자의 상하악 각각의 경석고 모형을 3D Dental scanner(Rexcan DS2, 

SOLUTIONIX Co. Seoul, Korea)로 스캔하였다. 스캐너의 정확도는 ±0.01 mm이며 

camera resolution는 1.4 mega pixels이었다. 스캔 데이터를 stereolithography(STL) 

파일로 저장한 후 Rapidform XOV(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를 이용

하여 palatal rugae 부위의 영역을 mean least squares technique을 이용하여 

표면  표면으로 중첩하였다.  또 하악 중첩은 상악의 교정 전후 model을 

palatal rugae를 이용하여 중첩할 때 교합되어 있는 하악도 같이 이동시켜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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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perimposition of the 3D scan models 

A) The reference region for the palatal superimposition 

B) Red : pre-orthodontic treatment cast, Yellow : post-orthodontic treatment cast  

C) Superimposition of the 3D scan models (mandible) 

 

3. 기준평면과 기준점 설정 

가. 기준점 설정 

아래와 같은 기호로 각 기준점을 나타냈고, 좌, 우측을 비교하기 위해서 L

이나 R을 뒤에 붙였고, 치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상악 중절치는 U1, 상악 측

절치는 U2, 상악 견치는 U3, 상악 제2소구치는 U5, 상악 제1 구치는 U6, 상

악 제2 구치는 U7로 표현하고 하악 치아에서는 L을 앞에 붙였다. 예를 들어 

우측 상악 제1 구치의 mesial contact point는 U6M_R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치아 기준점 지정이나 기준평면 지정, 그리고 길이 및 각도 측정은 삼

차원 진단 프로그램인 SimPlant Pro plus OMS(Materialise Dental, Leuven, 

Belgium)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기준점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 M (mesial point) : the most mesial point on the incisal edge of anterior 

teeth and  the marginal ridge of posterior teeth(figure 2A,B)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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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istal point) : the most distal point on the incisal edge or marginal 

ridge(figure 2A,B)  

• B (buccocervical point): the lowest point of middevelopmental ridge of 

anterior teeth, and the lowest point of vertical groove of posterior 

teeth(figure 2A,B) 

• L (lingocervical point): the lowest and most concave point in the gingival 

margin of anterior teeth and the lowest point of vertical groove of 

posterior teeth(figure 2A,B)  

• O (occlusal point) : the midpoint of the edge of the incisors, or the cusp 

tip of the canine and the premolar, or the most concave point between 

the mesiobuccal and distobuccal cusps of the molars(figure 2A,B)  

• Incisive papilla : the center (as the highest prominence)of incisve papilla 

• Midpalatal point : high-fit region in the midpalatal area 

• mid MD : intermediate point between M and D  

• mid BL : intermediate point between B and L 

• IM : intermediate point between U1M_L and U1M_R 

• mid #16-17 : buccal interdental papilla between #16 and #17 

• mid #26-27 : buccal interdental papilla between #26 an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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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 E) 

C) D)



9 

          

Figure 2. Definitions of the landmarks and reference planes 

A) Anterior teeth landmarks 

B) Posterior teeth landmarks 

C) Reference planes of maxilla 

D) The same reference planes were applied to the mandible 

E) Reference planes of anterior teeth crown 

F) Reference planes of posterior teeth crown 

G) Clinical crown axis of anterior teeth  

H) Clinical crown axis of posterior teeth 

 

나. 기준 평면 설정 

치아들의 기준 평면도 아래와 같은 정의에 따라 정하였다.  

• Horizontal plane : Incisive papilla, mid #16-17 및 mid #26-27 을 지나는 

평면(figure 2C,D) 

• Midsagittal plane : Incisive papilla, midpalatal point 를 지나면서 

horizontal plane에 수직인 평면(figure 2C,D)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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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onal plane : Midpalatal point 를 지나면서 horizontal, midsagittal 

plane에 수직인 평면(figure 2C,D) 

• 치관의 bucco-lingual plane : 치아 기준점 B, L, mid MD를 지나는 평면

(figure 2E,F) 

• 치관의 mesio-distal plane : 치아 기준점 M, D, mid BL을 지나는 평면

(figure 2E,F) 

• 교합평면(occlusal plane) : IM, U6O_L과 U6O_R의 세 점을 지나는 평면 

• 전방 교합평면(anterior occlusal plane) : IM과 U3O_R, U3O_L을 지나는 

평면 

• 후방 교합평면(posterior occlusal plane) : mid U3O 및 U7O_R, U7O_L을 

지나는 평면 

 

다. 치관축 (crown axis) 설정 

기준점 중에서 mid MD와 mid BL을 지나는 선(figure 2G,H) 

 

4. 각도 측정 (Angular measurement) 

Inclination (Torque) 

치아의 inclination은 three dimensional(3D) inclination과 projected inclination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D inclination : Horizontal plane과 치관의 mesio-distal plane이 이루는 각

(figure 3A)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3D inclination change는 교정전(T0)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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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후(T1) 의 측정치를 빼서, 상악 전치부(중절치, 측절치, 견치)에서 양수의 

결과값은 순측으로의 기울기 변화, 구치부 (제2소구치, 제1 구치, 제2 구치)

에서 양수는 협측으로의 기울어지는 변화를 의미하도록 하였다.  또 하악에

서 전치부의 양수 결과값은 순측, 구치부에서 양수의 결과값은 설측으로 기

울어지는 변화를 의미하였다.   

Projected inclination : 치관축을 midsagittal plane에 투영하고, horizontal 

plane과 치관축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다. Projected inclination change는 

교정 전에서 교정 후 값을 빼서 계산하였고, 양수는 전방으로 기울어지는 변

화를, 음수는 후방 변화를 의미하였다(figure 3C). 

. 

