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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교정치료 시 나타나는 차등적 치조골 개조 현상의 

발생율 및 연관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정주령 교수) 

 

이 원 

 

 교정치료 시, 순측 치은 상부 치근첨 부위에 치료 전에는 보이지 않던 단발 또는 

다발성의 불균일하고 단단한 융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융기는 해당 부위의 골의 증식성 반응이라기 보다는 교정치료를 통한 치아의 후방 

견인 시 동반되는 치조골의 후방으로의 개조 현상이 치근을 덮고 있는 치조골보다 

치근 사이의 치조골에서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대적으로 융기와 같은 형태로 보이는 

차등적 치조골 개조 현상(Differential alveolar bone modeling)에 의함이 CBCT 와 

구내 모형의 삼차원중첩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다만, 차등적 치조골 개조 현상

의 임상적인 특징 및 발생 빈도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치료에 따른 차등적 치조골 개조 현상, 즉 순측 치조골의 융기 

형태의 불규칙한 형태 변화의 발생빈도 및 임상적 특징을 확인하고 발생과 연관된 

임상적인 연관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착식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를 받은 876명의 대상자 중 전치부 

순측에 융기가 발생한 대상자를 구분하여 발생율 및 발생부위에 대해 조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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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및 발치 여부에 따라 융기 발생에 미치는 연관성에 관해 조사하였다. 

또한 융기가 발생한 대상군에 대해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의 중첩을 통해 상하악 전치

의 이동 양상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부착식 교정장치를 이용해 영구치열기에 교정치료를 받은 대상자 876명 중 

총 33명에서 차등적 골개조 현상에 의한 순측 치은부의 융기가 발생하여 3.77%의 

발생율을 보였다. 총 124개 부위에서 융기가 확인되었으며, 상악에서 단독으로 발

생한 경우(21명, 2.40%)가 하악이나(5명, 0.57%) 상하악 모두(7, 0.80%)에서 발생

한 경우보다 많았다.     

2. 차등적인 치조골 개조 현상은 상악 측절치 순측 부위에서 호발하였고, 하악

의 경우 측절치 부위 및 측절치 근,원심 부위에서 호발하였다.   

3. 차등적인 치조골 개조 현상의 발생율은 여성(2.86%)에 비해 남성(5.69%)이 

유의하게 높았다.(p=0.039) 

4. 차등적인 치조골 개조 현상의 발생율은 20대(7.02%), 30대(6.10%), 40대

(10.71%) 에 비해 10대(0.88%)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001) 

5. 차등적인 골개조 현상의 발생율은 비발치 치료의 경우(0.81%)에 비해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의 경우(7.55%)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1)  

6. 차등적인 치조골 개조 현상의 발생율은 성별(odds ratio: 2.474), 연령(odds 

ratio: 8.464), 발치여부(odds ratio: 10.773)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7. 융기가 발생한 군의 치아 이동 양상은 상,하악 중절치 절단연 기준으로 각각 

평균 6.7±2.0mm와 5.8±2.8mm의 후방 이동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이 되는 말: 순측 융기, 차등적 치조골 개조 현상, 발생율, 치아 이동, 치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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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시 나타나는 차등적 치조골 개조 현상의 

발생율 및 연관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정주령 교수) 

 

 

이원 

 

I. 서론 

교정치료 시 치아에 교정력을 가하게 되면 치아이동과 더불어 치근막과 치조와 

내에서는 세포 증식과 분화, 골흡수와 첨가와 같은 치주 조직의 개조 현상이 

동반된다 (Novackova et al, 2011; et al, 2017; DeAngelis et al, 1970). 

전치부의 후방견인과 같이 상당량의 치아 이동을 통해 임상 자료 및 영상의 

분석으로 형태학적 변화를 계측, 추적할 수 있을만큼 주변 치주 조직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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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연조직에까지도 광범위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Vanarsdall et al, 1994; 

Kim et al, 2017; Baek et al, 2018).  

전치부 순측의 치주조직은 치아를 덮는 치조골 부위가 치간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융하고 일정한 두께의 치은 연조직이 피개되어 풍융한 치근부와 

치간부위의 치간구(interdental folds)가 자연스럽게 연속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치주과학 5th edition, 2010). 이상적인 진단과 원칙적인 치료를 진행한다면 

교정력에 따른 치조골과 주변 연조직의 개조가 일어나며, 일반적으로 치아를 

둘러싸는 치주조직의 두께와 형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Machado et al, 2014; 

Parashar et al, 2014; She et al, 2018; Yodthong et al, 2013; DeAngelis et 

al, 1970). 하지만 간혹 치은조직의 퇴축, 증식 또는 치주낭의 형성 등과 같은 

병적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며(Sarikaya et al, 2002; Kouraki et al, 2005; Joss-

Vassalli et al, 2010; An et al, 2018), 특히 이러한 변화가 전치부의 순측에서 

일어나는 경우, 기능뿐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Vincent et al, 1996).  

