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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3D printing을 이용한 투명 교정 장치의 

전치부 초기 단계 배열에 대한 

목표 달성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류선정 

( 지도 교수 : 황 충 주 )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는 심미적이고, 탈착이 가능하여 위생 관리가 용이하며, 통증

이 적다는 장점으로 특히 성인 환자에서 선호되는 치료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

가소성 투명 교정 장치로 전치부 배열 시 치아 이동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과교정과에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가철

식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전치부 배열을 진행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총 40명(평균 연령 33.4 ± 9.7세)의 환자를 선별하

였고 28개의 상악궁, 21개의 하악궁에서 총 165개의 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 

전, 가상 배열, 치료 후 모형을 중첩하고 치아 이동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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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치아 이동의 평균 목표 달성률은 57.64%였고 근원심(64.32%) 및 전후방

(64.19%) 변위에서 다른 치아 이동보다 목표 달성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001).  

2. 치아 별 목표 달성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 > 0.05). 

3. 이동 유형 별 목표 달성량 평가 시, 모든 유형의 치아 이동에 대해 계획된 이동

량과 실제 이동량에 차이를 보였다(p < 0.001). 

4. 각 치아가 이동 유형에 따라 목표 달성량에 차이가 있는지 평가했을 때, 상악 측

절치의 수직 변위와 하악 견치의 회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치아에서 계획된 이

동량과 실제 이동량에 차이가 있었다 (p < 0.05). 

5. 수직 이동의 목표 달성률은 하악보다 상악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치아 

삭제 여부에 따라서는 전후방 이동과 수직 이동이 영향을 받았으며 장치 두께를 

3단계로 하였을 때 전후방 이동이 더 잘 일어났다(p < 0.01). 연령과 목표 달성

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22, p < 0.05).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는 수평적 치아 이동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직적

으로는 의도치 않게 정출이 일어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연령과 치료 조건에 따라

서 효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보다 더 정확한 치아 이동을 위해서는 과교정하거

나 추가적인 장치, 부착물과 부속물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 결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이 되는 말: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 전치부, 치아 이동, 치료 효과



1 

3D printing을 이용한 투명 교정 장치의 

전치부 초기 단계 배열에 대한 

목표 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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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정식 교정 장치의 대안으로 제시된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는 1940년대 교정치료 

마무리 단계에서 minor tooth movement를 위한 고무 재질의 tooth positioner로부터 

시작되었다(Kesling, 1946). 1971년 Ponitz에 의해 동일한 목적의 투명한 장치가 제

안되었고(Ponitz, 1971), 1999년 Invisalign® system(Align Technology, Santa 

Clara, Calif, USA)이 소개된 이후로 디지털을 활용한 투명 교정 장치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Hennessy and Al-Awadhi, 2016).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는 심미적이고, 탈착이 가능하여 위생 관리가 용이하며, 통증

이 적다는 장점으로 특히 성인 환자에서 선호되는 치료 방법이다(Alansari, et al., 

2019; Chhibber, et al., 2018; Fujiyama, et al., 2014; Jeremiah, et al., 2011;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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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7; Ziuchkovski, et al., 2008). 

그러나 투명 교정 장치는 고정식 장치에 비해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하며, 치료 후 

재발도 더 잘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Gu, et al., 2017; Kuncio, et al., 2007; 

Papageorgiou, et al., 2020). 3차원적 이동이 용이한 고정식 장치와 달리 투명 교정 

장치는 치근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Baldwin, et al., 2008; Hahn, et al., 2010), 주로 

2차원적 치아 이동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는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배열과 레벨링

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치아 이동에 대해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

였다. 특히 전치부 이동에 있어서, 함입은 고정식 장치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

나 정출과 회전 조절에는 불리하다고 하였다(Rossini, et al., 2015). 그러나 다른 연

구에서는 적은 양의 수평적 이동을 제외한 다른 치아 이동은 예측성이 그리 높지 않

다고 하였으며, 전치부의 협∙설측 경사이동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Robertson, et al., 2020). 