Angulation (Tip) 

3D angulation : Horizontal plane과 치관의 bucco-lingual plane이 이루는 각

으로 계산하였다(figure 3B). 3D angulation change도 교정 전 측정값에서 교

정 후 값을 빼서 계산하였고, 양수는 원심측으로 기울어지는 변화를 의미하

였다.  

Projected angulation : 치관축을 coronal plane에 투영하고, midsagittal plane

과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여 교정 전-후 변화를 계산하였다(figure 3D). 계산값

이 양수는 정중시상평면 쪽으로 기울어지는 변화 (상악)나 멀어지는 변화 (하

악)를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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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Midsagittal plane과 치관의 bucco-lingual plane이 이루는 각을 계산하였으며, 

projected measurement와 3D measurement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복 측

정하지 않았다(figure 3E). Rotation change는 교정 전 측정값에서 교정 후 값

을 빼서 계산하고 양수는 근심 방향으로 회전하는 변화를 의미하였다.  

 

Curve of Spee 

Anterior occlusal plane(IM과 U3O_R, U3O_L)과 posterior occlusal plane(mid 

U3O 및 U7O_R, U7O_L)이 이루는 각으로 계산하였다(figure 3F). 교정 전-후 

값을 계산하였고, 양수는 curve of Spee의 증가를 의미하도록 하였다.  

또 U5O_L 과 U5O_R의 중점에서 교합평면까지의 거리를 curve of Spee로 측

정하고, 교정전 측정값에서 교정 후 값을 빼 계산값을 얻었다. 이때 양수는 

curve of Spee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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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gular mesurements 

A) 3D inclination  

B) 3D angulation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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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rojected on the midsagittal plane inclination(green : pre-orthodontic treatment, red : 

post- orthodontic treatment) 

D) Projected on the coronal plane angulation(green : pre-orthodontic treatment, red : 

post- orthodontic treatment) 

E) Rotation 

F) Curve of spee 

 

5. 길이 측정 (Projected Linear measurement) 

치아의 전후방 위치 변화 (Projected anteroposterior displacement) 

Coronal plane에서 각 치아의 O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교정 전에서 교정 

후 계산값을 빼서 측정하였다(figure 4B). 양수는 후방으로 치아가 이동함을 

의미하였다. 

 

치아의 측방 위치 변화 (Projected lateral displacement) 

Midsagittal plane에서 각 치아의 O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교정 전에서 

교정 후 계산값을 빼서 측정하였다(figure 4C). 양수는 악궁이 축소하고, 음수

는 악궁이 확장하였음을 의미하였다. 

 

치아 수직 위치 변화 (Projected vertical displacement) 

Horizontal plane에서 각 치아의 O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교정 전에서 교

정 후 계산값을 빼서 측정하였다(figure 4C). 상악에서 양수는 함입되었음을, 

하악에서는 정출되었음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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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Linear mesurements 

A) Projected vertical displacement 

B) Projected anteroposterior displacement 

C) Projected lateral displacement 

 

교합의 변화 (Changes of occlusal contact) 

교합 패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정 전-후 치아들의 교합면 접촉점

에서 상-하악 간 거리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Rapidform XOV를 이용해 

치관부만 잘라내고, 각 교합면에서 접촉점의 최소 거리를 측정하여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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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cclusion distance change after orthodontic treatment  

A) pre-orthodontic treatment occlusion (green color : tolerance 0.2mm ~ -0.2mm) 

B) post-orthodontic treatment occlusion (green color : tolerance 0.2mm ~ -0.2mm) 

 

6. 방법오차의 평가  

가. 조사자내 오차 (Intra-examiner reliability) 

위 기준점 (항목 3의 가의 기준점)은 본 연구자가 1주일 간격으로 3회 점 지정을 

하고, 각 측정치의 차이를 Dahlberg’s formula 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E = Σ(D /2N) 
(D : Difference of measured value, N = number of measurement) 

 

나. 구개면 중접의 오차 

동일한 상악과 하악 모형을 2개씩 이용하여 구개면을 이용한 중첩을 시행

하되, 하악 모형은 상악 모형에 교합된 채로 중첩시켰다. 이후 두 모형의 치

아 교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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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ethod error for the superimposition by palatal rugae 

A) Superimposed 3D scan models by palatal rugae 

B) The superimposed image to disclose the gap between two identical superimposed 

maxillary models with the green colored tolerance range of 0.1mm ~ -0.1mm. 

C) The superimposed image of two same mandibular models 

 

7. 통계처리 

얻어진 각 측정치와 교정 전후 차이(T0-T1)는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우선 구하였고 교정 전후 좌우측 측정 수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Wald-

Wolfowitz test를 이용하였고 교정 전후 치아 이동 수치 사이의 유의적 차이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SPSS version 19.0(IBM,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기준점들과 계측 항목

들에 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P value가 0.05 이하일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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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결 과 

 

1. 조사자내 오차 검정  

1주 간격으로 각 기준점을 3회 지정하여 측정값의 차이를 검정하고 조사자

내 오차를 얻었다. 모든 계측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었으며, M, D, B, 

L, O, Incisive papilla, Midpalatal point, mid #16-17, mid #26-27 에 한 오차

는 각각 0.51, 0.54, 0.45, 0.44, 0.35, 0.52, 0.66, 0.33, 0.31mm 였다. 

 

2. 구개면 중첩의 방법오차 

동일한 디지털 모형을 구개면 중심으로 중첩하였을 때 상, 하악 모형의 

치아들 교두 간 거리는 모두 0.00mm 이었다. 