최근 상악 전치부의 후방이동 후, 순측 치은 상부 치근첨 부위에 치료 전에는 

보이지 않던 단발 또는 다발성의 불균일하고 단단한 융기(Labial protuberance, 

LP)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Fig.1)(Chung et al, 2019; Mimura et al, 

2008; Inaba et al, 2007; Nguyen et al, 2019; Lin et al, 2008). 이러한 융기는 

병적 변화라기 보다는 교정력이나 치아 이동에 의한 골의 증식성 반응, 즉 

외골증(exostosis)과 같은 현상으로 간주되어(Horning et al, 2000), 심미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과적으로 제거를 하기도 하였다(Nguyen et al, 2019; Chung 

et al, 2019). 흥미롭게도 최근 삼차원적인 중첩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융기는 해당 부위의 골의 증식성 반응이기 보다는 치아의 후방 견인 시 동반되는 

치주 조직의 후방으로의 개조 현상이 치근을 덮고 있는 치조골보다 치근 사이의 

치조골에서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대적으로 융기와 같은 형태로 보이는 차등적 

치조골 개조 현상(Differential alveolar bone modeling)에 의함이 

확인되었다(Chung et al, 2019; Profitt,2018). 다만, 교정치료를 통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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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확한 해부학적 형태 변화에 대한 임상적인 특징이나 발생 빈도, 

위험인자 등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치료에 따른 차등적 치조골 개조 현상, 즉 순측 

치조골의 융기 형태의 불규칙한 형태 변화의 발생빈도 및 특징을 확인하고 

발생과 연관된 임상적인 위험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Figure 1. Typical example of labial protuberances(LP) on the labial gingival surface of 

the maxilla following orthodontic treatment.  

Pre-treatment(A) and post-treatment(B) intraoral photograph of the 31-year-old 

female after 25 months of treatment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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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후항적 연구로 연구대상 수집 및 자료 채득에 관하여 기관 IRB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 3-2020-0044).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에 내원하여 3명의 교정전문의 감독하에 

영구치열기에 부착식 교정장치를 이용하여 치료를 진행한 대상자 중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교정치료를 종료한 총 1103명을 전수조사 하였다. 이 

중 치료 전후 병력 기록, 구내 사진 및 석고 모형이 하나라도 미비하거나 

(48명), 상하악 전치열이 아닌 부분적인 교정치료를 시행한 경우(177명)를 

제외하였으며, 융기 발생 여부가 심사자 간 차이를 보인 대상자(2명)를 

제외하여 총 876명 (남 281명, 여 595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Fig.2).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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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ed demography of subject samples   

Category Total 

Total 876 

Gender  

        Male 281 (32.1%) 

        Female 595 (67.9%) 

    Age (10~63)  

        10~19 456 (52.1%) 

20~29 299 (34.1%) 

30~39 82 (9.4%) 

40~49 28 (3.2%) 

50~ 11 (1.3%) 

Figure 2.  Flow chart of the trial 

LP, Labial protube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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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1. 전치부 순측 치은의 융기 발생 유무 및 빈도 

교정 치료 전후의 전치부 순측 융기의 발생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두 명의 

조사자(L.W., J.H.S.)가 각각 별도로 대상자의 치료 전, 후의 임상 사진과 

모형을 비교하였다. 치료 전후의 구내 사진 및 모형의 비교 시, 치료 전 

부드럽게 연속적인 형태의 전치부 순측 치은면(Fig.3, LP(-))과는 달리 치료 

후 순측 치은면에 단발 혹은 다발성의 식별 가능한 명확한 융기가 관찰되는 

경우 융기가 발생한 것(Fig.3, LP(+))으로 판단하였으며. 두 명의 조사자 

모두 융기가 발생되었다고 일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해 융기 발생군으로 

최종 확진하였다. 두 명의 조사자의 판단이 다른 대상자(2명)는 전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융기의 발생 부위는 말진 시점을 기준으로 상악과 하악의 견치부터 

견치까지 6개 치아의 치근의 순측에 해당하는 치아 부위 또는 치아와 치아 

사이의 치간 부위인지에 따라 1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융기의 발생 위치를 

분류하였으며(Fig.4), 상하악에서 각각 단일 부위에서만 융기가 발생한 

경우를 단발성(single), 두개 이상의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를 

다발성(multiple)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의무기록을 통해 대상자의 성별 및 교정치료 개시 연령을 확인하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5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교정 

