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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교정용 미니스크류 제거 후  

연조직의 반흔 빈도 

 

 

 

본 연구에서는 미니스크류를 제거하고 1년 이상 경과한 부위에서의 연조직 

반흔 여부 및 그 빈도를 알아보고 이와 연관된 임상적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

여보고자 하였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에서 교정치료를 완료하고 교정장치 및 미니

스크류 제거 1년 이상 지난 성인 환자 66명 (평균 나이 27.6 ± 9.91 세)의 미니

스크류 식립 부위의 반흔 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부위는 총 202부위였고, 

미니스크류의 평균 식립 기간은 11.4 (± 9.06)개월이었다. 관련 요소를 개체 요

소와 미니스크류 관련 요소로 분류하고, 개체 요소로서 성별, 연령, 치은형, 

미니스크류 관련 요소로서 식립 부위, 전후방적 식립 위치, 수직적 식립 위치, 

식립 기간을 조사하여 반흔 빈도와의 관련성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미니스크류 제거 부위의 반흔 빈도는 44.6%였다. 

2. 편평한 치은형의 반흔 빈도가 부채꼴 치은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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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악 순협측의 반흔 빈도가 하악 순협측 또는 구개사면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p<0.05). 

4. 치조점막의 반흔 빈도가 부착치은 또는 치은치조경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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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미니스크류 제거 후  

연조직의 반흔빈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정 주 령 교수) 

 

정 성 아 

 

 

I. 서론 

 

교정용 미니스크류는 치료의 효율을 높이고 치아이동의 한계를 넓혔다는 

점에서 최신 교정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니스크류의 성공률 또한 

80% 이상으로 높아 임상적으로도 미니스크류를 포함한 골고정원이 보편화되

고 있다. (Kuroda et al., 2007; Papageorgiou et al., 2012; Park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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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크류는 식립 직후 일차적으로 피질골과의 기계적 접촉에 의해 유지

되며(Huja et al., 2005; Migliorati et al., 2012; Shah et al., 2012), 이후 접촉되는 골조

직의 개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골유착이 이차적으로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있다 (Xu et al., 2012). 골유착의 정도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미니스크류의 임상적 사용을 위한 유지력 제공에는 충분한 정도이며(Deguchi 

et al., 2003; Ohmae et al., 2001) 제거시에는 삽입시와 반대 방향으로 미니스크류

를 돌리는 것 만으로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다. 

미니스크류는 구조상 유지력을 제공하는 7mm 내외의 나사산 부위가 수질골 

깊이까지 식립되어 있고, 지름 1.5~2mm 가량의 neck 부위가 식립 부위 연조직

의 연속성을 파괴하면서 구강내로 나와 head 부위에서 교정력을 적용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미니스크류가 식립되어있는 동안에도 neck과 연조직 사

이는 수동적으로 접촉되고 있는 미세한 개방형 창상 구조이며 제거 후에는 피

질골을 지나 수질골에 이르는 좁고 깊은 개방형 결손부를 이룬다. 창상의 일반

적 치유 과정을 고려할 때, 결손부가 혈병으로 차게 되고 이후 주변 연조직과 

골막, 수질골로부터 염증 및 치유에 관련된 세포들이 이주하고 혈관이 형성되

어 결손부 조직을 재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Reinke and Sorg, 2012). 

임상적으로 미니스크류 제거시에는 위와 같은 치유 과정을 거쳐 주변 조직

과 동일한 정상 조직으로의 재생을 기대하며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거나 식

염수 세척 및 일시적인 거즈 압박만을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YC par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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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시점에서 미니스크류 제거 후 주변 연조직 및 경조직의 치유 과

정 또는 비정상적인 치유의 가능성에 대한 보고는 제한적이며, 실제로 교정치

료를 마치고 미니스크류를 제거한 지 수 개월, 수 년이 경과한 환자들의 구강 

검사시 제거 부위에 반흔으로 생각되는 희고 볼록한 연조직 융기가 종종 관

찰되곤 한다 (Figure 1).  

또한 미니스크류 이용에 따른 환자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식립 시의 통

증 또는 제거 후 그 부위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여부이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니스크류를 제거한 후 주변 연조직의 정상적인 

치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거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부위에서의 연조직 

반흔 여부 및 그 빈도를 알아보고 이와 연관된 임상적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

는 것이다. 