 

3. 좌측과 우측의 차이에 대한 검정 

교정 전이나 후의 모든 디지털 모형을 좌, 우측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을 때 

좌, 우측 측정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 값은 상악에서 

0.61±0.23, 하악에서 0.78±0.29이었으며, 세부 데이터는 이 논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 집계 및 통계는 좌측과 우측을 각각 

독립적으로 나누고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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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악 치아의 위치 변화에 대한 길이 계측 (Projected linear 

measurement) 

전후방 관계에서 보았을 때, 교정 전(T0)에 비해 교정 후(T1) 중절치, 측절

치, 견치의 위치는 각각 5.71±2.07mm, 5.63±2.47mm, 5.42±2.27mm 후방 이동

하였다(p<0.01). 그리고 제2소구치, 제1 구치, 제2 구치에서는 각각 1.48±

1.86mm, 1.52±1.94mm, 1.44±2.33mm 전방 이동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측방 관계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중절치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 모두에서 교

정 전후 통계적 유의성있게 이동하였으며, 측절치, 견치에서 1.04±1.47mm, 

0.37±1,23mm 내측 이동하였다. 또 제2소구치, 제1 구치, 제2 구치에서는 1.64

±1.43mm, 0.83±1.08mm, 0.56±1.14mm 외측 이동되었다. 

또 수직 관계를 보면, 교정 후 중절치 및 측절치, 제1 구치, 제2 구치가 

하방 이동 하였고(U1 0.88±1.00mm, U2 0.38±0.94mm, U6 0.67±1.39mm, U7 

2.39±1.99mm) 제2소구치는 상방이동 하였다(0.46±0.97mm). 이 들 중에서 제2

구치는 하방 이동이 가장 많았으며, 견치는 교정 전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

다(Table 1). 

 

5. 상악 치아의 각도 계측 (Projected and 3D angular measurement) 

상악 3D Inclination 변화에서는 중절치가 10.27±7.67°로 가장 구개측 경사

되었으며, 측절치 및 견치는 각각 5.14±8.32°, 7.08±7.84° 구개측으로 기울어 

졌다. 그러나 제2소구치는 3.94±7.32°, 제1 구치는 4.74±6.65° 협측으로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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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 구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0.16° 설측 

경사되었다.  

상악 치아의 3D angulation 변화를 보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 없이 0.49°에

서 2.94°의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회전 변화를 보면, 측절치 및 견치는 제1소

구치 발치와 공간으로 원심회전 하여서 6.22±16.54°, 5.22±15.56° 차이를 보였

다. 또 제2소구치와 제2 구치는 발치와 공간으로 근심 회전하였고 3.14±

6.93°, 2.91±5.74° 변하였다. 다른 치아들은 통계적 유의성 있는 회전 변화가 

없었으며 0.4°에서 0.9° 정도의 차이였다(Table 2).  

Midsagittal plane에 투영한 치축의 inclination 변화 보면 중절치, 측절치 및 

견치는 각각 -10.49±7.63°, -5.43±8.61°, -8.49±7.63° 후방으로 기울어졌고 , 제

2소구치, 제1 구치 및 제2 구치는 각각 -4.33±7.66°, -5.45±6.50°, -3.58±

11.27° 전방으로 기울어 졌고,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한편, coronal 

plane에 투영된 치축의 angulation 차이는 제2 구치에서만 3.41±10.05° 정중

면 쪽으로 기울어 졌고 나머지 치아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1). 

 

6. 하악 치아의 위치 변화에 대한 길이 계측 (Projected linear 

measurement) 

전후방 관계에서 상악과 유사한 이동 양상을 보여서, 중절치, 측절치, 견치

가 각각 5.56±2.87mm, 5.40±2.96mm, 5.33±2.26mm 후방 이동하였다. 또, 제2

소구치, 제1 구치, 제2 구치는 각각 1.70±1.92mm, 1.63±1.74mm, 1.54±

1.79mm 전방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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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방 관계에서는 제2소구치, 제1 구치, 제2 구치가 2.13±2.41mm, 1.52±

1.59mm, 0.33±0.85mm 내측으로 변위 되었으며, 나머지 치아에서는 0.03에서 

0.32mm까지의 변화가 통계적 유의성 없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제2 구치만 유의하게 1.58±1.15mm 하방 이동 하였으며, 나머지 치아들은 통

계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3). 

 

7. 하악 치아의 각도 계측 (Projected and 3D angular measurement) 

중절치는 -12.14±8.07°로 가장 설측으로 기울어 졌으며 측절치 및 견치는 

각각 -10.98±8.66°, -6.00±8.36° 설측으로 기울어 졌다. 제2소구치는 2.57±

7.36°, 제1 구치는 3.23±6.39° 설측으로 기울어 졌다. 제2 구치는 통계적 유

의성이 없었다.  

치아의 3D angulation을 교정전과 교정후 비교해 보았을 때 상악과 마찬가

지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또 제1소구치 발치와 공간으로 치아가 회전하

는 방향을 살펴 봤을 때 하악에서는 측절치가 제1소구치 발치와 공간으로 원

심회전 하였으며(L2 -2.49±5.93°) 제2소구치가 발치와 공간으로 근심회전 하였

다(L5 3.68±6.33°). 나머지 치아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4). 

Midsagittal plane에 투영한 치축의 교정 전후 차이를 보면 전치부(중절치, 

측절치, 견치)는 각각 -12.97±8.20°, -10.13±9.58°, -7.91±12.598° 후방으로 기

울어 졌으며, 구치부(제2소구치, 제1 구치, 제2 구치)는 각각 -2.60±6.46°, -

9.48±6.69°, -4.09±8.20° 전방으로 기울어 졌다. Coronal plane에 투영한 치축

의 교정 전후 차이를 보면 전치부(중절치, 측절치)가 각각 1.35±2.89°,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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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정중시상평면 밖으로 기울어 졌고 나머지 치아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

었다(Table 3). 