치료를 위한 치아의 발치 시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교정을 목적으로 1개 

이상의 치아(제3대구치 제외)의 발치를 시행하였거나 치아의 결손이 있는 

경우에 대해 결손부위에 대한 수복 없이 완전한 공간의 폐쇄를 시행한 

대상자를 발치군(Extraction group)으로 정의하였으며, 발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결손부위에 대해 공간의 폐쇄 시행하지 않은 군은 비발치군(Non-

extraction group)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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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termination of labial protuberances following orthodontic treatment 

LP(-), subject without distinct nodule on labial gingival surface after orthodontic treatment 

LP(+), subject with distinct nodule on labial gingival surface after orthodontic treatment 

 

Figure 4. Locations of the labial protuberances 

Left: Interdental area, divided into seven sections  

Right: Dental area, divided into six sections 

Top: frontal view, Bottom: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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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기 발생과 치아이동 양상 

 교정치료 후 전치부에 융기가 확인된 대상자 중 치료 전후의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이 모두 존재하는 것은 상악과 하악 각각 28명, 

12명이었다. 이중 악교정수술을 시행한 대상자 1명을 제외하고 

상악(27명) 및 하악(12명)에 융기가 확인된 대상자의 전치부의 치아이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측모두부방사선 분석을 시행하였다. Sella와 

Nasion을 중심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7도 올린 선을 수평 기준선으로, 

Sella를 지나면서 수평 기준선에 수직인 선으로 수직기준선으로 

설정하고 (Suntornlohanakul et al, 2018) 절치 절단연에서 치료 전후 

상악 전치의 수직, 수평 이동량과 수평기준선에 대한 상악 전치의 

치축각도를 측정하고 변화량을 계산하였다(Fig.5).  

상악 전치 치근첨에서의 수평 및 수직 이동량은 상악 전치 

절단연에서의 수평(ΔX)및 수직(ΔY) 이동량, 초진 및 말진 시 

수평기준선에 대한 치축각도(θ), 초진 시 상악 전치의 길이(L)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Kim et al, 2018). 

∆𝑋𝑎𝑝𝑒𝑥 = ∆X + L(cos(180° − 𝜃𝐵) − cos(180° − 𝜃𝐴)) 

∆𝑌𝑎𝑝𝑒𝑥 = ∆Y + L(sin(180° − 𝜃𝐵) − sin(180° − 𝜃𝐴)) 

수평 기준선에서 양의 값은 치아의 전방 이동, 음의 값은 치아의 

후방으로의 이동을 의미하고, 수직 기준선에서 양의 값은 치아의 하방 

정출, 음의 값은 치아의 상방으로의 압하를 의미한다. 각도 변화량의 

경우 양의 값은 전치의 경사도 증가, 음의 값은 전치의 경사도 감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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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easurements for the position of upper and lower incisor by 

lateral cephalogram 

HRL: Horizontal Reference Line, VRL: Vertical Reference Line 

XMx: Horizontal length from U1 incisal tip to VRL 

XMn: Horizontal length from L1 incisal tip to VRL 

YMx: Vertical length from U1 incisal tip to HRL 

YMn: Vertical length from L1 incisal tip to HRL 

θ: Inclination of the U1 to H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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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두 명의 조사자 간 발생여부 평가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조사자가 

독립적으로 융기 발생 여부를 평가한 후, 두 조사 결과의 비교를 위해 kappa 

coefficients를 계산하였고, 0.955의 값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성별, 연령, 발치 여부와 순측 융기 발생율과의 상관성 유무를 위해, 각 

요인 별로 chi-squar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각 요인 별로 순측 융기 

발생에 영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version 23; SPSS, IBM,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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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가.  교정치료에 따른 전치부 순측 융기의 발생율 및 특징 

1) 순측 융기 발생율 및 임상적인 특징 

876명의 대상자 중 총 33명에서 전치부 순측 융기가 관찰되어, 교정치료 

후 전치부 순측 융기의 발생율은 3.77%이었다. 상악에서의 발생율이 하악 

또는 상하악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보다 높았다(Table 2). 

Table 2. Incidence rate of labial protuberances according to 

the location: maxilla vs. mandible 

Total LP(+) Incidence rate (%) 

876 33 3.77%  

 

Maxilla only 21 2.40% a 

Mandible only 5 0.57% b 

Maxilla + Mandible 7 0.80% b 

LP, Labial protuberance  

a.b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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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악 순측에 융기가 발생한 대상자 중 하나만 단독으로 발생한 단발성과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한 다발성은 유사한 빈도로 확인되었으나(p=0.353), 하악 순측의 경우는 

다발성에 비해 단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p=0.022)(Table 3).  

 

 

 

 

` 

   

Table 3. Single or multiple occurrences and incidence of labial protuberances 

in Korean orthodontic populations.  