투명 교정 장치로 전치부 배열의 효과를 평가한 전향적 임상 연구에서 전체 치아 

이동의 평균 정확도는 41%였으며, 치아 이동 유형 중에는 설측 경사(lingual 

constriction)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정출이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Kravitz, et al., 2009). 투명 교정 장치 치료 시 치아 이동의 정확도를 연구한 또 다

른 후향적 연구에서, 수평 평면 상에서는 목표한 이동량과 획득된 이동량에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치아 이동 유형은 함입이었다고 발

표하였다(Charalampakis,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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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 치료 시 전치부 배열의 효과, 정확성을 평가한 연구

가 있지만 연구마다 정확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전치부의 수직적 이동에서 두드

러졌다. 이는 치아 이동의 예측성을 결론짓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투명 교정 장치 치료 시 부착물(attachment)이나 bite ramp와 같은 부가

적인 장치가 동반되어 있다는 점도 연구 결과가 장치에 의한 단독 효과라고 보기 어

렵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특정 장치 종류(Invisalign)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치아 이

동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일련의 장치 세트를 사용한 후 치아 이동을 평가하였다. 때

문에, 한 단계의 장치를 사용했을 때 치아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 지 평가하기 어렵

다. 투명 교정 장치를 이동량에 따라 8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 별로 정확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더 높은 단계의 장치를 사용했을 때 치아 이동의 정확도가 더 높았다고 하

였다(Izhar, et al., 2019). 이는 장치 단계에 따라서도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가소성 투명 교정 장치로 전치부 배열 시 치료 전 모형과 가

상 배열한 모형, 치료 후 모형을 중첩하여 치아 이동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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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과교정과에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가철

식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치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IRB 승인(No.2-2020-0062)을 받았다. 

 

대상에 포함된 환자들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2) 안정적인 교합을 이루는 경우 

(3) Minor crowding, spacing에 대해 전치부 배열만 진행한 경우 

(4) 여러 단계로 나누어 배열한 환자에서 첫 번째 장치 치료 후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치 장착에 대한 협조가 불량한 환자 

(2) 치료 도중 고정식 교정 장치로 전환한 환자 

(3) 치료기간 이후 내원하지 않은 환자 

(4) 전치부 이외의 치아를 배열한 경우 

(5) 부착물, 골성 고정원과 같은 부가적인 교정 장치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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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교정 장치 치료를 진행한 214명의 환자 중 조건을 만족하는 40명(평균 연령 

33.4 ± 9.7세)의 환자를 선별하였고 이 중 남성은 7명, 여성은 33명이었다. 28개의 

상악궁, 21개의 하악궁에서 총 165개의 치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평균 치료 기간

은 77.7 ± 61.1일이었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 

Age (years) 33.4 ± 9.7 

Sex  

Male 7 

Female 33 

Arch  

Upper 28 

Lower 21 

Teeth  

Maxillary central incisor 40 

Maxillary lateral incisor 35 

Maxillary canine 12 

Mandibular central incisor 33 

Mandibular lateral incisor 35 

Mandibular canine 10 

N, number 

Age was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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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자료 획득 및 장치 제작 

(1) 치료 전 자료 획득 

치료 전 석고 모형을 3D 스캔하거나 구강 내를 직접 스캔(E3, Trios; 3Shape, 

Copenhagen, Denmark)하여 치료 전 디지털 모형을 획득하였다.  

 

(2) 가상 배열 모형 (virtual setup model) 설정 

환자의 주소에 따라 OrthoAnalyzer™ Client(3Shape, Copenhagen, Denmark)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치부를 배열하고, 가상 배열 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1A). 이

동량에 대해 0.5 mm, 회전에 대해 10°가 넘지 않도록 조절하였으나 불가피한 경우

에는 이를 넘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필요 시 치간 삭제, 치아 순∙설측 삭제가 계획되

었다.  

 

(3) 장치 제작 및 착용 방법 

가상 배열한 모형을 3D 프린터(OBJET 30, material: med 690; Stratasys Ltd., 

Minneapolis, Minnesota, USA)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3D 모형 상에 Biostar 

(Scheu-Dental, Iserlohn, Germany)를 이용해 Duran (Scheu-Dental, Iserl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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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으로 제조사가 제안한 조건을 이용하여 열을 가하여 제작하였다(Figure 

1B). 

환자들에게 0.5, 0.75 mm 2단계 또는 0.5, 0.75, 1.0 mm 3단계 두께의 장치를 식사 

시, 양치 시를 제외하고 종일 착용하도록 요구하였다. 