 

8. 교합 평면 및 교합 접촉 패턴의 변화 

교정전 전방 교합평면과 교정전 후방 교합평면의 각도를 구하여 curve of 

Spee 각도로 정의 하고 교정 전후 비교해 봤을 때 4.34±7.33°정도 교정후에 

curve of Spee가 감소하였다. 양측 제2 소구치와 교합평면까지의 거리를 측정

하였을 때는 교정후 0.77±0.55mm로 교합평면까지 거리가 감소하였다. 

교정 전후 전방 교합평면만을 비교해 봤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후방 교합평면은 교정후 1.98±3.30° 감소하였다. 교정 전후 교합 변화를 

Rapidform XOV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는데 모든 cast에서 교정후 닿는 면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5). 상 하악 교합면의 표면 거리가 교정

전에는 0.25±0.08mm이었으나 교정후에는 0.20±0.04mm로 변화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성 있게 줄어든 모습이 관찰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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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linear and angular variables by the projected measurements between T0 and T1 for 

each maxillary tooth. 

 T0 T1   T0-T1 

 mean SD Mean SD P† value mean SD 

AP displacement  

U1 49.26 2.20 43.54 1.78 0.00* 5.71 2.07 

U2 45.61 2.39 39.98 1.77 0.00* 5.63 2.47 

U3 39.94 1.69 34.52 1.74 0.00* 5.42 2.27 

U5 26.19 1.39 27.66 1.86 0.00* -1.48 1.86 

U6 16.97 1.26 18.48 1.93 0.00* -1.52 1.94 

U7 5.42 0.73 6.85 2.13 0.00* -1.44 2.33 

Lateral displacement  

U1 4.33 0.46 4.73 2.08 0.39 -0.40 2.02 

U2 11.42 1.25 12.46 1.36 0.00* -1.04 1.47 

U3 17.74 1.26 18.11 1.36 0.04* -0.37 1.23 

U5 23.97 2.12 22.33 1.37 0.00* 1.64 1.43 

U6 27.36 1.97 26.53 1.51 0.00* 0.83 1.08 

U7 30.48 2.08 29.92 2.01 0.00* 0.56 1.14 

Vertical displacement  

U1 4.56 0.50 5.44 0.99 0.00* -0.88 1.00 

U2 5.00 0.83 5.39 0.92 0.01* -0.38 0.94 

U3 5.90 1.05 6.13 1.29 0.08 -0.24 0.96 

U5 7.02 1.30 6.47 1.36 0.00* 0.46 0.97 

U6 6.19 1.27 6.73 1.59 0.01* -0.67 1.39 

U7 4.83 0.60 7.04 1.81 0.00* -2.39 1.99 

Inclination        

U1 51.24 5.89 61.73 8.64 0.00* -10.49 7.63 

U2 57.68 6.55 63.10 8.54 0.00* -5.43 8.61 

U3 63.90 6.06 72.39 11.38 0.00* -8.49 12.89 

U5 76.82 4.89 72.50 6.67 0.00* 4.33 7.66 

U6 80.39 6.13 74.95 6.69 0.00* 5.45 6.50 

U7 81.32 8.56 77.74 7.51 0.00* 3.58 11.27 

Angulation        

U1 4.46 3.44 4.74 4.75 0.99 -0.27 4.83 

U2 11.01 5.25 10.22 5.10 0.56 0.79 5.41 

U3 13.38 7.66 12.27 7.18 0.48 1.11 9.58 

U5 5.27 5.69 5.34 4.27 0.67 -0.07 5.96 

U6 5.32 4.40 5.27 3.75 0.96 0.05 4.55 

U7 15.59 10.49 12.18 9.27 0.03* 3.41 10.05 

Rotation Table 2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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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U1, the upper central incisor; U2, the upper lateral incisor; U3, the upper canine; U5, the upper 

second premolar; U6, the upper first molar; U7, the upper second molar. 

†Wilcoxon signed rank test. *: P value<0.05, (unit : mm). 

T0(pre-orthodontic treatment), T1(post-orthodontic treatment). 

T0-T1 means the difference between T0 and T1. 

Projected AP displacement T0-T1 : positive means anterior movement, negative means posterior movement. 

Projected lateral displacement T0-T1 : positive means constriction, negative means distriction. 

Projected vertical displacement T0-T1 : positive means intrusion, negative means extrusion. 

Projected inclination T0-T1 : positive means anterior tilting, negative posterior tilting 

Projected angulation T0-T1 : positive means tilting to midsagittal plane, negative means outside tilting to 

midsagitt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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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angular variables by the three dimensional measurements between T0 and T1 for 

each maxillary tooth. 

 T0 T1   T0-T1 

 mean SD mean SD P† value mean SD 

Inclination  

U1 52.61 5.51 62.19 8.55 0.00* -9.59 7.85 

U2 58.34 7.89 62.62 8.39 0.00* -4.29 8.77 

U3 66.30 9.55 72.60 5.78 0.00* -6.30 9.18 

U5 81.92 5.49 78.15 4.67 0.00* 3.78 6.96 

U6 83.14 5.33 79.28 4.74 0.00* 3.86 5.58 

U7 75.88 8.22 76.04 9.42 0.83 -0.16 9.13 

Angulation  

U1 91.26 8.58 92.10 4.93 0.94 -0.84 8.28 

U2 92.71 8.17 90.96 7.71 0.06 1.75 5.80 

U3 92.98 11.85 92.49 11.61 0.44 0.49 7.53 

U5 91.47 12.04 92.78 16.10 0.35 -1.31 9.48 

U6 90.69 9.73 91.75 14.99 0.38 -1.06 9.05 

U7 88.00 13.86 90.94 11.30 0.36 -2.94 19.20 

Rotation  

U1 12.36 8.66 11.49 4.69 0.80 0.91 9.40 

U2 28.05 8.03 34.27 16.85 0.00* -6.22 16.54 

U3 48.02 9.91 53.24 12.45 0.02* -5.22 15.56 

U5 67.04 7.12 63.89 5.20 0.00* 3.14 6.93 

U6 71.14 5.02 70.72 4.61 0.88 0.42 6.03 

U7 79.25 6.51 76.33 6.65 0.00* 2.91 5.74 

Note)†Wilcoxon signed rank test. *: P value <0.05 (unit : °). 

