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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중장년층의 전치부 교정치료 후 치주적 변화 

 

<지도교수: 정 주 령>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한 지 희 

 

교정치료의 대중화와 더불어 성인 교정 환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더불어 중장년층 환자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교정치료의 경우 치주질환에 이환된 환자가 많고 치근흡수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성장기 또는 젊은 성인층의 교정치료보다는 어렵고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과 젊은 성인 사이의 전치부 교정치료의 효과 및 

치주적인 변화 양상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비교하고자 2011-2016년 사이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 치과교정과에 내원하여 상하악 전치부의 부분 

교정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N=39)의 의무기록, 방사선 사진 및 진단 모형을 

이용하여 치료 전후의 부정교합 심도와 치료 후 교합 및 치주 상태의 변화, 

전치부 치근흡수 여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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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를 나타내는 Discrepancy Index(DI)는 젊은 

성인 대조군에서 4.8±2.42, 중장년군에서 8.5±6.22 로 젊은 성인군에 

비해 중장년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하지만, 교정치료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Cast Radiograph Evaluation (CRE)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치료기간은 젊은 성인군의 경우 

5.6±2.53 개월, 중장년군의 경우 8.4±5.57 개월로 중장년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0.05). 

 

2. 중절치에서의 변연골 상실량은 젊은 성인 대조군에서 치료 전 

1.3±0.48mm, 치료 후 1.5±0.47mm 이었으며, 중장년군에서 치료 전 

3.1±1.58mm, 치료 후 3.4±1.43mm 로 치료 전, 후 모두 중장년군이 젊은 

성인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3. 교정치료에 따른 전후 변연골 변화량은 젊은 성인 대조군에서           

-0.2±0.10mm, 중장년군에서 -0.3±0.38mm 로 두 군 모두 경미한 변연골 

상실을 나타내었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0.05), 

변연골 상실량을 1mm 단위의 범주로 나누어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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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후 중절치의 평균 치근흡수량은 젊은 성인군에서 -0.6±0.44mm, 

중장년군에서 -1.0±0.61mm 로 중장년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치료기간과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영향을 제외시킨 후 비교한 결과 

치근흡수 정도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치근흡수량을 

1mm 단위의 범주로 나누어 빈도를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핵심이 되는 말: 성인, 중장년층, 교정치료, 치주변화, 변연골 상실, 치근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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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의 전치부 교정치료 후 치주적 변화 

 

<지도교수: 정 주 령>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한 지 희 

 

 

Ⅰ. 서론 

 

교정치료의 대중화와 더불어 성인 교정 환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1,2, 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의 비율이 전통적인 

교정치료의 환자군으로 간주되는 성장기 아동의 비율과 유사한 상황이다3. 

또한 고령화와 더불어 이제까지는 교정치료의 주된 연령층으로 여겨지지 않던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환자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3. 

치아와 교합 및 악안면 주변 조직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노화에 따른 

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치주질환에 따른 병적 치아 이동 또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4,5.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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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35%는 치주 치료를 요하는 치주질환에 

이환되었으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각각 4.3%, 16.7%, 31.8%, 

45%, 49.8%로 그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6. 특히 중증도에서 

심한 치주염이 있는 경우는 약 30%에서 전치부의 병적 치아이동으로 인한 

전방 경사, 정중 이개, 회전, 정출이 발생하였으며7, 이러한 치열의 변화는 

치주치료 후에도 비가역적으로 잔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다8. 

치주질환의 기왕력과 심한 골소실이 있는 복잡한 문제를 지닌 성인이라도, 

치주질환의 병인이 조절되고 구강위생이 확보된다면 교정치료를 진행 할 수 

있으며9,10, 원칙적인 교정치료가 진행된다면 교정치료가 추가적인 부착소실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10. 진행된 치주질환으로 인해 전치부 전방 

경사 혹은 정출이 있는 경우, 적절한 치주치료와 교정치료가 동반되면 

임상적인 부착조직의 증가 및 주변 골 높이의 향상이 가능하며11-13, 심한 

골소실이 있는 부위라 할지라도 교정적인 공간 폐쇄를 통해 골 높이의 향상이 

관찰되기도 한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들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14. 하지만, 