Figure 1. Typical soft tissue scar after miniscrew removal. (A) Right after miniscrew 

removal. (B) 1 year after miniscrew removal. Soft tissue scar is observed(black 

arrow) with whitish color, elevated surface and firm textur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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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가.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에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

지 11개월간 내원한 환자 중 교정치료를 완료하고 교정장치 및 미니스크류를 

제거한 지 1년 이상 지난 성인 환자 전원의 모든 미니스크류 식립 부위를 대

상으로 하였다. 총 66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여자 57명, 남자 9명이

었다. 연구 대상의 평균 나이는 27.6 (± 9.91)세 였다. 66명 환자의 총 미니스크

류 식립 부위의 수는 202 부위였으며, 한 사람당 평균 3.1개를 식립하였으며 

미니스크류의 평균 식립 기간은 11.4 (± 9.06)개월이었다. 사용된 미니스크류의 

종류는 pure cylindrical type (Biomaterials Korea, Seoul, Korea)와 combination of 

cylindrical and tapered type (Ortholution, Seoul, Korea) 의 2 가지였다. 지름은 pure 

cylindrical type의 경우 1.5mm, combination type의 경우 1.8mm 이며 길이는 

7mm로 동일하였다. 모두 self-drilling 방법으로 식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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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1. 반흔의 관찰 및 빈도 조사 

한 명의 평가자가 과거 교정 치료 중 촬영하였던 사진 및 기록을 통하여 

미니스크류 제거 부위를 확인하고, 해당 부위에 주변 정상조직과는 구별되는 

조직이 관찰되는 경우 편의상 연조직의 반흔으로 명명하여 이에 대한 빈도를 

조사하였다. 반흔은 미니스크류 제거 부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곳에 미니스크

류 지름과 유사한 크기로 나타나며 주변 조직에 비하여 확연히 구분되는 흰 

색깔, 다양한 정도의 융기와 촉진시 견고한 양상 등의 특징을 보인다. 반흔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번째 평가자가 다시 한 번 구분되

는 연조직 반흔의 유무를 평가하였다. 두 평가자 간 연조직 반흔 유무에 대한 

평가는 일치하였다. 또한 연구 기간 중 2번 이상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평가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다시 한 번 반흔 유무를 조사하고 사진 

촬영을 하여 재평가를 시행하였다. 2번씩 내원한 환자가 총 4명이 있었고 이

들의 미니스크류 제거 부위는 9부위였으며, 반흔 여부에 대한 조사는 첫 번째 

조사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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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흔 형성에 대한 연관 요소 분석 

반흔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적인 후보 인자들을 크게 개체 요소

(Host factor)와 미니스크류 관련 요소 (Miniscrew-related factor)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후향적으로 수집하였다.  

개체 요소로서 환자의 성별과 연령, 치은형 (gingival biotype)을 조사하였다. 

연령의 경우 미니스크류 제거 시의 환자의 연령을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연

령대별 반흔 빈도를 비교하였다. 치은형은 형태학적으로 부채꼴 치은형 (thin 

scalloped biotype)과 편평한 치은형 (flat gingival biotype)으로 분류하였다 (Figure 

2). 치관이 비교적 길고 좁으며 치간 유두가 길고 협측 변연치은이 얇고 치은

의 폭이 좁은 경우를 부채꼴 치은형으로, 치관이 비교적 짧고 넓으며 치간유

두는 짧지만 부피가 크고 협측 변연치은이 비교적 두껍고 치은 폭이 넓은 경

우 편평한 치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Lindhe et al., 2003; Olsson and Lindhe, 

1991; Olsson et al., 1993). 이러한 특징들 중 본 연구에서는 가장 명확하게 관찰 

가능한 치관의 형태, 즉 치관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측정하고 비율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상대적으로 너비의 비율이 좁은 쪽을 부채꼴 치은형, 

넓은 쪽을 편평한 치은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중 비율이 중간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10명은 치은의 형태를 이용하여 다시 한 번 분류를 시행하였다. 치간

유두가 CEJ (cement-enamel junction)로부터 cervical 1/3 내에 위치하는 경우를 

편평한 치은형, middle 또는 coronal 1/3에 위치하는 경우를 부채꼴 치은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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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10명중 치간유두를 통한 분류와 치은의 폭, 두께