 

(4) 치료 후 자료 획득 

치료 전과 동일하게 치료 종료 이후 석고 모형을 3D 스캔하거나 구강 내를 직접 

스캔하여 치료 후 디지털 모형을 획득하였다.  

 

  

Figure 1. Fabrication of clear aligner. 
A. Superimposition between pretreatment(solid line) and virtual setup model(dotted line). Lines show incisor 

edges of both central incisors were planned to move posteriorly.; B. Thermoplastic clear aligner.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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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측 방법 

(1) 기준 축 설정 

치료 전 모형에서 기준 축을 설정하였다(Figure 2). 양측 제1대구치의 중심와

(central fossa) 및 양측 중절치 치간 접촉점이 이루는 평면을 교합평면으로 하였고, 

이 평면 내에서 서로 수직을 이루는 전후방∙근원심 축과 교합평면과 직각을 이루는 

수직 축을 설정하여 3차원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Figure 2. Reference axes. Each tooth movement was evaluated based on the reference 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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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중첩 

OrthoAnalyzer™ Client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 배열하였기 때문에, 치료 전 모형과 

가상 배열 모형은 동일한 평면 상에 존재하였고 중첩이 필요치 않았다.  

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치부의 세 점을 기준으로 치료 전과 치료 후 모형을 

중첩하였다. 

 

(3) 계측점 설정 및 치아 이동 평가 

치료 전, 가상 배열, 치료 후 모형 각각에서 중절치, 측절치, 견치에 대해 계측점을 

설정하였다. 전치의 절단연 상 근∙원심 말단 부위를 계측점으로 설정하였고, 견치의 

경우 견치의 첨두(canine cusp) 부위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각 계측점이 3차원 상에

서 이동한 길이를 치료 전, 가상 배열, 치료 후 모형 각각에서 측정하였다. 

 

① 전후방 변위 (단위 : mm) 

중절치와 측절치에서 절단연의 중점, 견치에서 첨두가 전후방 축을 기준으로 이동

한 길이를 계산하였다.  

 

② 근원심 변위 (단위 : mm) 

중절치와 측절치에서 절단연의 중점, 견치에서 첨두가 근원심 축을 기준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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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길이를 계산하였다.  

 

③ 수직 변위 (단위 : mm) 

중절치와 측절치에서 절단연의 중점, 견치에서 첨두가 수직 축을 기준으로 이동한 

길이를 계산하였다. 

 

④ 회전 (단위 : °) 

교합평면 상에서 전치의 근∙원심 말단 계측점을 이은 선이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였

다. 

 

  

Figure 3. Superimposition between pretreatment(solid line) and posttreatment(dotted line) 

models. 

A. Lines show incisor edges of both upper central incisors were rotated.; B. Lines show the incisor edge of the 

lower lateral incisor was moved posteriorl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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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달성률 평가 

목표 달성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Achievement rate =  
𝑃𝑜𝑠𝑡𝑡𝑟𝑒𝑎𝑡𝑚𝑒𝑛𝑡 − 𝑃𝑟𝑒𝑡𝑟𝑒𝑎𝑡𝑚𝑒𝑛𝑡

𝑆𝑒𝑡𝑢𝑝 − 𝑃𝑟𝑒𝑡𝑟𝑒𝑎𝑡𝑚𝑒𝑛𝑡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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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분석방법 

모든 통계분석은 SPSS(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로 시행하였다. 측정은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계측치에 대해 2주 간격으로 3회 측정하

여 평균 수치를 이용하였다. 조사자 내 신뢰도 및 재현성 검증을 위해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ICC)를 사용하여 측정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모든 계측치에 대해 정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Shapiro-Wilk test를 시행하였다. 

치아 별, 치아 이동 유형 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경우 

1-way ANOVA(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Scheffé's test를 시행하였다.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 

목표 치아 이동과 실제 치아 이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경우 Paired t-test를,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였다. 

목표 달성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치료 

기간과 연령이 목표 달성률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pearman correlation 

test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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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측정의 신뢰성 평가 

모든 계측치에 대해 조사자 내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2주 간격으로 3회 반복한 계

측치에 대한 ICC는 길이 계측치에 대하여 0.975, 각도 계측치에 대하여 0.990으로 

신뢰할 만 하였다.   