이러한 임상적인 결과는 대조군의 설정이 명확하지 않거나15,16, 치주질환에 

이환된 비교적 젊은 성인층을 대상으로 평가된 경우가 많아10, 중장년층의 

교정치료의 효과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병적 치아이동이 발생한 후 교정치료를 진행한 결과, 치료전보다 

변연골 소실이 증가하였다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17, 치아 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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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치아 동요로 인해 부착소실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어18, 치주문제가 

동반된 환자의 치아 이동 시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비교적 고령자의 경우,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 치주질환에 이행된 경우가 많아5,19 예후가 불명확하며, 치아 상실 

또는 다수의 보철물 등으로 인해 치료계획이 복잡하고20 교정치료의 역계가 

불리한 경우가 많으며21, 치주막의 혈관공급이 줄어들고 좁아지며, 골이 

치밀해짐에 따라 치근흡수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22. 

따라서 중장년층의 교정치료는 성장기 또는 젊은 성인층에 비해 비교적 

어렵고 제한적인 치료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중장년층의 

치과 질환자 스스로 교정치료를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것과 

같이23, 환자 또는 임상가 사이에서 조차 나이에 따른 교정치료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중장년층의 경우 젊은 성인군에 비해 

교정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24 전치부와 연관된 교정 수요가 특히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25, 향후 중장년층 또는 치주 질환자의 기능적, 심미적, 

심리적인 개선을 위한 전치부 교정치료의 수요 및 필요성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과 젊은 성인 사이의 교정치료, 특히 전치부 

교정치료의 효과 및 치주적인 변화 양상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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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중장년층의 교정치료 시의 임상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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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상하악 전치부(전치, 측절치, 견치)를 포함하는 부분 교정치료를 

받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환자의 의무기록, 방사선 사진 및 진단 모형을 

이용하여 치료 전후의 부정교합 심도와 치료 후 교합 및 치주 상태의 변화, 

전치부 치근흡수 여부를 분석하는 후향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IRB 승인(CRNo: 3-2017-0032)을 받았다. 

연구 대상은 2011-2016년 사이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에 

내원하여 상하악 전치부의 부분 교정치료를 받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중 치료 전, 후 진단 모형과 계측 기준 설정을 위해 4mm 방사선 불투과성 

금속 구슬을 삽입하여 촬영한 표준화된 전치부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 

존재하는 환자(N=39)로 설정하였다26. 이 중 동적 치료 개시 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군을 중장년군(N=27)으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을 젊은 성인 

대조군(N=12)으로 설정하였다. 상악 또는 하악을 단독으로 치료한 경우도 



9 

포함되어 분석한 악궁 수는 중장년군의 경우 상악 20악과 하악 18악이며, 

젊은 성인 대조군은 상악 8악과 하악 9악이었다.(표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Young adult Middle-aged adult Total (n) 

Age(year)   22.7±2.93 53.3±7.93   

Gender Male 7 (58.3%) 8 (29.6%) 15 

 
Female 5 (41.7%) 19 (70.4%) 24 

 
Total 12 (100%) 27 (100%) 39 

Region Mx 8 (47.1%) 20 (52.6%) 28 

 
Mn 9 (52.9%) 18 (47.4%) 27 

  Total 17 (100%) 38 (100%) 55 

 

 

2. 치료 전 후의 병력, 교합 및 치주상태의 분석 

 

(1) 치과 병력 및 치료 기간 

 

의무기록을 통해 교정치료 전의 전반적인 치과 병력 및 동적 치료 개시부터 

교정 장치 제거까지의 치료 기간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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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교합의 심도 분석 

 

 부정교합의 심도를 계측하기 위하여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 

(ABO)에서 제시된 Discrepancy Index(DI)를 응용하였다27. 치료 전 진단 모형 

상에서 총생, 공간, 전치부 수평피개, 수직피개를 평가하였고,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상에서 IMPA 각도, 결손치아(하악 전치 발치 포함)를 평가하여 

점수화하였다.(표 2) 전치부 부분 교정치료 대상자를 포함하였으므로 DI의 

구성 요소 중 구치부 교합 및 골격과 연관된 ANB, SN-GoGn, 측방 개방교합 및 

교합관계, 협 설측 반대교합 여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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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ified Discrepancy Index(DI) to measure the orthodontic case 

complexity 

 