의 양상이 서로 상이하여 명확한 분류가 어려운 4명은 최종적으로 치은형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분류를 위한 자료로는, 교정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은

의 부종이나 퇴축 등으로 인한 변화를 배제하기 위하여 초진 석고모형 및 구

내사진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치은형 군의 개체수와 평균적인 치

관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Crown with/crown length ratio per biotype 

 
Thin scalloped 

biotype 
Thick flat  

biotype 
Out of classifcation 

No. of subjects 25 37 4 

Crown width/Crown 

length ratio 
0.75 ± 0.04 0.89 ± 0.06 0.82 ± 0.01 

 

 

A B 

Figure 2. Classification of gingival biotypes (A) Thin scallped biotype (B) Thick flat 

bi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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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크류 관련 요소로 식립 부위, 전후방적 식립 위치, 수직적 식립 위치, 

식립 기간을 조사하였다. 식립 부위의 경우 상악 순협측, 하악 순협측, 구개사

면, 정중구개부로 분류하였다. 전후방적 식립 위치는 협측 또는 구개측 여부

에 상관없이 견치의 원심까지를 전치부, 그보다 원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치

부로 분류하였으며 식립 난이도를 고려하여 구치부를 다시 좌측과 우측으로 

세분화하였다. 식립 부위가 상악 순협측 또는 하악 순협측인 경우 수직적 식

립 위치에 따라 부착치은, 치은치조경계, 치조점막으로 분류하였다. 각화치은

만으로 덮여있는 구개사면 및 정중구개부의 자료는 수직적 식립위치의 분류

에서는 제외하였다. 식립 기간에 따른 반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개의 

식립 부위를 반흔 관찰군과 정상 치유군으로 나누어 두 군의 식립 기간을 비

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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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연조직 반흔에 대한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각 후보 요인과 반흔 발생 빈도

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산형 자료의 경우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test, 연속형 자료의 경우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요소

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Cary N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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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가. 반흔의 빈도 

미니스크류 제거 1년 이상 경과한 202 부위 중 반흔이 관찰되는 부위는 90 

부위였으며, 그 빈도는 44.6% (90/202) 였다. 

 

나. 개체 요소와 반흔 빈도의 연관성 

1. 성별 

여성 환자의 총 미니스크류 식립 부위의 수는 171 부위로, 이 중 반흔이 관

찰되는 부위는 82 부위였으며 그 빈도는 48.0%였다. 반면 남성 환자의 총 미

니스크류 식립 부위는 31 부위였고, 이중 8 부위에서 반흔이 관찰되어 25.8%

의 빈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반흔 빈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incidence of scar formation according to gender 

Gender Female Male Total Sig. 

No. of screws 171 31 202  

No. of scars 82 8 90  

Percentage (%) 48.0 25.8 44.6 NS 

Sig., 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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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연령대 별로 반흔의 빈도를 비교하였을 때 30대에서 63.6%의 비교적 높은 

반흔 빈도를 보였으나 연령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반흔 빈도의 통계학적

인 차이는 없었다 (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incidence of scar formation among different age groups 

Age (years) 10-19 20-29 30-39 40≤ Total Sig. 

No. of screws 45 91 44 22 202 
 

No. of scars 16 39 28 7 90 
 

Percentage (%) 35.6 39.8 63.6 31.8 44.6 NS 

Sig., 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3. 치은형 

부채꼴 치은형을 가진 환자의 92개의 식립 부위 중 34 부위에서 반흔이 관

찰되어 37.0%의 반흔 빈도를 보였다. 편평한 치은형을 가진 환자의 경우 92 

부위 중 43 부위, 즉 52.3%의 반흔 빈도를 보였다. 편평한 치은형에서 부채꼴 

치은형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반흔 빈도를 보였다 (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incidence of scar formation according to gingival biotypes 

Gingival biotype Thin scalloped biotype Thick flat biotype Total Sig. 

No. of screws 92 92 184  

No. of scars 34 43 77  

Percentage (%) 37.0 46.7 41.8 * 

Sig., significance;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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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니스크류 관련 요소와 반흔 빈도의 연관성 

1. 식립 부위 

상악 순협측에 식립한 경우 122 부위 중 69 부위, 즉 56.6%의 반흔 빈도를 

보였다. 하악 순협측에서의 반흔 빈도는 27.4%으로 62 부위중 17 부위에서 

반흔이 관찰되었고, 구개 사면은 23.5%으로 17부위 중 4 부위에서 반흔이 관

찰되었다. 정중 구개부에 식립한 경우는 1개였으며, 제거 부위에서의 반흔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5). 