Pattern 
Total 

(n) 

Single LP(+) Multiple LP(+) 

Number 
Incidence 

(%) 
Number 

Incidence 

(%) 

 876     

Maxillary arch  13 1.48% 15 1.71% 

Mandibular arch  2 0.23% 11 1.26% 

LP, Labial protub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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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부위 및 빈도 

순측 융기는 상악에서 70개, 하악에서 52개로 총 122개가 확인되었다(Table 

4,5,6). 상악의 경우, 측절치 부위(28개)에서 가장 호발하였으며 중절치-

측절치 사이(17개), 견치 부위(10개), 중절치 부위(8개), 측절치-견치 

사이(6개), 중절치 사이(1개) 순으로 나타났다. 하악의 경우 측절치 부위가 

가장 호발하였으며(15개) 중절치-측절치 사이(14개), 측절치-견치 

사이(10개), 중절치 부위(7개), 견치 부위(5개) 및 중절치 사이(1개)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상하악 모두 견치의 원심 부위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Locations of labial protuberances  

Location  Maxilla 

N(%) 

Mandible 

N(%) 

#1 - #1  1  (1.4%) 1  (1.9%) 

#1 8  (11.4%) 7  (13.5%) 

#1 - #2 17  (23.3%)  14  (26.9%)  

#2 28 (40.0%)   15 (28.8%)   

#2 - #3 6  (8.6%) 10 (19.2%) 

#3 10  (14.3%) 5  (9.6%) 

#3 distal 0  (0.0%) 0  (0.0%) 

Total 70 52 

#1, Central incisor ; #2, Lateral incisor ; #3: Canine 

#1 - #1: Interdental area of both central incisor 

#1 - #2: Interdental area of central incisor and lateral incisor 

#2 - #3: Interdental area of lateral incisor and ca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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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Overall locations of labial protuberances on maxilla 

Case Gender Age 13 13-12 12 12-11 11 11-21 21 21-22 22 22-23 23 Pattern 

3 M 26   O O    O O   Multiple 

107 M 25    O        Single 

136 F 27   O O    O O O  Multiple 

141 F 18         O   Single 

164 F 25         O   Single 

243 F 29   O  O  O     Multiple 

260 F 38        O    Single 

297 M 24 O  O O    O O  O Multiple 

305 M 20   O O      O  Multiple 

322 M 25  O  O    O O   Multiple 

411 M 23   O         Single 

415 F 18 O  O O   O O O O O Multiple 

443 F 26  O        O  Multiple 

487 M 23   O     O    Multiple 

615 F 42   O O  O  O O   Multiple 

618 F 36         O   Single 

621 F 28    O        Single 

624 F 29   O         Single 

651 M 24 O  O      O  O Multiple 

670 F 17 O          O Multiple 

681 F 41   O         Single 

703 F 27      O      Single 

731 F 31         O   Single 

765 M 23      O   O   Multiple 

779 F 34 O  O        O Multiple 

788 F 32       O     Single 

801 M 21   O   O O  O   Multiple 

821 M 25         O   Single 

Total LPs: 72 5 2 14 9 4 1 4 8 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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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verall locations of labial protuberances on mandible 

Case Gender Age 43 43-42 42 42-41 41 41-31 31 31-32 32 32-33 33 Pattern 

3 M 26 O   O  O  O O O O Multiple 

76 M 20         O O  Multiple 

216 M 21  O  O    O  O  Multiple 

244 M 24  O O O   O O O   Multiple 

297 M 24  O O O O  O  O O  Multiple 

305 M 13       O     Single 

322 M 25   O         Single 

443 F 26   O      O   Multiple 

488 M 23    O    O    Multiple 

615 F 42 O  O O O  O O O O O Multiple 

624 F 29  O O O     O O  Multiple 

651 M 24   O O O   O O  O Multiple 

Total LPs: 52 2 4 7 8 3 1 4 6 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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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기 발생자의 치아 이동 양상   

1) 성별 

  성별에 따른 발생율의 경우 남성에서는 5.69%, 여성에서 2.86%로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발생율을 보였다(Table 7). 

Table 7. Gender and incidence of labial protuberances in 

Korean populations 

 Total LP(+) Incidence rate (%) P-value 

Male 281 16 5.69% 
0.039 * 

Female 595 17 2.86% 

Sum 876 33 3.77%  

LP, Labial protub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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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연령에 따른 발생율은 10대 0.88%, 20대 7.02%, 30대 6.10%, 40대 10.71%로 

나타났으며, 10대에서 20대, 30대, 40대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발생율을 

보였다. 50대 이상에서는 융기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8).  