  Criteria Point 

Overjet 

0≤ ＜1mm 1 point 

1≤ ≤3mm 0 point 

3＜ ≤5mm 2 points 

5＜ ≤7mm 3 points 

7＜ ≤9mm 4 points 

＞9mm 5 points 

Negative overjet 1 point per mm 

Overbite 

0＜ ≤3mm 0 point 

3＜ ≤5mm 2 points 

5＜ ≤7mm 3 points 

100% overbite 5 points 

0mm(edge to edge) 1 point 

Open bite 
2 points per mm for 

each maxillary tooth 

Crowding 

1≤ ≤3mm 1 point 

3＜ ≤5mm 2 points 

5＜ ≤7mm 4 points 

＞7mm 7 points 

IMPA 
≥99˚ 1 point 

Each full degree ＞99˚ Add 1 point 

Impaction          

(except 3rd molars) 
  2 points per 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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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ng teeth     

(except 3rd molars) 

Non-congenital 1 point per tooth 

Congenital 2 points per tooth 

Spacing 

Diastema ≥2mm 2 points 

≥ 0.5mm space on both sides 

of any 4 teeth or more 
2 points 

 

치료 후 부정교합의 개선 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ABO)에서 제시된 Cast-Radiograph Evaluation(CRE)를 응용하였다27. 

단, 전치부 부분 교정을 시행한 것을 고려하여 전체 악궁 및 구치부와 연관된 

변연융선, 협설측 경사, 교합접촉, 상하악의 교합관계는 분석에서 제외 후 

전치부 배열, 인접면 접촉, 수평피개, 치근경사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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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ified Dental Cast and Panoramic Radiographs(CRE) to evaluate treatment outcome 

 

  Criteria Point  

Deviated alignment 
0.5≤ ≤1mm 1 point for each tooth 

＞1mm 2 points for each tooth 

Interproximal space 
0.5＜ ≤1mm  1 point for each contact 

＞1mm 2 points for each contact 

Overjet 

If the mandibular canines or incisors  

1 point for each maxillary tooth are not contacting lingual surfaces of  

maxillary teeth, and the distance is ≤1mm 

＞1mm 2 points for each maxillary tooth 

Root angulation 

Not parallel 1 point for each occurrence 

Root contacting adjacent root 2 points for each occurrence 

* Omit scoring the canine relationship  
 

with adjacent tooth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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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연골 높이 계측 

 

치료 전 후, 변연골의 높이 변화를 계측하기 위하여 교정치료 전과 후 상악 

또는 하악 전치부에 계측 기준 설정을 위해 4mm 방사선불투과성 금속 구슬을 

삽입하여 촬영한 표준화된 치근단 방사선 사진(Kodak Insight, film speed F, 

Rochester, NY, USA)을 이용하였다(70 KVp, 10mA, Yoshida REX 601, Tokyo, 

Japan). 모든 치아는 XCP 기구 (XCP Kit: extension cone paralleling 

instruments, Ran, Elgin, IL, USA)를 이용하여 평행촬영법으로 촬영하였으며, 

이후 금속 구슬의 크기를 이용하여 영상의 확대율을 보정하였고 동일 

모니터에서 측정하였다15,26. 

치관 법랑질과 치근 백악질의 경계부위를 백악법랑경계(CEJ), 치조골에서 

중절치의 치주인대 폭경이 정상 폭경을 유지하고 있는 치경부 상방 부위를 

치조정으로(AC) 정의하였다. 변연골 상실량(MBL)를 측정하기 위해 좌, 우측 

중절치의 근심 및 원심에서 백악법랑경계(CEJ)로부터 치조정(AC)까지의 

거리를 치아 장축에 평행하도록 측정하였고(그림 1), 치료 전 후 변연골 

상실량의 차이를 변연골 변화량(∆MBC)으로 정의하였다. 변연골의 추가적인 

상실이 있는 경우 음의 값으로(-), 증가한 경우 양의 값으로(+) 표시하였다. 