정중 구개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부위에 따른 반흔 빈도를 통계학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상악 순협측에 식립한 경우가 하악 순협측 또는 구개사면에 

식립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흔 빈도를 나타내었다.  

 

 

Table 5. Comparison of incidence of scar formation among different insertion sites 

Insertion 

sites 

Maxillary 

labiobuccal 

Mandibular 

labiobuccal 

Palatal  

slope 
Midpalatal Total Sig 

No. of 

screws 
122 62 17 1 202  

No. of scars 69 17 4 0 90  

Percentage 

(%) 
56.6𝑎  27.4𝑏 23.5𝑏 0 44.6 * 

Sig., significance; *, p<0.05. Groups with different letter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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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후방적 식립 위치 

전후방적 식립 위치에 따른 반흔 빈도는 좌측 구치부에서 41.6%, 우측 구

치부에서 43.0%, 전치부에서 55.3%였으며, 빈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Table 6). 

Table 6. Comparison of incidence of scar formation according to different antero-

posterior positions 

Antero-

posterior 

position 

Left posterior Right posterior Anterior Total Sig. 

No. of screws 77 86 38 201  

No. of scars 32 37 21 90  

Percentage (%) 41.6 43.0 55.3 44.8 NS 

Sig., 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3. 수직적 식립 위치 

미니스크류를 순측 또는 협측에 식립한 경우, 수직적으로는 치은치조경계 

상에 식립한 경우가 97개로 가장 많았고, 반흔은 49 부위에서 관찰되어 그 빈

도는 50.5%였다. 부착치은에 식립한 경우는 48 부위였으며 28 부위에서 반흔

이 관찰되어 58.3%의 반흔 빈도를 보였다. 치조점막에 식립한 39 부위 중 반

흔이 관찰된 곳은 9 부위에 그쳐 23.1%의 비교적 낮은 반흔 빈도를 보였다. 

치조점막에 식립한 경우가 부착치은 또는 치은치조경계에 식립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은 반흔 빈도를 보였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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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incidence of scar formation according to different vertical 

positions 

Vertical 

position 
Attached 

gingiva 
Mucogingival 

junction 
Alveolar 

mucosa 
Total Sig. 

No. of screws 48 97 39 184  

No. of scars 28 49 9 86  

Percentage (%) 58.3𝑎 50.5𝑎 23.1𝑏 46.7 ** 

Sig., significance; **, p<0.01. Groups with different letter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4. 식립 기간 

정상 치유군의 미니스크류 식립 기간은 평균 11.2개월이었으며, 반흔 관찰

군의 평균 식립 기간은 11.7개월이었다. 두 군간 식립 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8). 

 

Table 8.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insertion period for normal healing group 

and scar formation group 

 Normal healing Scar formation Sig. 

Insertion period (month) 11.2 ± 9.13 11.7 ± 9.03 NS 

Sig., 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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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요소의 다중회귀분석 

반흔 빈도와 관련하여 유의한 변수인 치은형, 식립 부위 및 수직적 식립 위

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수직적 식립 위치를 구분할 수 

없는 구개부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변수간 다중공선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분

석 결과 세 변수 모두가 p<0.05로 유의성을 보여 반흔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

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Odds ratio를 이용하여 각 요소의 상대적인 위험

도를 알 수 있었다. 치은형이 편평한 치은형인 경우, 부채꼴 치은형에 비하여 

2.052배 높은 반흔 빈도를 보였다. 식립 부위가 하악 순협측인 경우 상악 순

협측에 비해 반흔 빈도가 0.341배 낮았고, 수직적으로는 치조점막에 식립했을 

때와 비교하여 부착치은에 식립시 2.705배, 치은치조경계에 식립시 2.052배 높

은 빈도를 보였다 (Table 9).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main cause of scar formation 

Variables 

Odds Ratio Estimates 

sig 
Odds 

ratio 
95% Wald  

confidence limits 

Gingival biotype 2.052 1.091 3.860 * 

Insertion site 0.341 0.170 0.685 * 

Vertical position 

Attached gingiva vs Alveolar mucosa 

Mucogingival junction vs Alveolar mucosa 

 