 

 

 

 

 

  

Table 8. Age group and incidence of labial protuberances in Korean 

orthodontic populations 

Age group Total LP(+) Incidence (%) 

10s 456 4 0.88% a  

20s 299 21 7.02% b  

30s 82 5 6.10% b  

40s 28 3 10.71% b  

Upper 50s 11 0 0.0% 

Sum 876 33 3.77% 

LP, Labial protuberances 
a.b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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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발치 여부 

총 876명의 대상자 중 교정치료를 위해 발치를 하지 않은 비발치군(Non-

extraction group)은 492명(56.2%)이었으며, 발치군(Extraction group)은 

384명(43.8%)이었다. 순측 융기는 비발치군과 발치군의 경우 각각 

4명(0.81%)과 29명(7.55%)에서 발생하였고, 발치군에서의 발생율이 

비발치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01)(Table 9).  

 

 

 

 

 

 

 

 

 

 

  

Table 9.  Extraction and incidence of labial protuberances in Korean 

orthodontic populations 

Extraction Total LP(+) Incidence(%) p-value 

Non-extraction group 492 4 0.81% 
<0.0001 

Extraction group 384 29 7.55%  

LP, Labial protube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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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향 인자 

성별, 연령 및 발치여부 세 가지 요소 모두 순측 융기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별, 연령 및 발치 치료 유무는 

독립적이기보다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자 각각의 변수가 발생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령의 경우 각 연령에 대한 발생율 분포 상 

20대를 전후로 20대 이전의 10대 집단에서 0.88%의 발생율을 보이는 반면, 

20대 이후의 경우 20대,30대,40대 각 집단 간 발생율의 유의한 차이 없이 

해당 집단 모두 10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발생율을 보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20세 미만 혹은 20세 이상인지 여부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50대 이상의 경우 대상자 수가 11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의 수가 적고 순측 융기 발생자가 없어 발생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산출이 어려운 점을 들어, 해당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분석 시, 성별, 연령 및 발치 여부는 융기 발생의 Odds ratio가 각각 

2.474, 8.464, 10.773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요소 모두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20세 미만에 비해 20세 이상에서, 

특히 발치를 시행한 경우 융기발생 위험율을 매우 증가시키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중 연령 및 발치 여부가 높은 오즈비를 보여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로 나타났다. (Table 10). 

Table 10.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labial protuberances 

 Odds ratio 95% CI p-value 

Gender 2.474 1.188 – 5.152 0.016  

Age(less or more than 20) 8.464 2.918 – 24.551 < 0.0001  

Extraction 10.773 3.710 – 31.286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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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융기 발생자의 치아 이동 양상   

발치 치료를 진행한 경우 융기의 발생율이 높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어 온 점을 토대로, 융기가 발생한 경우의 치아 이동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상악에서 융기가 발생한 경우 상악 전치를 기준으로, 

하악에서 융기가 발생한 경우 하악 전치를 기준으로 하여 절단연 및 치근첨 

부위를 기준으로 한 수직, 수평 이동량 및 치아의 경사도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상악 전치는 절단연을 기준으로 평균 6.69±2.01mm의 후방이동 하였으며 

평균 0.7±1.3 압하되었다. 치근첨 기준으로는 평균 2.8±1.6mm의 후방이동, 

2.0±1.2mm의 압하가 일어났다. 또한 상악 전치 경사도는 평균 10.0±6.5º 

감소하였다(Table 11).  

하악 전치는 절단연을 기준으로 평균 평균 5.8±2.8mm의 후방이동, 0.9 

±1.6mm의 정출을 보였다. 치근첨 부위를 기준으로는 평균 0.2±0.9mm의 

후방이동을 보였고, 수직적으로는 2.6±1.1의 압하가 나타났다. 하악 전치 

경사도는 평균 11.1±8.5º 감소하였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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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isplacement pattern of upper incisor 

Case Gender Age Ext 
Incisal tip Root apex Angle 

ΔX,(mm) ΔY,(mm) ΔX,(mm) ΔY,(mm) Δθ,(º) 