변연골 변화량은 좌 우 중절치 근원심 네 부위의 평균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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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악궁수는 중장년군의 경우 상악 20악과 하악 18악, 젊은 성인 

대조군은 상악 8악과 하악 9악이었다. 

 

 MBL T1 = Marginal bone loss on pre-treatment(T1) radiographs 

 MBL T2 = Marginal bone loss on post-treatment(T2) radiographs 

Marginal bone change(△MBC)= MBL T2 - MBL T1 

 

(4) 치근흡수량 

 

확대율이 보정된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치아 장축을 따라 

절단면에서 치근첨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치아 길이(TL)를 계측하였다. 치료 

후 치아 길이에서 치료 전 치아 길이의 차이를 계산하여 음의 값(-)을 보일 

경우 치근흡수(RR)로 정의하였다28. 상악 및 하악에서 각각 좌, 우측 

중절치의 평균을 이용해 분석하였다.(그림 1) 

 

 TL T1= Tooth length on pre-treatment(T1) radiographs 

 TL T2= Tooth length on post-treatment(T2) radiographs 

  Root resorption(RR)= TL T2 - TL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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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eriapical radiographic measurement representing marginal bone 

loss (MBL=CEJ-AC) and tooth length(TL)  

 

 

 

3. 통계 분석 

 

 측정 결과의 오차 검정을 위해 20명의 환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변연골 상실 

및 치아 길이 계측치를 2주 간격으로 재측정하였다. 신뢰성에 관한 평가를 

위해,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ICC)을 실시하였으며, 각 계측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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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ICC의 범위는 0.785에서 0.995 (p<0.001) 사이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중장년군과 대조군 사이의 치료 기간,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 및 치료 후 

교합양상의 변화, 변연골의 전, 후 평가, 변연골 상실량의 차이 및 

치근흡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중장년군과 대조군 각 군내의 치료 전 후 변연골 높이의 변화 및 치료 전 후 

치근흡수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SPSS statistics (Version 24,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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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부정교합의 심도 및 치료 결과 

  

교정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를 나타내는 DI의 경우, 젊은 성인군이 

4.8±2.42, 중장년군 8.5±6.22로, 중장년군이 젊은 성인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DI를 나타내었다(p<0.05). 교정치료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CRE의 

경우는 젊은 성인군 -2.1±3.06, 중장년군 -2.5±3.14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평균 치료 기간은 젊은 성인군 

5.6±2.53개월, 중장년군 8.4±5.57개월로 중장년군이 젊은 성인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길었다(p<0.05).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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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reatment outcome based on Discrepancy Index, Cast-Radiograph 

Evaluation and treatment duration 

 

  Young adult        

(N= 12) 

Middle-aged 

adult (N=27) p-value   

  mean SD mean SD 

DI 4.8 2.42 8.5 6.22 0.011* 

CRE -2.1 3.06 -2.5 3.14 0.69 

Treatment duration (months) 5.6 2.53 8.4 5.57 0.04* 

p-value, Independent t-test mean±SD 

*p<0.05, comparing young adult and middle-aged adult  

DI, Discrepancy Index; CRE, Cast-Radiogrph Evaluation 

 

 

2. 치주상태 분석 

 

 중절치의 변연골 상실은 젊은 성인군에서 치료 전(MBL T1) 1.3±0.48mm, 

치료 후(MBL T2) 1.5±0.47mm, 중장년군에서 치료 전(MBL T1) 3.1±1.58mm, 

치료 후(MBL T2) 3.4±1.43mm 로 치료 전, 후 모두 젊은 성인군에 비해 

중장년군이 유의하게 상실량이 더 높았다(p<0.001). 치료 전후의 변연골 

변화량(△MBC)은 젊은 성인군에서 평균 -0.2±0.10mm, 중장년군에서 평균              

-0.3±0.38mm 로, 두 군 모두 치료에 따른 경미한 변연골 소실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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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으며, 두 군간에 유의한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상하악 변연골의 변화를 분리하여 추적한 결과, 상악과 하악의 변연골 변화량 

또한 젊은 성인군과 중장년군에서 유사하였다(p>0.05).(표 5) 