2.705 

2.052 

 

1.119 

1.091 

 

6.536 

3.860 

* 

Sig., significance;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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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성공적인 교정치료를 위한 미니스크류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니스크류의 식립 및 제거는 구강 내 조직에 외상을 가하나 가역적인 시술

에 해당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미니스크류 제거 1년 

후 반흔의 잔존 빈도는 44.6%에 달한다. 치료 후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성의 

평가도 중요한 교정치료에서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이러한 반흔조직은 

교정 치료의 결과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반흔이란 염증이나 외상 후 세포외 기질의 개조 시 합성과 분해 과정의 불

균형으로 발생하는 섬유증식성 병소이다 (Tredget, 1999). 조직학적으로는 과도

한 혈관화와 세포 밀집, 세포외 기질에의 과도한 콜라겐 침착을 보인다 

(Tredget et al., 1997; Tuan and Nichter, 1998). 창상 치유시 정상적인 치유를 위해

서는 창상 부위의 1차 봉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치유 기간동안 기계적 자극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혈행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Slemp and Kirschner, 

2006). 또한 손상의 깊이가 얕을수록 정상 조직으로의 치유에 유리하다 

(Monstrey et al., 2008). 그러나 미니스크류 제거 부위는 지름 1.5~2mm에 달하는 

원형의 결손부이며 대부분 견고한 부착치은 상에 위치하여 1차 봉합이 어렵

고, 끊임없는 저작과 발음으로 인한 기계적 자극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깊이

도 수질골까지 이르는 깊은 결손부로서 치유에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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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요소 중 편평한 치은형에 속하는 경우 높은 반흔 빈도를 나타내었다. 

보철 치료시 치은형에 따라 치료 후 치주 조직의 반응을 서로 다르게 예측할 

수 있는데, 보철용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편평한 치은형에서 순측 치조골 

흡수 및 치은 퇴축 가능성이 부채꼴 치은형보다 낮다고 알려져있다(Aguirre-

Zorzano et al., 2013). Biologic width를 침범하는 보철물을 장착한 경우에도 부채

꼴 치은형은 치은 퇴축이 쉽게 일어나는 반면 편평한 치은형은 치주낭이 깊

어지더라도 치은의 높이는 유지된다 (Araujo et al., 2006; Fu et al., 2011). 이로 미

루어 보아 치주조직에 합성과 분해를 동반한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편평한 치은형에서 부채꼴 치은형보다 합성 기전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

거나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미니스크류 제거 부위의 

치유 과정에도 이러한 특성의 영향으로 콜라겐이 과도하게 합성되어 주변 조

직과 구분되는 반흔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치은형을 분류하는 좋은 방법으로 치은의 두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probe를 치은 열구에 삽입하여 비춰보이는지 확인하는 방법 (De Rouck et 

al., 2009)과 3차원 영상에서 치은의 두께를 계측하는 방법 (La Rocca et al., 2012) 

등이 있으나 본 연구는 후향적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

은 분류를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전향적 연구를 계획하여 초진 

시 치주조직에 대한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한다면 보다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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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에 따른 개체의 내인성 요소는 일반적인 피부의 반흔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있다 (Brown and Bayat, 2009). 따라서 환자에 다수의 미니스크류 

식립 부위가 있는 경우의 반흔 발생 경향을 알아보고자, 미니스크류를 3개 이

상 식립했던 환자들 34명에서 개체별 반흔 빈도 (반흔 부위/총 식립 부위)를 

산출하여 그래프상에 나열하였다 (figure 3). 34명의 총 식립 부위는 144 부위였

고 반흔 부위는 65 부위로서 전체적으로 45.1%의 반흔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모든 연구대상에서의 반흔 빈도인 44.6%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그러나 개체별 반흔 빈도를 보면 6개의 식립 부위 중 3개의 반흔이 관

찰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3.3% 이하 또는 75.0% 이상의 반흔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반흔이 안 생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서는 발생률이 낮은 

0.0

20.0

40.0

60.0

80.0

100.0

0 10 20 30 40

In
ci

d
e
n
ce

 o
f 

sc
a
r 

(%
) 