3  M 26 Yes -7.6 -1.0 -2.5 -3.7 -13.4 

107 M 25 Yes -6.4 -0.9 -3.4 -2.4 -7.9 

136 F 27 Yes -6.8 -1.6 -2.5 -2.6 -10.2 

141 F 18 Yes -9.1 -2.1 -5.4 -3.5 -7.9 

164 F 25 Yes -6.2 -0.8 -4.4 -1.3 -4.4 

243 F 29 No -1.5 -1.5 -5.0 -1.1 +8.2 

260 F 38 Yes -6.9 0.0 -3.8 -1.2 -7.6 

297 M 24 Yes -7.6 -1.2 -3.2 -3.9 -12.0 

322 M 25 Yes -6.2 -0.8 -3.4 -1.7 -6.8 

411 M 23 Yes -8.5 +1.0 -3.6 -0.8 -12.1 

415 F 18 Yes -8.9 -1.9 -4.6 -3.3 -10.5 

443 F 26 Yes -4.9 +1.5 -0.5 -0.7 -11.4 

487 M 23 Yes -7.3 -3.2 -4.6 -4.2 -6.8 

615 F 42 Yes -7.0 -2.2 -5.9 -2.4 -2.5 

618 F 36 Yes -6.4 -1.1 -2.5 -2.1 -9.2 

621 F 28 No -3.7 -0.8 -3.2 -1.1 -1.4 

624 F 29 Yes -6.8 -2.2 -3.0 -3.0 -9.1 

651 M 24 Yes -5.1 -0.4 -0.7 -1.6 -13.8 

670 F 17 Yes -7.9 +1.3 -0.3 -0.4 -23.0 

681 F 41 Yes -10.5 +1.90 -1.1 0.4 -25.0 

703 F 27 Yes -6.9 +2.4 -1.7 -0.1 -13.4 

731 F 31 Yes -8.1 +0.3 -1.6 -1.0 -15.3 

765 M 23 Yes -4.1 -0.9 -0.8 -1.8 -8.0 

779 F 34 Yes -10.4 -0.8 -2.9 -3.3 -18.4 

788 F 32 Yes -4.8 -0.8 -1.6 -1.5 -7.5 

801 M 21 Yes -4.7 -0.3 -0.4 -2.1 -10.8 

821 M 25 Yes -6.3 -1.6 -2.7 -3.4 -9.4 

Mean± SD 
-6.7 

± 2.0 

-0.7 

± 1.3 

-2.8 

± 1.6 

-2.0 

± 1.2 

-10.0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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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splacement pattern of lower incisor 

Case Gender Age Ext 
Incisal tip Root apex Angle 

ΔX,(mm) ΔY,(mm) ΔX,(mm) ΔY,(mm) Δθ,(º) 

3  M 26 Yes -8.8 +1.9 -1.0 -3.3 -18.7 

76 M 20 No -6.5 +2.4 +0.1 -0.5 -22.2 

216 M 21 No -1.4 -0.9 -0.3 -2.9 +14.5 

244 M 24 Yes -9.9 +1.4 -6.0 +0.8 -23.8 

297 M 24 Yes -2.2 -1.6 -2.1 -2.5 -2.5 

305 M 14 Yes -3.0 +0.9 -0.3 -1.0 -7.1 

322 M 25 Yes -8.7 +2.4  0.0 -3.8 -16.2 

443 F 26 Yes -7.8 +1.2 -0.9 -4.3 -13.1 

488 M 23 Yes -5.9 +1.6 -0.1 -2.5 -11.0 

615 F 42 Yes -4.5 0.0 -0.6 -3.3 -4.0 

624 F 29 Yes -7.1 +3.4 +0.4 -3.9 -13.0 

651 M 24 Yes -3.5 -1.4 -2.3 -2.7 -7.0 

Mean± SD 
-5.8 

± 2.8 

+0.9 

± 1.6 

-0.2 

± 0.9 

-2.6 

± 1.1 

-11.1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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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교정치료 후 발생하는 전치부 순측의 융기 혹은 차등적 치조골 개조 

현상에 대한 임상적인 특징 및 발생빈도를 알아보고자 대규모 조사를 시행한 

결과, 영구치열기 부착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후 순측 융기 

발생율은 약 3.77%이며, 주로 20대 이상 성인의 상하악 측절치 부근에 

호발하고,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한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임상적으로 순측 융기는 상당량의 전치부 후방 이동 후 측절치 부위에 

발생하며, 이는 비심미적이고 치주 관리의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치아 

이동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치근 흡수(1~5%), 

치은 퇴축(1.3~10%), 및 치아 우식(2.3%) 등과 유사하게 교정치료에 따른 

일종의 합병증(complication)으로도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전치부 순측 

융기 현상의 경우 3.77%의 발생율을 보이며, 교정치료로 인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진 다른 합병증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요하며 치료 전 

환자에게 발생가능성에 대해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삼차원분석을 통해 교정치료 후 발견되는 전치부 순측 융기는 

임상적으로는 외골증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지만, 기존의 순측 골표면에 골이 

형성되는 진성의 외골증이라기보다는 치아 이동 시 치근을 감싸는 치아 부위 

치조골과 치아 사이 치간골 사이의 차등적 치조골 개조로 인해 임상적으로 

마치 골이 튀어나온 것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확인되었다(Chung et al, 2019). 