 

 

2. 목표 달성률 평가 

치아 종류 및 이동 유형 별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였다(Table 2). 계획된 이동량이 

길이 계측치에 대해 0.1 mm, 각도 계측치에 대해 3°보다 작은 값은 제외하였다. 

치아 이동 유형 별 달성률이 가장 높은 것은 근원심 변위로, 64.32%에 해당하였다. 

이어서 전후방 변위(64.19%), 수직 변위(47.12%), 회전(44.75%) 순으로 목표가 

달성되었다. 근원심 및 전후방 변위는 수직 변위 및 회전보다 목표 달성률이 유의하

게 높았다(p < 0.001) (Table 3). 

각 치아 별로 목표 달성률을 비교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

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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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hievement rate of tooth movement (percent) 

 AP MD Ver Rot Total 

 N Mean ± SD N Mean ± SD N Mean ± SD N Mean ± SD N Mean ± SD 

Maxillary central incisor 34 69.44 ± 22.96 27 73.58 ± 19.62 19 58.96 ± 21.91 11 46.18 ± 24.05 39 63.59 ± 18.25 

Maxillary lateral incisor 30 58.80 ± 26.19 23 57.13 ± 27.32 9 52.00 ± 34.41 11 51.26 ± 21.27 32 57.88 ± 22.48 

Maxillary canine 10 51.87 ± 20.01 9 75.06 ± 20.66 0 - 7 34.34 ± 14.65 12 52.36 ± 18.02 

Mandibular central incisor 25 67.24 ± 23.80 16 56.38 ± 24.95 12 36.25 ± 19.33 14 42.35 ± 30.57 33 53.90 ± 19.68 

Mandibular lateral incisor 27 64.22 ± 25.22 24 61.43 ± 24.16 12 42.97 ± 23.72 17 45.31 ± 23.17 33 57.04 ± 15.79 

Mandibular canine 6 69.18± 15.55 8 66.30± 15.73 6 32.38 ± 21.75 2 49.63 ± 2.96 10 54.36 ± 14.61 

Total 132 64.19 ± 24.08 107 64.32 ± 23.82 58 47.12 ± 25.28 62 44.75 ± 23.51 159 57.64 ± 18.91 

AP, anteroposterior; MD, mesiodistal; Ver,vertical; Rot, rotation; N, number;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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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hievement rate classified by type of movement 

 N Mean (%) SD (%) p value Post-hoc 

AP 132 64.19 24.08 

<.001*** 
AP, MD 

> Ver, Rot 

MD 107 64.32 23.82 

Ver 58 47.12 25.18 

Rot 62 44.75 23.51 

N, number; SD, standard deviation; AP, anteroposterior; MD, mesiodistal; Ver,vertical; Rot, rotation 

p value was calculated with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ith Scheffé's test. 

***p < 0.001 

 

 

Table 4. Achievement rate classified by tooth 

 N Mean (%) SD (%) p value 

Maxillary central incisor 39 63.59 18.25 

.166 

Maxillary lateral incisor 32 57.88  22.48 

Maxillary canine 12 52.36 18.02 

Mandibular central incisor 33 53.90 19.68 

Mandibular lateral incisor 33 57.04 15.79 

Mandibular canine 8 54.36 14.61 

N, number; SD, standard deviation 

p value was calculated with Kruskal-Wall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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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달성량 평가 

계획된 이동량과 실제 이동량을 비교하여 이동 유형 별 목표 달성량을 평가하였다. 

모든 유형의 치아 이동에 대해 계획된 이동량과 실제 이동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p < 0.001) (Table 5). 

각 치아의 이동 유형에 따른 목표 달성량을 평가하였다. 상악 측절치의 수직 변위

와 하악 견치의 회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치아에서 계획된 이동량과 실제 이동량에 

차이를 보였다(p < 0.05) (Table 6). 