3D inclination T0-T1 : positive means labioversion on anterior teeth and buccoversion on posterior teeth, 

negative means palatoversion. 

3D angulation T0-T1 : positive means distal tilting, negative means mesial tilting. 

Rotation T0-T1 : positive means mesial inward rotation, negative means distal inward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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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linear and angular variables by the projected measurements between T0 and T1 for 

each mandibular tooth. 

 T0 T1   T0-T1 

 mean SD mean SD P† value mean SD 

AP displacement  

L1 45.43 2.15 39.87 1.76 0.00* 5.56 2.87 

L2 43.76 2.24 38.36 1.73 0.00* 5.40 2.96 

L3 40.29 2.23 34.96 1.57 0.00* 5.33 2.26 

L5 27.26 1.62 28.97 1.73 0.00* -1.70 1.92 

L6 18.37 1.58 19.96 1.65 0.00* -1.63 1.74 

L7 6.97 1.70 8.52 2.06 0.00* -1.54 1.79 

Lateral displacement  

L1 2.84 1.19 2.81 1.08 0.83 0.03 1.33 

L2 8.46 1.20 8.59 1.12 0.78 -0.13 1.31 

L3 13.52 1.57 13.84 1.24 0.37 -0.32 1.62 

L5 20.19 2.56 18.06 1.23 0.00* 2.13 2.41 

L6 23.65 2.41 22.13 1.65 0.00* 1.52 1.59 

L7 26.48 1.79 26.15 1.93 0.02* 0.33 0.85 

Vertical displacement 

L1 5.41 1.13 5.41 0.92 0.84 0.00 1.41 

L2 5.41 0.97 5.30 0.81 0.93 0.11 1.05 

L3 5.31 0.88 5.11 0.89 0.13 0.20 0.82 

L5 5.54 1.28 5.12 0.73 0.07 0.42 1.20 

L6 6.33 1.13 6.37 1.28 0.42 -0.04 0.84 

L7 6.05 1.05 7.62 1.41 0.00* -1.58 1.15 

Inclination        

L1 69.59 5.61 82.55 4.82 0.00* -12.97 8.20 

L2 72.49 6.28 82.62 5.42 0.00* -10.13 9.58 

L3 72.93 10.76 80.84 6.46 0.00* -7.91 12.59 

L5 84.84 4.66 82.24 5.33 0.04* 2.60 6.46 

L6 81.79 4.19 72.30 6.12 0.00* 9.48 6.69 

L7 82.14 6.64 78.05 7.14 0.01* 4.09 8.20 

Angulation        

L1 4.20 3.09 2.84 1.88 0.04* 1.35 2.89 

L2 8.98 4.56 5.46 4.42 0.00* 3.53 3.97 

L3 7.42 4.50 8.43 7.09 0.77 -1.01 7.36 

L5 11.18 7.03 11.22 5.39 0.91 -0.04 7.40 

L6 16.09 4.65 14.34 6.26 0.18 1.75 5.74 

L7 20.37 7.22 19.84 7.14 0.64 0.53 5.86 

Rotation Table 4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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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L1, the lower central incisor; L2, the lower lateral incisor; L3, the lower canine; L5, the lower second 

premolar; L6, the lower first molar; L7, the lower second molar. †Wilcoxon signed rank test. *: P value <0.05 (unit : mm). 

Projected AP displacement T0-T1 : positive means anterior movement, negative means posterior movement. 

Projected lateral displacement T0-T1 : positive means constriction, negative means distriction. 

Projected vertical displacement T0-T1 : positive means extrusion, negative means intrusion. 

Projected inclination T0-T1 : positive means anterior tilting, negative posterior tilting. 

Projected angulation T0-T1 : positive means outside tilting to midsagittal plane, negative means tilting to 

midsagitt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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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angular variables by the three dimensional measurements between T0 and T1 for 

each mandibular tooth. 

 T0 T1   T0-T1 

 mean SD mean SD P† value mean SD 

Three dimensional 

inclination 

 

L1 70.42 5.47 82.56 4.95 0.00* -12.14 8.07 

L2 70.97 5.29 81.95 6.39 0.00* -10.98 8.66 

L3 78.39 6.88 84.38 3.86 0.00* -6.00 8.36 

L5 79.81 6.96 77.24 5.86 0.02* 2.57 7.36 

L6 72.66 4.93 69.44 6.63 0.01* 3.23 6.39 

L7 68.89 6.99 68.03 6.37 0.29 0.86 5.42 

Three dimensional 

angulation 

 

L1 91.10 6.38 89.40 3.28 0.12 1.70 6.23 

L2 92.09 6.60 90.93 4.73 0.32 1.16 5.90 

L3 89.68 7.90 92.40 6.90 0.32 -2.72 12.20 

L5 89.77 8.96 89.47 5.01 0.88 0.29 10.60 

L6 90.42 5.40 92.14 11.99 0.37 -1.72 10.06 

L7 88.93 7.80 91.79 9.37 0.08 -2.87 10.33 

Rotation  

L1 9.12 6.51 8.20 3.11 0.91 0.92 6.70 

L2 18.45 6.30 20.95 4.50 0.02* -2.49 5.93 

L3 44.40 12.69 42.14 5.70 0.36 2.27 11.25 

L5 66.37 6.92 62.69 5.86 0.01* 3.68 6.33 

L6 69.90 6.36 69.36 6.12 0.55 0.54 7.83 

L7 73.52 6.14 72.60 5.87 0.45 0.92 5.42 

Note) †Wilcoxon signed rank test. *: P value <0.05 (unit : °). 