  개별적인 변연골 변화 양상을 빈도로 분석할 경우, 젊은 성인군의 경우 

전원에서 치료 후 1mm 이내의 경미한 변연골 상실이 확인되는 반면         

(-1mm < △MBC < 0mm), 중장년군의 경우 1mm 이상의 변연골 상실을 보이는 

경우 (-2mm < △MBC ≤ -1mm) 또는 오히려 변연골 높이가 개선된 경우  

(△MBC ≥ 0mm) 등 더 다양한 변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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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hanges of marginal bone loss before and after treatment  

    

 

       Young adult (19≤Age<30)          

(N=17) 

       Middle-aged   (Age≥40)             

(N=38) Comparison   

( p value) 

Pre-Tx.  Post-Tx. Pre-Tx. Post-Tx. 

MBL(mm)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1.3 0.48 1.5 0.47    3.1 1.58 3.4 1.43 <0.05*a 

△MBC(mm) 

mean SD mean SD 
 

-0.2 0.1 -0.3 0.38 0.06b 

Mx (N=8) Mn (N=9) Mx (N=20) Mn (N=18)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0.2 0.1 -0.2 0.1    -0.3 0.33 -0.4 0.41 >0.05c 

          

Paired t-test- mean±SD: a; Independent t-test- mean±SD: a, b, c; *p<.05 
  

MBL, Marginal bone loss; △MBC, Marginal bone change  
    

△MBC-Mx, Marginal bone changes of Maxillary incisors  
    

△MBC-Mn, Marginal bone changes of Mandibular inc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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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of the marginal bone change(△MBC)  

 

Marginal bone change    

(△MBC) 
Young adult, N(%) Middle-aged, N(%) 

-1mm<  <0mm 17(100%) 34(89.5%) 

-2mm< ≤-1mm 0 1(2.6%) 

Improved, ≥0mm 0 3(7.9%) 

Total 17(100%) 38(100%) 

 

 

Fisher's exact test, p=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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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근흡수 

  

 치료 전 치아의 길이(TL T1)는 젊은 성인군에서 21.7±2.34mm, 중장년군에서 

22.4±3.09mm로 유사하였으며, 치료 후 치아 길이(TL T2) 또한 젊은 

성인군에서 21.1±2.27mm, 중장년군에서 21.4±2.93mm로 유사하였다(p>0.05). 

하지만, 치료 후 치아의 길이는 치료 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치근흡수량(RR)은 젊은 성인군에서 평균 -0.6±0.44mm, 

중장년군에서 평균 -1.0±0.61mm로, 중장년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상, 하악 치근흡수량을 따로 분리하여 추적한 결과, 상악과 하악의 

치근흡수량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 (표 6). 

 치근흡수량의 증가 양상은 부정교합의 심도, 치아 이동 거리 또는 교정치료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29-32,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DI)와 

교정치료 기간에 대한 보정 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젊은 성인군과 중장년군 

사이의 치근흡수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 7).  

  젊은 성인군과 중장년군 모두 2mm 이내의 경미한 치근흡수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중장년군 일부에서는 2mm 이상의 치근흡수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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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oot resorption after orthodontic treatment 

           

 

     Young adult (19≤Age<30) 

(N=17) 

       Middle-aged (Age≥40) 

(N=38) 

Comparison  

( p value) 

Pre-Tx.  Post-Tx. Pre-Tx. Post-Tx.   

Tooth length(mm)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21.7 2.34 21.1 2.27 22.4 3.09 21.4 2.93 <0.001***a 

Root resorption 

(mm) 

mean SD mean SD 
 

-0.6 0.44 -1.0 0.61 0.014*b 

Mx(N=8) Mn(N=9) Mx(N=20) Mn(N=17)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0.6 0.35 -0.6 0.53 -1.2 0.63 -0.8 0.55 >0.05c 

          

Paired t-test- mean±SD: a 
       

Independent t-test- mean±SD: a, b, c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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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the degree of root resorption according to aged group 

 

  Young adult 

(19≤Age<30)(N=17) 

 Middle-aged   

(Age≥40)(N=38)  
p value 

  

Root resorption(mm) 
Estimate mean  SE Estimate mean SE   

-0.713 0.165 -0.909 0.108 0.346 

      