 

 

Table 5. Achievement of tooth movement classified by type of movement 

 N Setup Achieved p value 

AP (mm) 132 0.44 ± 0.25 0.29 ± 0.19 <.001*** 

MD (mm) 107 0.22 ± 0.12 0.14 ± 0.10 <.001*** 

Ver (mm) 58 0.31 ± 0.17 0.14 ± 0.10 <.001*** 

Rot (°) 63 6.23 ± 3.29 2.79 ± 2.10 <.001*** 

N, number; AP, anteroposterior; MD, mesiodistal; Ver,vertical; Rot, rotation 

Data we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 value was calculated with paired t-test.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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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chievement of tooth movement classified by tooth 

 

AP (mm) MD (mm) Ver (mm) Rot (°) 

N Setup Achieved p value N Setup Achieved p value N Setup Achieved p value N Setup Achieved p value 

Maxillary central incisor 34 0.47 0.35 <.001*** 27 0.22 0.16 <.001*** 19 0.31 0.18 <.001*** 12 5.02 2.09 .003** 

Maxillary lateral incisor 30 0.39 0.20 <.001*** 23 0.24 0.13 <.001*** 9 0.22 0.16 .051 11 6.23 2.81 .003** 

Maxillary canine 10 0.32 0.17 .005** 9 0.25 0.19 .008** 0 - - - 7 8.39 2.86 .018* 

Mandibular central incisor 25 0.55 0.38 <.001*** 16 0.20 0.12 .001** 12 0.32 0.10 .002** 14 5.82 2.82 .001** 

Mandibular lateral incisor 27 0.47 0.30 <.001*** 24 0.21 0.12 <.001*** 12 0.33 0.12 .003** 17 6.71 3.30 <.001*** 

Mandibular canine 6 0.22 0.16 .028* 8 0.27 0.19 .017* 6 0.37 0.09 .028* 2 4.60 1.99 .180 

AP, anteroposterior; MD, mesiodistal; Ver,vertical; Rot, rotation; N, number 

Data were presented as mean.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Wilcoxon signed rank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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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달성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평가 

목표 달성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조건에 따른 목표 달성률을 

비교하였다. 성별과 환자의 주소에 따른 목표 달성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 수직 이동의 목표 달성률은 하악보다 상악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치아 

삭제 유무에 따라서는 전후방 이동과 수직 이동이 영향을 받았으며 장치 두께를 3단

계로 하였을 때 전후방 이동이 더 잘 일어났다(Table 7). 

치료 기간과 목표 달성률은 뚜렷한 선형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환자의 연령과 목

표 달성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8,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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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roup comparisons on the achievement rate of tooth movement  

 
AP MD Ver Rot 

N Mean (%) p value N Mean (%) p value N Mean (%) p value N Mean (%) p value 

Sex             

    Male 24 62.38 
.981 

14 69.45 
.477 

12 50.42 
.552 

12 34.11 
.154 

    Female 108 64.60 93 63.55 46 46.26 50 47.31 

Arch             

    Upper 74 62.75 
.456 

59 67.39 
.105 

28 56.72 
.007** 

29 45.25 
.949 

    Lower 58 66.03 48 60.55 30 38.16 33 44.32 

Chief complaint             

    Crowding 54 63.43 
.781 

41 58.79 
.052 

23 43.22 
.261 

34 41.73 
.349 

    Spacing 68 64.91 59 68.83 33 50.08 27 48.67 

Stripping, enameloplasty             

    Yes 36 72.98 
.005** 

28 57.15 
.094 

15 64.00 
.002** 

25 41.78 
.720 

    No 96 60.90 79 66.87 43 41.23 37 46.76 

Thickness             

    0.5, 0.75 mm 111 62.18 
.006** 

90 62.50 
.111 

50 45.14 
.152 

48 45.20 
.409 

    0.5, 0.75, 1.0 mm 21 74.85 17 74.00 8 59.53 14 43.20 

AP, anteroposterior; MD, mesiodistal; Ver,vertical; Rot, rotation; N, number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Mann-Whitney u-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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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between achievement rate, treatment time, age (per arch) 

 r p value 

Treatment time -0.053 .718 

Age -0.322 .024*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r) 

* p < 0.05 

 

 

 

Figure 4.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ge and achieve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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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는 심미적인 특성 때문에 성인 환자들에게 선호되는 치료 방

법이다. 열가소성 투명 교정 장치는 임상에서 빠르고 경제적으로 제작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장치에 대해서는 재료적인 측면이나 역학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장치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치 외에 부착물이나 부속물을 사용하지 않고, 한 단계의 이동만을 

목표로 하는 열가소성 투명 교정 장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치료 전반에 대한 효과를 주제로 삼았다면, 본 연구는 다른 부가적인 장치의 도움 없