3D inclination T0-T1 : positive means labioversion on anterior teeth and linguoversion on posterior teeth, 

negative means linguoversion on anterior teeth and buccoversion on posterior teeth. 

3D angulation T0-T1 : positive means distal tilting, negative means mesial tilting. 

Rotation T0-T1 : positive means mesial inward rotation, negative means distal inward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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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occlusion related measurements between T0 and T1 

 T0 T1  T0-T1 

 mean SD mean SD P† value mean SD 

Curve of spee(°) 

 

167.00 6.70 171.34 5.25 0.01* -4.34 7.33 

Curve of spee(mm) 

 

1.42 0.55 0.65 0.50 0.00* 0.77 

 

0.55 

Anterior occlusal 

plane(°) 

 

169.06 5.24 170.98 6.67 0.18 -1.92 7.49 

Posterior occlusal 

plane(°) 

 

177.62 1.44 175.64 2.87 0.03* 1.98 3.30 

 changes of inter-

occlusion 

distance(mm) 

0.25 0.08 0.20 0.04 0.01* 0.05 0.08 

†Wilcoxon signed rank test. *: P value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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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치아 모형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첩 방법은 경구개의 

전방부 palatal rugae를 이용하는 것이다. Palatal rugae는 치아 교정이나 성장 후에도 

변하지 않는 안정된 기준점으로 알려져 있다(Almeida, Phillips et al. 1995; Bailey, 

Esmailnejad et al. 1996; Hoggan and Sadowsky 2001; Simmons et al. 1987). 특히 

세번째 palatal rugae의 내외측점(medial & lateral point)은 상악골의 수직 성장 

과정에서도 위치가 변화하지 않아 안정하다고 인정받고 있다(Christou and Kiliaridis 

2008). 교정용 나사가 상악 중첩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사는 

일부 경우에만 한정되어 사용 가능하다(Cha, Lee et al. 2007; Jang, Tanaka et al. 2009; 

Choi, Jeong et al. 2010).  

경구개 점막은 비유동성의 연조직으로 impression채득 동안 움직임이 없어서 

안정적이다. 그래서 palatal rugae나 나사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경구개부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고도 있다(Cha, Lee et al. 2007; Jang, Tanaka 

et al. 2009). Jang 등(2009)은 교정용 나사와 경구개부를 기준으로 중첩, 비교해서 두 

방법 모두 충분히 이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Jang, Tanaka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상악 구개면을 이용한 중첩의 방법 오차는 0.00mm로 측정되어서, 위 

주장과 같이 경구개 점막은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악과 달리 

하악에서는 중첩을 위한 기준점을 찾기 어렵고,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rized 

tomogram, CT) 영상 자료가 없어 해부학적 구조물을 이용할 수도 없었다(Park et al. 

2009).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상악 모형과 교합되어 있는 채로 하악 모형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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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하고 상악 모형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중첩시켰다. 방법 오차를 검정하였을 때 

오차 범위가 0.00mm로 측정되어 상악 모형을 기준으로 한 하악 모형의 중첩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치아의 기준점을 지정할 때 2차원 평면상에서 사용하던 기준점은 스캔된 모형에 

그 로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3차원적으로 측정가능하고 재현가능한 기준점을 

새롭게 정의 하여 기준점으로 삼았고 기준점의 방법 오차 또한 0.3-0.6mm정도로 나와 

3차원적으로 재현가능한 기준점으로 생각 되었다. 또한 이렇게 정의한 기준점을 

가지고 치관의 기준 평면을 정의하였고, 치아외의 구조물을 이용해서 교정전과 

교정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평면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치아의 이동을 측정하는 

방법도 2가지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는데 치관 평면과 기준 평면의 각도를 직접 계측한 

3D measurement와 치관의 축을 기준평면에 투영시켜서 각도를 계측한 projected 

measurement 2가지 방법으로 계측을 하여 치아 이동에 한 정보를 얻었다. 

치아 교정 치료에서 심미성, 기능성,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발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제1, 2소구치가 이용된다. 이 치아들의 발치 후 교정 치료 시 

전치 후방 견인과 구치 전방 이동의 패턴에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보고가 

있었다(de Castro 1974; Williams and Hosila 1976; Creekmore 1997; Ong and Woods 

2001). 제2소구치를 발치한 경우 하악 전치의 각도가 유지되면서 구치의 전방 이동에 

의해 발치 공간이 폐쇄되지만(Castro 1974), 제1소구치 발치 시 전치부의 후방 

이동량은 발치와의 약 66.5%를 차지한다고 하였다(Williams 1976). Creekmore(1997)는 

제1소구치 발치 후 공간의 1/3은 구치의 전방 이동으로, 나머지 2/3의 공간은 치아 

밀집 해소와 전치의 후방 이동에 사용되며, 제2소구치 발치에서는 전치와 구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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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공간으로의 이동량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는 각각 5.71±2.07mm, 5.63±2.47mm, 5.42±2.27mm 후방 이동하였고, 제2소구치, 

제1 구치, 제2 구치는 1.48±1.86mm, 1.52±1.94mm, 1.44±2.33mm 전방 이동하였다. 