Data analyzed by ANCOVA, adjusted DI, treatment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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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tribution of mean root resorption after treatment  

 

Root resorption Young adult,N(%) Middle-aged,N(%) 

<1mm 15(88.2%) 22(59.5%) 

1mm≤ <2mm 2(11.8%) 11(29.7%) 

2mm≤ <3mm 0 4(10.8%) 

Total(N) 17(100%) 37(100%) 

 

 

 

Fisher's exact test, p=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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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와 변연골 상실이 심해 비교적 

불리한 조건이라고 여겨지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의 경우라 할지라도 

전치부의 교정치료에 따른 추가적인 변연골 상실이나 치근흡수 양상은 젊은 

성인층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교정치료의 대중화 및 고령화와 더불어 성인 및 중장년층 이상의 교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aging)에 따른 교정치료의 효과 

또는 치주조직에 대한 보고는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 논문들은 주로 치주 

조직이 감소한 성인에서의 교정치료 결과를 분석하여, 교정치료 전 진행중인 

치주 문제를 조절하고 구강위생을 철저히 시행한다면 교정치료에 의한 

추가적인 부착소실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앞선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또는 비교적 젊은 성인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조건에 맞는 대조군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사선 사진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중장년층의 교정치료에 따른 치조골의 

변화나 치근흡수를 임상적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전치부의 부분 교정을 시행한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 중 비교적 젊은 성인층에 속하는 19세 이상부터 30대 미만까지의 성인을 

대조군으로, 40세 이상을 중장년군으로 설정하였으며 표준화된 치근단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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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이용하여 교정치료에 따른 치주조직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계측, 

비교하였다. 다만, 후향적인 연구의 특성 상 비교적 간단한 부분 교정 

증례들로 구성된 젊은 성인군에 비해 중장년군의 경우는 치주문제로 수직, 

수평 피개가 증가하거나 전치의 발치가 추가적으로 동반된 복합적인 증례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두 군간의 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를 유사하게 

설정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오히려 초진 상태 및 예후가 불리할 수 있는 중장년층에서 

젊은층과 비교적 유사한 치료 결과와 치주적인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교정치료 효과 자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치료에 따른 변연골의 변화는 젊은 성인군과 중장년군 모두 미미한 

변연골 상실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교정치료에 따른 평균 변연골 상실량이 약 

0.3mm라고 밝힌 이전 연구와 유사하였다32. 하지만 치료 후 1mm 이내의 

변연골 상실을 나타낸 젊은 성인군과는 달리, 중장년군 환자 중 일부는 

오히려 치료 후 변연골 높이가 상승한 부위도 존재하였다. 변연골의 상승이 

관찰되는 치아는 특징적으로 병적 치아 이동으로 인해 정출이 일어나 

교정치료를 통해 압하를 시행한 부위로, 이는 변연골 상실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전치부 압하를 시행하여 치조골 지지의 증가를 얻었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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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흡수는 교정치료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며, 치근첨 부위는 치관부에 

비해 전체 치주 지지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다33-35. 약 

3mm의 치근첨 지지 상실이 1mm의 치관부 골소실 시 치주지지 상실 정도와 

유사하며, 2mm 이하의 치근흡수가 일어난 경우 치주 부착의 92%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치아의 예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된다34. 

본 연구에서 전치부의 교정치료에 따른 치근흡수량은 대부분이 2mm 이내로 

유지되었으나, 그 평균량은 젊은 성인층에 비해 중장년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p<0.05). 교정치료에 따른 치근흡수량은 연령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으나36,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성인에서 치근흡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9. 이와 더불어 중장년군의 경우 치료 전 부정 교합의 

심도가 높고, 이에 따른 치료 기간 또한 젊은 성인군에 비해 길었기 때문에 

나이 자체보다는 이러한 치료 요소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29,30,37. 

따라서 부정교합의 심도(DI)와 교정치료 기간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두 요인을 조절한 뒤 공분산분석 및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나이 

차이에 따른 두 군간의 치근흡수 정도 및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p>0.05).  