이 투명 교정 장치 자체의 단독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한 단계의 치아 배열 시 치아 

이동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투명 교정 장치의 치료 효과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에서, 치아 이동을 평가하기 위

해 기준 평면이나 축을 설정하여 연구한 바 있다(Charalampakis, et al., 2018; 

Tepedino,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기준이 되는 교합평면을 설정한 뒤 이에 따

른 삼차원 좌표계를 설정하여 치아 이동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목표 달성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해 실제 이동량을 목표 이동량으로 나눈 백분율로 나타내어 직관적으로 비

교, 평가하기 쉽도록 하였다(Kravitz, et al., 2009). 

연구 진행 시 가장 우려되었던 점은 취급한 데이터 수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오차도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모든 계측을 

일정한 기간을 두어 3회 반복하였고, 3회 평균치를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측정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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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증 결과에서 매우 신뢰할 만한 수치가 확인되었다. 목표 달성률 평가 시 너무 

작은 분모에 의해 백분율이 크게 변할 것이 우려되어 계획된 이동량이 길이 계측치에 

대해 0.1 mm, 각도 계측치에 대해 3°보다 작은 경우는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고려했던 또다른 문제는 모형의 중첩과 관련한 것이었다. 다른 치과 영역에서와 달

리 교정 치료는 여러 치아를 동시에 움직이므로 중첩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상

악에서는 구개 부위가 안정적인 중첩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하악은 아직 안

정적인 중첩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였다(Choi, et al., 2010; Jang, et al., 2009). 본 연

구에서는 안정적인 중첩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전치부 배열만 계획한 환자에서 고정

원 역할을 하는 구치부의 세 점을 중심으로 중첩하였고, 상악에서는 안정적인 구조물

로 여겨지는 구개 부위를 활용하여 중첩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측정은 전치의 절단연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상 배열 시 치근 이

동은 의도하지 않았고 근원심 및 전후방 변위는 절단연의 수평적 이동을 의미하였다. 

투명 교정 장치의 적절한 이동량에 대해 Align Technology에서 0.25~0.33 mm, 

Raintree Essix에서 0.5~1.0 mm을 제시한 바 있다(Boyd, et al., 2000; Sheridan, 

1994). 장치 제작 시 이동량에 대해 0.5 mm를 기준으로 배열하였으나 이를 넘는 경

우도 존재하였다. 열가소성 재료의 특성에 관해 연구한 논문에서, 재료의 두께와 변형

량이 하중과 복원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재료나 제품의 종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하였고(Min, et al., 2010), 0.5 mm 두께의 열가소성 재료에서는 0.5 mm 정도

의 치아 이동이 적절하다고 하였다(Kwon, et al., 2008). 본 연구에서 0.5 mm 두께의 

장치를 가장 처음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획한 이동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를 넘는 범위의 치아 이동에 대해서는 다소 생리적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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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교정 장치 치료를 진행한 214명의 환자 중 선정∙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44명

을 선별하였으나, 연구 진행 중 중첩 결과가 불량한 4명 환자의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양호한 중첩 후에도 목표 이동 범위를 벗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변위가 관찰되는 경

우 해당 평면에 대한 수치를 배제하여 계측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가능한 원인으로 디지털 스캔 시 오류로 뒤틀림이나 왜곡이 발생

한 경우, 너무 많은 전치부 위치 변화가 계획되어 고정원 기능을 일부 상실한 경우, 

길고 튼튼한 치근을 가지는 견치의 이동을 과도하게 계획하여 상대적으로 주변 치아

가 영향을 받아 원치 않는 움직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전체 치아 이동의 평균 목표 달성률은 57.64%였고 근원심 변위

(64.32%)의 목표 달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후방 변위(64.19%), 수직 

변위(47.12%), 회전(44.75%) 순으로 이동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근원심 및 전후방 

변위는 수직 변위 및 회전보다 목표 달성률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투명 교정 장치 사용 시 수직적인 변위나 회전보다는 수평적인 치아 이동이 더 유리

함을 나타낸다. 