Figure 3. Incidence of scar for each subject who has at least 3 miniscrew 

inser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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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서는 발생률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피부 반흔과 유사하게 개체의 내인성 요소의 중요성을 간

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미니스크류 관련 요소 중 수직적 식립 위치에 따른 반흔 빈도를 비교하였

을 때, 치조점막에서 유의하게 낮은 빈도를 보였다. 치조점막은 조직학적 특

성상 혈행이 풍부하고 부착치은과 달리 비각화상피로 이루어져있으며 교원섬

유 대신 탄성섬유가 풍부하며 느슨한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져있는데 (Lindhe et 

al., 2003), 이러한 특징이 낮은 반흔 빈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식립 후 안정성과 사용 편의를 고려할 때 치조점막이 

부착치은 또는 치은치조경계보다 불리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Ure et al., 

2011). 

식립 부위에서는 상악 순협측이 하악 순협측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반흔 

빈도를 보였다. 이는 상악에서 부착 치은의 폭이 더 넓어 앞서 언급한 수직적 

위치에 따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과 상하악 골질의 차이로 인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임상적으로는, 반흔의 가능성이 식립 부위의 선택시 하나의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구치부 협측의 경우 심미성에 문제가 되거나 환자가 인지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보일 수 있는 상악 전치부나 환자가 혀로 촉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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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부 반흔의 경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추후 반흔의 예방 또는 치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부의 상처나 수술 후 생기는 반흔에 대해서는 그 원인 요소와 발생 기전

을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피부의 연속성이 파괴되었다가 치유되면서 주

변 조직보다 융기되고 단단한 조직이 흉터로 남는 경우를 비후성 반흔

(hypertrophic scar)이라 명명하며, 이는 미니스크류 제거 부위의 반흔과도 유사

한 소견을 보인다 (Urioste et al., 1999). 

피부 반흔의 대표적인 예로, 갑상선 절제술 후 쇄골 상부의 비후성 반흔의 

발생 빈도는 63.54%로 보고되고 있으며 (Kim et al., 2012), 유방 축소술 또는 

정중 흉곽절제술 후 흉부에 비후성 반흔이 관찰되는 빈도는 60%로 보고되고 

있어 (Mahdavian Delavary et al., 2012) 본 연구에서의 미니스크류 반흔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후성 반흔의 치료법으로는 국소적 스테

로이드 주사, 압박 요법, 실리콘 겔의 적용, 레이저 요법, 또는 이러한 방법들

과 외과적 절제 후 재봉합을 병행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Armour et al., 2007; 

Bloemen et al., 2009; Zhu et al., 2013), 미니스크류 반흔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구강 내 반흔의 치료를 위하여 치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모

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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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미니스크류 제거 부위의 반흔 빈도는 44.6%였다. 

2. 편평한 치은형의 반흔 빈도가 부채꼴 치은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 

3. 상악 순협측의 반흔 빈도가 하악 순협측 또는 구개사면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p<0.05). 

4. 치조점막의 반흔 빈도가 부착치은 또는 치은치조경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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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cidence of soft tissue scar remaining  

after the removal of orthodontic miniscrews 

 

Sung-ah Jung,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ooryung J. Chung, D.D.S.,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of soft tissue scar remaining at 

least 1 year after the removal of orthodontic miniscrews and to analyze clinical factors 

associated with scar formation. 

Subjects were examined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of soft tissue scar who had 

finished orthodontic treatment at Department of Orthodontics, Gangnam Severance 

Hospital, and removed orthodontic appliances and miniscrews at least 1 year ago. 66 

patients (mean age 27.6 ± 9.91 years) were included. Total number of removal sites were 

202 sites, and mean insertion period was 11.4 (± 90.6) months. To find out the clinical 

factors associated with soft tissue scar formation, host factors including age, gender and 

gingival biotype and miniscrew-related factors such as insertion site, vertical and antero-

posterior location and insertion period  were evaluat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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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incidence of soft tissue scar after miniscrew removal was 44.6%. 

2. Thick flat gingival biotyp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cidence of soft tissue scar 

than thin scalloped gingival biotypes (p<0.05). 

3. Maxillary buccal miniscrew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cidence of soft tissue scar 

than those of the mandible or palatal slope (p<0.05). 

4. Miniscrews placed at the alveolar mucosa showed significantly lower incidence of soft 

tissue scar than those of the mucogingival junction and the attached gingiva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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