하지만, 교정치료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변연골 소실량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과도한 치근흡수가 일어난다면 치관-치근 비율이 불리해지고 

지지조직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38, 특히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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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연골 상실이 더욱 뚜렷한 중장년층의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요한다. 

다행히도 기존의 변연골 상실이 1mm 이상인 중장년층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치근흡수는 1mm 이내로 크지 않았으며, 평균 치근흡수량이 1mm 

이상 일어난 환자들 역시 변연골 상실량은 0.5mm 이내로 경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이라 하더라도 교정치료 후 변연골 상실 및 치근흡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동반되는 특징적인 고위험군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중장년군 대부분이 전치부의 병적 치아이동으로 인한 배열, 공간폐쇄 및 

압하를 동반하는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치아 이동에 양상에 다른 

치근흡수의 위험성39,40은 여전히 존재하며 추가적인 염증조절, 치주 및 

위생관리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연구는 부분 교정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전체교정 환자에 비해 치료 후 

변연골 상실 및 치근흡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치아 재배열 후 구강위생 관리가 더욱 용이하여 건강하게 

치주조직을 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전의 연구 보고를 

고려한다면41, 중장년군 환자의 경우 치주 치료와 치아교정을 동반한 

복합적인 치료는 장기적으로 치주 및 교합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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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성인 환자의 의무기록, 방사선 사진 및 진단 모형을 이용하여 치료 전후의 

부정교합 심도와 치료 후 교합 및 치주 상태의 변화, 전치부 치근흡수 여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교정치료 전 부정교합의 심도를 나타내는 Discrepancy Index(DI)는 

젊은 성인 대조군이 4.8±2.42, 중장년군은 8.5±6.22 로 젊은 성인군에 

비해 중장년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교정치료 후의 치료 

완성도를 나타내는 Cast Radiograph Evaluation(CRE)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 없이 교합이 개선되었다(p>0.05). 

 

2. 중절치에서의 변연골 상실량은 젊은 성인 대조군이 치료 전 

1.3±0.48mm, 치료 후 1.5±0.47mm, 중장년군이 치료 전 3.1±1.58mm, 

치료 후 3.4±1.43mm 로 치료 전, 후 모두 중장년군이 젊은 성인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치료 전 후 변연골 변화량의 

경우, 젊은 성인 대조군이 -0.2±0.10mm, 중장년군이 -0.3±0.38mm 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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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 후 중절치의 평균 치근흡수량은 젊은 성인군이 -0.6±0.44mm, 

중장년층이 -1±0.61mm 로 중장년층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치료기간과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른 영향을 제외한 결과 치근흡수 

정도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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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eriodontal outcome 

following orthodontic treatment between middle-aged and young adults. 

Pre- and post-treatment records including orthodontic casts, cephalograms, 

standardized periapical radiographs were retrospectively collected from 

young adult controls (19≤age<30, N=12) and middle-aged adults (age≥40, 

N=27), who underwent orthodontic treatment of the maxillary a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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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bular anterior teeth. Pre-treatment discrepancy index(DI), post-

treatment cast radiograph evaluation(CRE), treatment time, changes of the 

level of marginal bone of the incisors and the amount of root resorption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following results were observed. 

 

1. The pre-treatment discrepancy index(DI) of occlu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iddle-aged group (8.5±6.22) than in the young adult 

group (4.8±2.42) (p< 0.05), however the Cast Radiograph 

Evaluation(CRE) of post-treatment occlusion was similar between the 

two groups (p> 0.05). The mean duration of treatment was longer in 

the middle-aged group (8.4±5.57 months) than in the young adult 

group (5.6±2.53 months) (p< 0.05). 

 

2. The level of marginal bone pre- and post-treatment were both 

significantly lower in the middle-aged group than in the young adult 

group (p< 0.001). The changes in the marginal bone following 

treatment were -0.2±0.10mm and -0.3±0.38mm in the young adult 

control and in the middle-aged group, respectively, indicat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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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mean amount of root resorption following treatment was          

-0.6±0.44 mm and -1.0±0.61 mm in the young adults and the middle-

aged group, indicating higher amount of root resorption in the 

middle-aged adults (p< 0.05). However, the degree of root resorption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excluding the effects of treatment 

durations and the degree of malocclusion were similar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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