Kravitz 등은 Invisalign 치료의 정확도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서 전체 치아 이동의 

정확도는 41%에 해당했고(Kravitz, et al., 2009), Lombardo 등은 F22 aligner 

(Sweden & Martina, Due Carrare, Italy)를 이용한 치아 이동 평가 시 전체 정확도는 

73.6%였다고 보고하였다(Lombardo, et al., 2017). 기존 연구들과 비교 시 전반적인 

목표 달성률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각 연구마다 포함한 치아 종류와 이동 유형에 차

이가 있었기 때문에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도 다른 치아 이동보다 수평적 치아 이동의 정확도가 높았음이 보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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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lampakis, et al., 2018; Kravitz, et al., 2009; Lombardo, et al., 2017) 본 연

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 

특히 수직적 이동에서, 목표 이동 범위를 벗어나는 변화가 많이 관찰되었다. 일부 

환자에서는 계획한 이동량보다 치료 후 실제 이동량이 더 크게 나타났고, 전치부의 

압하를 계획했으나 중첩된 구치부에 비해 정출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스캔 시의 왜곡, 중첩 오류, 또는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의 “bite-block 

effect”를 제시할 수 있다. 구치부 사이에 위치한 장치의 두께로 인해 투명 교정 장치

가 posterior bite-block 역할을 하여 구치부의 압하가 일어날 수 있다(Boyd and 

Waskalic, 2001; Kuster and Ingervall, 1992). 

치아 종류 별 목표 달성률 비교 시, 상악 중절치에서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Kravitz 등이 견치의 회전 외에는 

각 이동 유형에서 치아 종류 별로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내용과 유사하다(Kravitz, et al., 2009). 따라서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한 전

치부 배열 시 치아의 종류보다는 치아 이동 유형에 목표 달성률이 더 영향을 받는다

고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일부 치아의 작은 표본수(특히 견치) 때문에 해당 결과는 한

계가 있다. 

백분율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획된 이동량과 실제 이동

량을 비교하여 치료 목표 달성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Krieger 

등은 Invisalign을 이용한 전치부 배열 시 수직피개를 제외한 모든 치아 이동이 성공

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Krieger, et al., 2012). Charalampakis 등은 Invisalign 치료

에서 수평 이동에 대해서는 두 이동량 간의 차이가 없었고 회전이나 수직 이동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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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Charalampakis, et al., 2018). 

본 연구 결과에서는 모든 유형의 치아 이동에 대해 계획된 이동량과 실제 이동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치아 별로 목표 달성량을 비교했을 때에도 일부 치

아를 제외하면 계획된 이동량과 실제 이동량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제로 치아가 

이동한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Izhar 등은 투명 교정 

장치 치료 시 배열 단계가 누적될수록 치아 이동의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는데

(Izhar, et al., 2019), 배열 단계를 높이면 각 단계마다 치아 이동이 누적되어 더 높은 

치아 이동 정확도를 보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더 정확한 치아 이

동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치 사용이나 과교정, 부착물, 부속물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표 달성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성별, 악궁 종류, 환자의 

주소, 치간 삭제 및 치아 순∙설측 삭제 여부, 최종 장치 두께 차이에 따라 목표 달성

률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성별과 환자 주소에 따라서는 그룹 별로 통계적인 유의

차가 없어 치아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악궁 종류에 따라서는 수

직 이동에서 목표 달성률에 차이를 보여 하악보다 상악에서 수직 이동이 더 잘 일어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치아 삭제 여부에 따라서는 전후방 이동과 수직 이동에서만 

통계적 유의차를 보였으며, 3단계 두께의 장치 착용 시 2단계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

은 달성률을 보였다. 치아 이동 유형 중 근원심, 회전 이동은 조건에 따른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회전 이동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낮은 달성률을 보여 열가소성 투

명 교정 장치 단독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치아 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치료 기간은 목표 달성률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과도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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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 연령과 목표 달성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r=-0.322), 연령이 증

가할수록 투명 교정 장치 치료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정력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을 연구한 논문에서, 같은 교정력을 부여했을 때 청소

년에서보다 성인 그룹에서 더 많은 사이토카인과 파골세포 활성을 보였으나 치아 이

동은 현저하게 느린 것을 관찰하였고, 연령을 교정적 치아 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다(Alikhani, et al., 2018). 연령에 따른 교정적 치아 이동 속도를 연구한 쥐 

실험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아 이동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특히 초기 