또 하악 치아들의 이동 패턴도 상악과 유사하여, 중절치, 측절치, 견치가 각각 

5.56±2.87mm, 5.40±2.96mm, 5.33±2.26mm 후방 이동하고 제2소구치, 제1 구치, 

제2 구치가 1.70±1.92mm, 1.63±1.74mm, 1.54±1.79mm 전방 이동하였다. 이것은 

위의 Williams(1976)나 Creekmore(1997)결과, 그리고 Koh 등(2007), Cho 등(2010)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측방 이동을 측정하였을 때 상악에서는 중절치를 제외한 측절치와 견치에서 확장, 

제2소구치, 제1 구치, 제2 구치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이동 양상 역시 Cho 

등(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하악에서는 제2소구치, 제1 구치, 

제2 구치에서만 축소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악궁 형태가 V자 형태에서 

U자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상자들의 교정 치료 시 사용한 

ovoid shape의 교정 와이어 형태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수직적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상악에서는 제2소구치는 함입되었지만, 중절치, 

측절치, 제1 구치, 제2 구치가 맹출되었으며, 이 중 제2 구치가 2.39±1.99mm로 

가장 크게 맹출되었고 나머지 치아들은 1mm 이내의 변화를 보였다. 상악 치아들의 

수직 이동 방향은 Cho 등(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전치부 맹출양은 이번 

연구보다 더 커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악에서는 제2 구치의 수직 변화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는데, 1.58±1.15mm 함입되어 상악 결과와 비되었다. 하악 

나머지 치아들에서는 변화량이 미미하고 유의성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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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의 이동을 각도로 평가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으로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치아 

평면 간의 inclination 각도를 3D상에서 직접 계측하고 차이를 계산하였을 때, 상악 

전치부는 구개측으로 기울어졌고 구치부는 협측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변화는 하악 

전치부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어 설측으로 기울어졌지만, 하악 구치부에서는 설측으로 

기울어져 상악과 다른 이동 양상이 관찰되었다. 3D 측정 신에 projected 

measurement로 inclination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상악에서 제2 구치에서 3D 

측정값과 다른 값을 보였고, 하악에서도 제1, 2 구치에서 측정값이 달랐으며 나머지 

치아들에서는 거의 유사하였다.  또 치아 평면 간의 angulation을 3D로 측정하였을 

때 상, 하악 모든 치아들에서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projected 

measurement로 angulation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상악 제2 구치와 하악 중절치, 

측절치에서만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측정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유는 아마도 projected measurement를 사용한 경우 치아의 회전이 반영되어 

측정값을 변화시켰으리라 생각되었다. 위 치아들의 rotation 변화가 유의하게 교정 

전-후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아도 이 유추는 가능해 보였다.  

상악 구치의 회전량을 계측하기 위한 기준선의 설정 방법은 치아의 회전 중심 

설정에 따라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Braun, Kusnoto et al. 1997; Chong DR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치아 내부에 존재하는 회전 중심보다는 기준평면, 특히 

midsagittal plane에 한 변화를 계측하여 객관화하였다. 특히 Chun 등(2004), Chong 

등(2005)의 3차원 연구와 다르게 incisive papilla, midpalatal point를 지나면서 

horizontal plane에 수직인 평면으로 midsagittal plane을 새롭게 고안하고 사용하였다. 

점 지정 과정에서의 방법 오차를 확인하였을 때, incisive papilla나 midpalatal poin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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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0.5-0.6mm의 범위에 있어서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 만들어진 midsagittal 

plane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중절치 사이를 지나면서 악궁을 칭적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평면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치아의 회전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치아의 근심면이 midsagittal 

plane을 향하는 근심회전과 치아의 원심면이 midsagittal plane을 향하는 

원심회전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악에서 측절치 및 견치는 근심 회전하였고(U2 -

6.22±16.54°, U3 -5.22±15.56°) 제2소구치 및 제2 구치는 원심 회전하였다(U5 

3.14±6.93°, U7 2.91±5.74°). 이것은 상악 제2소구치가 발치와 공간으로 원심 회전 

한다는 Chun 등(2004)의 연구 결과나, 제2소구치가 제1 구치보다 더 회전하여 

치열궁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Chong 등(2005)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악에서도 

측절치가 제1소구치 발치와 공간으로 근심회전(L2 -2.49±5.93°) 하였고 제2소구치는 

발치와 공간으로 원심회전(L5 3.68±6.33°) 하여 상악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상악, 

하악 치아들의 회전을 평가한 결과는 편차가 크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발치 

전 초기 배열 단계에서의 회전, 공간 폐쇄 과정 중의 회전, 그리고 마무리 단계의 

회전이 서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공간 폐쇄 과정 중에 

일어나는 치아들의 회전 평가를 위해서는 초기 배열이 완료되고 공간 폐쇄가 

시작되기 직전의 석고 모형과 공간 폐쇄 완료 직후의 석고 모형을 비교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치열궁 형태는 한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치의학과 교정학 출판물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다. 인간의 치열궁 형태를 설명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타원, 포물선, 

현수선 등의 기하학적인 개념이 사용되었다. 이상적인 치열궁 형태를 Hawley(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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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1957), Brader(1972) 등 여러 학자들이 표현했지만, 현  개념의 치열궁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 각 환자에 맞는 이상적인 치열궁 형태를 찾기에는 개인의 다양성 

때문에 비현실적이라 하였다(Mclaughlin and Bennett 1999). Felton(1987)은 이상적인 

교정 치열궁 형태의 정의 가능성에 해 연구하여, 우월한 특정 치열궁 형태가 

없지만 장기적인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에 맞는 치열궁 형태의 교정 와이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Felton, Sinclair et al. 1987). 당연히 개인에 적합한 치열궁 

와이어를 쓰는 것이 좋겠지만, 본 연구 상자들의 교정 치료 시 ovoid shape의 

치열궁 와이어 한가지만을 이용한 이유는 안정성, 형태 변형 가능성, 적절한 마무리, 

유지에 적합하고 재발이 적기 때문이다(Bennett 1993). 이러한 와이어의 형태는 

치아의 이동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치열궁의 U자 

형태 변화, 구치부에서의 축소, 전치부에서의 확장 등 변화와 관계있을 것이다. 