치아 이동은 치아의 치주인대와 이를 둘러싼 치조골 및 치주조직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치아 이동이 일어나기 위한 치조골 개조 현상은 

치주인대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Culloch, 2018). 차등적 

치조골 개조 현상은 치아와 인접한 또는 치근을 감싸는 순측 치조골 

부위와는 달리, 치간 부위의 치조골의 경우 치주인대가 결여되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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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개조가 더딜 수 있으므로 특히 많은 양의 치아 이동이 동반되는 경우, 즉 

일정한 방향의 치조골 개조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골개조효율이 더딘 

치간부가 순측에서 상대적으로 융기의 형태로 도드라져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Chu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순측 융기의 발생이 상악 측절치 부위, 하악 측절치 부위 

및 측절치 근원심 부위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치부 순측 융기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된 기존의 증례들에 대해서도 상악 측절치 부위에서의 

발생이 나타나며(Chung et al, 2019; Mimura et al, 2008; Nguyen et al, 

2019; Lin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전체 발생 부위 중 상하악 모두 

측절치 주위에서의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고 상악에 단발성으로 융기가 

발생한 11명의 대상자 중 9명에서 측절치 및 측절치 주위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융기의 발생은 수평 위치에 따라 발생 빈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융기 발생의 대부분이 측절치 주위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순측 융기의 발생은 하악보다 상악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악의 경우 전치부의 교정적 후방 견인 시 전치각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근 토크로 인해 치근부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치아이동으로 인한 치조골 개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고, 하악의 경우 치아의 이동이 하악결합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해부학적 한계로 인해 상악에서와 같은 많은 양의 치근부위 치아이동이 

어렵다는 점이 융기 발생율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Machado et al, 2014; Parashar et al, 2014; She et al, 2018,  Wehrbein 

et al, 1996). 

전치부 순측 융기를 보이는 기존의 몇몇 증례들은 특징적으로 아시아 

여성에서 상당량의 상악 전치부 후방 견인을 시행한 경우로 보고된다. 

(Chung et al, 2019; Mimura et al, 2008; Nguyen et al, 2019; Lin et al, 

2008), 따라서 인종, 성별, 나이나 치아 이동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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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을 융기발생에 영향을 주는 후보 요소로 우선적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순측 융기는 발치 치료를 시행한 경우, 

상악 전치 부위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높은 발생율을 보였다. 기존에 보고들이 전치부 순측 융기의 발생과 

관련하여 아시아인 여성에서 위주로 나타났던 것은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군의 특성 상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많고(Piao et al, 2016), 주로 

아시아인에서 구순 돌출 해소를 위해 발치 후 공간 폐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Jackson et al, 2017).  

전치부 순측 융기 발생의 영향 요소 중 연령의 경우, 20대 이상 혹은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20대 이전과 이후 

골질의 관한 이전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골내 pore volume의 

감소로 인해 치조골 밀도의 증가가 일어나고 교정적 치아 이동에 대해 

조직이 준비되기 위한 시간이 더 소요되며(Dyer et al, 1991), 어린 나이에 

비해 골의 반응성이 떨어진다(Schubert et al, 2020). 연령에 따른 골의 

반응성의 감소로 인해, 치아에 인접한 부위의 치조골에 비해 치간 부위 

치조골 간의 반응성 감소가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성인에서의 차등적 

치조골 개조 현상이 호발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50대 이상에서는 

융기의 발생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전체 876명의 대상자수에 대해 50대 

이상 대상자 11명 모두 여성이며, 발치를 시행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낮은 것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순측 융기의 경우 여성에서보다 

남성에서 호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에서 순측 

피질골의 두꼐가 더 높게 나타났고(Cassetta et al, 2013) 골의 반응성이 

해면골에 비해 피질골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Li et al, 2017), 

여성에 비해 전방부 피질골이 많은 남성에서 전치부의 후방이동에 따라 

치조골의 후방 개조 반응이 더 낮게 나타나며 순측 융기의 발생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순측 융기가 발생하지 않은 증례에서의 치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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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상악 순측 치은부에 융기가 발생한 

대상자 중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한 대상 27명 가운데 

25명은 발치를 시행하여 상당한 양의 후방 이동 및 압하가 일어난 경우였다. 

비발치로 치료 후 발생한 2명 중 1명의 경우 상악 전치의 절단연 기준으로 

약 3.7mm 전치열 후방이동을 시행한 경우로 치아이동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그 크기가 명확해지는 순측 융기의 임상적인 특징과 더불어 미루어 볼 때 

전치부의 후방이동과 순측 융기의 발생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시사된다. 