치아 이동 시 두드러졌다(Ren, et al., 2003). 본 연구는 투명 교정 장치의 첫 번째 배

열만을 평가했으므로 초기 배열에 해당하고, 연령과 목표 달성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기존 연구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만 상관계수 r=-0.322로 낮은 상관관

계를 보였고 치료 기간과도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연령은 투명 교정 장치 사용에 절

대적인 고려사항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대상자의 조건이나 장치 제작과 관련된 요소, 장치 장착 

협조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조건에 따라 목표 달성 정도가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의 작은 샘플 수 때문에 하위 그룹으로 나누지 못하

고 대상을 통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복표 달성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단계의 열가소성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한 전치부 배열 시 통계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치아 이동 유형 별, 치아 종류 별 움직임 양상을 염두에 

두고 이를 치료계획에 활용한다면 minor tooth movement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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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평적 치아 이동을 계획했을 때 보다 높은 활용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다 더 정확한 치아 이동을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과교정하거나 추가적인 장치, 부착물과 부속물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 결과에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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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열가소성 투명 교정 장치로 전치부 배열 시 치료 전 모델과 가상 배

열한 모델, 치료 후 모델을 중첩하고 치아 이동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치아 이동의 평균 목표 달성률은 57.64%였고 근원심(64.32%) 및 전후방 

(64.19%) 변위에서 다른 치아 이동보다 목표 달성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001).  

2. 치아 별 목표 달성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 > 0.05). 

3. 이동 유형 별 목표 달성량 평가 시, 모든 유형의 치아 이동에 대해 계획된 이동

량과 실제 이동량에 차이를 보였다(p < 0.001). 

4. 각 치아가 이동 유형에 따라 목표 달성량에 차이가 있는지 평가했을 때, 상악 측

절치의 수직 변위와 하악 견치의 회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치아에서 계획된 이

동량과 실제 이동량에 차이가 있었다(p < 0.05). 

5. 수직 이동의 목표 달성률은 하악보다 상악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치아 

삭제 여부에 따라서는 전후방 이동과 수직 이동이 영향을 받았으며 장치 두께를 

3단계로 하였을 때 전후방 이동이 더 잘 일어났다(p < 0.01). 연령과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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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22, p < 0.05).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는 수평적 치아 이동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직적

으로는 의도치 않게 정출이 일어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연령과 치료 조건에 따라

서 효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보다 더 정확한 치아 이동을 위해서는 과교정하거

나 추가적인 장치, 부착물과 부속물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 결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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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achievement of the initial 

anterior arrangement of clear aligner 

using 3D printing 

 
Seon-Jeong Ryu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ung-Ju Hwang, D.D.S., M.S., PhD) 

 

Clear aligner is the preferred treatment method especially for adult patients 

because it is esthetic, removable, easy to control hygiene, and less painful.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ooth movement 

in the arrangement of the thermoplastic clear aligner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it.  

This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40 adult patients (mean age, 33.4 ± 9.7 years) 

treated by clear aligner, from October 2018 to September 2020, at the department 

of orthodontics in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A total of 165 teeth in 28 

upper and 21 lower arches were included in the study. Pretreatment, virtu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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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sttreatment models were superimposed and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ooth movement was evaluated to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1. The overall achievement rate of anterior tooth movement was 57.64%, and 

the achievement rate of mesiodistal(64.32%) and anteroposterior(64.19%) 

displace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tooth movements(p < 0.001). 

2.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achievement rate 

for each tooth(p > 0.05). 

3. When evaluating the achievement amount of tooth movemen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planned and actual amount of tooth movement for all 

types of movement(p < 0.001). 

4.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lanned and actual amount of tooth movement 

in most teeth except for the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maxillary lateral 

incisor and the rotation of the lower canine(p < 0.05). 

5. The achievement rate of vertical move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upper arch than the lower arch(p < 0.01). Anteroposterior and vertical 

displacement were affected depending on stripping and enameloplasty, and 

the achievement rate of anteroposterior movement was higher in the 3-stage 

thickness aligner(p < 0.01). Ag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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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with the achievement rate(r=-0.322, p < 0.05). 

Clear aligner can be useful for horizontal tooth movement, but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unintentional extrusion can occur. Treatment effect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age and treatment conditions. For more accurate tooth 

movement, overcorrection or additional use of aligner, attachments, and 

auxiliaries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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