악교정 수술을 포함한 교정치료는 일반적으로 수술 전 교정 치료와 수술 후 교정 

치료로 구성된다. 수술 전 교정 치료 동안 환자의 안모가 비심미적으로 악화되고, 

저작 기능이 저하되며, 교정 장치로 인한 불편감 등이 증가한다. 최근 교정 치료 

전에 수술을 먼저 시행하는 악교정 선수술 치료가 소개되고 있으며(Nagasaka, 

Sugawara et al. 2009; Baek, Ahn et al. 2010; Sugawara, Aymach et al. 2010; Wang, Ko 

et al. 2010; Yu, Chen et al. 2010; Liou, Chen et al. 2011; Liou, Chen et al. 2011),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수술 후의 생리적 

변화를 이용하여 교정 치료의 치아 이동을 가속시킬 수 있는 장점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수술 후 교합 불안정성은 골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 

구치부의 조기 접촉이 생길 경우 수술 후 교정에 의해 발생하는 악골의 심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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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 악교정 선수술 치료의 가장 큰 어려움에는 

수술 후 교합 치료 시 치아 및 악골의 위치와 변위에 한 예측과 수술 후 나타나는 

일시적인 부정 교합 혹은 불안정한 교합이다. 현재 이 문제들에 한 해결 방법은 

적절한 진단 setup 모형의 제작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응용하여 진단 

setup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면, 교정에 의한 치아 이동과 이에 따른 악골 재위치 등 

여러가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악교정 수술을 위한 치아의 

교정 패턴이 소구치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치료 결과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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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악 및 하악 제1 소구치 발치를 통한 교정전 모형과 교정후 

모형의 구개부 중첩을 통해 교정 치아이동 패턴을 파악하고 진단 setup에 필요한 

치아 위치 변화에 하여 연구하였다. 진정한 3차원 분석을 위한 치아와 치열궁의 

기준점과 기준 평면을 구성하였으며, 디지털 측정에 적합한 2가지 측정 방법을 

구분하고 치아 위치에 한 측정을 시행하고 비교하였다.  

 

1. 치아의 여러 기준점과 이들을 이용한 치관의 근-원심과 협-설측 치관 평면, 

수평과 관상 및 시상 기준평면,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용하였으며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상악 모형과 맞물린 하악 모형을 스캔한 뒤 상악 

모형을 중첩 기준으로 이용해 하악 모형의 교정 전-후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다.  

2. 치아의 위치 및 각도의 3차원 변화를 3D measurement와 projected 

measurement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하였다.  

3. 제1 소구치 발치 후 상악 전치부(중절치, 측절치, 견치)는 구개측으로 

기울어졌으며 중절치가 가장 크게 기울었고, 구치부(제2소구치, 제1 구치)는 

협측으로 기울어졌다. 하악에서는 전치부가 상악과 비슷한 변화를 보인데 

반하여 구치부는 설측으로 기울어졌다. 이에 따라 악궁형태는 V 형태에서 U 

형태로 변화하였고, curve of Spee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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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악 측절치 및 견치는 제1소구치 발치와 공간으로의 원심 회전, 제2소구치 

및 제2 구치는 근심 회전을 보였다. 하악에서도 비슷하게 측절치의 원심 

회전, 제2소구치의 근심 회전을 확인하였다. 

5. 상악에서 중절치, 측절치, 제1 구치, 제2 구치가 맹출되었으며 제2소구치는 

함입되었다. 하악에서는 제2 구치가 함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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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dimensional analysis of orthodontic tooth movement  

after extraction of first premolar 

 

Jin Hong Ki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Hwy Lee, D.D.S., M.S.D., Ph.D.) 

 

There has been introduced various methods of setup digital scanned model 

virtually these days, and the difference of dental arch width, length and tooth 

movement before and after orthodontic treatment has been studied by 

superimposition techniqu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ree dimensional diagnostic 

program.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tooth movement 

and arch form to suggest a guide line for diagnostic setup and to give help in 

treatment planning for orthodontic and surgery first treatment by superimposition 

laser scanned digital model of dental casts before and after orthodontic movement 

following extraction of first pre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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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ing these point of teeth as reference, redefined crown mesio-distal plane, 

bucco-lingual plane, horizontal plane, coronal plane and midsagittal plane is 

confirmed its stability. By using maxillary palatal rugae superimposition, we 

could understand the changes of mandibular model before and after 

orthodontic treatment. 

2. Positions and angles of the teeth change were measured by separating 3D 

measurement and projected measurement. The result was compared to 

confirm the difference. 

3. Three dimensionally, maxillary anterior teeth(central incisors, lateral incisors, 

canines) became palatoversion, and the central incisor was most 

palatoversion after extraction of first premolar. Maxillary posterior 

teeth(second premolar, first molar) became buccoversion. The result of 

mandibular anterior & posterior teeth was linguoversion. Arch form changed 

from V-shape to U-shape, and the curve of Spee was decreased.  

4. In the maxillary lateral incisor and canine were distal inward rotation, and 

second premolar and second molar were mesial inward rotation to the 

extraction space of first premolar. In the mandible lateral incisor was distal 

inward rotation, and second premolar was mesial inward rotation. 

5. In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 lateral incisor, first molar, second molar were 

extruded, and second premolar was intruded. In the mandible second molar 

was intr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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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ould get the information about tooth position for diagnostic setup by using 

superimposition the rugae area of the dental casts before and after orthodontic 

treatment following first premolar extraction. 

 

 

 

 

 

 

 

 

 

 

 

 

 

 

 

 

Key words : digital dental model, diagnostic setup, virtual setup, model superimposition, 

orthodontic, tooth, first premolar,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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