나머지 1명의 경우 또한 치근첨 기준 5.0mm의 후방이동이 발생하였고, 이는 

치아의 치근부위에서의 이동량과 순측 융기 발생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통한 치아 이동 양상의 분석은 상하악 

중절치의 이동 양상에 대한 설명이며, 순측 융기의 주된 발생 부위인 측절치 

부위에서의 발생 양상에 대해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수평적인 위치에 따른 발생 빈도, 양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2차원적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 자료를 대체하여, 3차원 자료를 이용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차원 CBCT의 중첩을 통한 치아 및 치조골의 이동 양상을 

분석하고 여기에 모형의 삽입을 통해 치아 및 연조직의 변화 양상을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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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 결론을 얻었다.  

1. 부착식 교정장치를 이용해 영구치열기에 교정치료를 받은 대상자 876명 중 

총 33명에서 차등적 골개조 현상에 의한 순측 치은부의 융기가 발생하여 3.77%의 

발생율을 보였다. 총 122개 부위에서 융기가 확인되었으며, 상악에서 단독으로 발

생한 경우(21명, 2.40%)가 하악이나(5명, 0.57%) 상하악 모두(7, 0.80%)에서 발생

한 경우보다 많았다.     

2. 차등적인 치조골 개조 현상은 상악 측절치 순측 부위에서 호발하였고, 하악

의 경우 측절치 부위 및 측절치 근,원심 부위에서 호발하였다.   

3. 차등적인 치조골 개조 현상의 발생율을 여성(2.86%)에 비해 남성(5.69%)이 

유의하게 높았다.(p=0.039) 

4. 차등적인 치조골 개조 현상의 발생율은 20대(7.02%), 30대(6.10%), 40대

(10.71%) 에 비해 10대(0.88%)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001) 

5. 차등적인 골개조 현상의 발생율은 비발치 치료의 경우(0.81%)에 비해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의 경우(7.55%)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1)  

6. 차등적인 치조골 개조 현상의 발생율은 성별(odds ratio: 2.474), 연령(odds 

ratio: 8.464), 발치여부(odds ratio: 10.773)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7. 융기가 발생한 군의 치아 이동 양상은 상,하악 중절치 절단연 기준으로 각각 

평균 6.7±2.0mm와 5.8±2.8mm의 후방 이동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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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idence and correlating factors of differential 

alveolar bone modeling after orthodontic treatment 

 

Won Lee, D.D.S. 

Department of Dentistr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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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several case reports that single or multiple, irregular, 

and hard nodular protuberances are noted on the labial surface of 

the alveolar bone after retraction of the anterior teeth. 

Interestingly, it was confirmed by recent studies utilizing 3D 

superimposition of CBCT and dental cast that these protuberances 

result from “Differential alveolar bone modeling”, which refers 

to more resorption of bone covering the tooth root than that of 

interdental bone, and not of true bone overgrowth or deposition. 

However, clinical features, incidence, or other specific 

characterization of this phenomenon have not yet been documented in 

the literature.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morpho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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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incidence, and relevant clinical risk factors of 

differential alveolar bone modeling, i.e., labial protuberances 

after orthodontic treatment.  

In this study, 876 patients who met the inclusion criteria were 

evaluated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and location of labial 

protuberances after orthodontic treat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bial protuberances and clinical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extraction. Also, the displacement pattern upper and lower 

incisor was evaluated by superimposition of lateral cephalogram 

within the group with labial protuberanc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labial protuberances due to differential alveolar bone 

modeling were found in 33 subjects among 876 subjects with fixed 

orthodontic appliances at permanent dentition stage, and the total 

incidence of labial protuberances was 3.77%. The labial 

protuberances were found at 122 locations, and the number of cases 

found only in maxilla(n=21, 2.40%) was higher than that the other 

cases: mandible only(n=5, 0.57%) or both maxilla and mandible(n=7, 

0.80%) 

2. Differential alveolar bone modeling was most frequently 

occurred at lateral incisor area in upper arch, and between mesial 

and distal area of lateral incisor in lower arch. 

3. The incidence of differential alveolar bone modeling were more 

frequently occurred in male group(5.69%) than female group(2.86%) 

significantly. 

4. The incidence of differential alveolar bone modeling wer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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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occurred in 10s group(0.88%) than other age 

groups(20s:7.02%, 30s:6.10%, 40s:10.71%, upper 50s:0.0%) 

significantly. 

5. The incidence of differential alveolar bone model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extraction group(7.55%) than non-

extraction group(0.81%) significantly. 

6. The incidence of differential alveolar bone modeling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gender(odds ratio: 2.474), age(odds 

ratio: 8.464), and extraction(odds ratio: 10.773). 

7. Among the labial protuberance group, upper and lower incisors 

were retracted average of 6.69±2.01mm and 5.77±2.83mm based on 

incisal tip. 

 

Keywords: Labial protuberances, Differential alveolar bone modeling, 

Incidence, Tooth displacement, Alveolar b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