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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2대 집행부가 회무 동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부회장단 업무분장을 
마치고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 정비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19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실에서 열린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임창하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강충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또 나머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협회장에 
일임했다. 사무총장에는 강정훈 총무이사가 겸직 임명됐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장과 위원을 
해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임원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박태근 협회장은 “그동안에도 사임이나 별도 해촉 절차 없이 
임명을 해왔던 것으로 안다. 회무 동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부회장들의 업무 
분장이 새롭게 진행됐고 해당 업무에 맞춰 특별위원장을 구성한 만큼 관련 
임원 구성의 건은 협회장에게 위임해 달라.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돼야만 전문의 시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승인을 구한 후, 
해당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보고사항으로 상정된 부회장 업무분장에 따르면 강충규 부회장은 
법제 재무 홍보 정보통신, 신인철 부회장은 치무 공보 기획위원회 총괄을 
맡았다. 홍수연 부회장은 자재표준 대외협력 경영정책, 김철환 부회장은 
학술 수련고시, 마경화 부회장은 보험, 김현선 부회장은 공공군무, 이민정 
부회장은 국제문화복지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정재호 공공 군무이사와 박종진 기획이사, 정승우 정책이사가 
사퇴함에 따라 공석에 강경동 공공군무이사와 진승욱 정책이사를 보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 9월 4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의결 가부) 법률자문과 임원 해임(잔류임원 불신임) 법률검토 등과 
관련해 5개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자문비 1248만원 지급의 건이 찬반 토의 
끝에 표결로 통과됐다.

이 밖에 유연근무제 및 일 미만 단위 연가 시행에 따른 취업규정 개정의 건,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작품공모전 후원명칭 사용 및 지원금 요청의 건,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개정의 건, 2022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후원명칭 
승인의 건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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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또한 치과계 
최대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경력단절 유휴인력의 재교육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는 지난  
10월 13일 류근혁 신임 복지부 제2차관과 상견례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원경화 사무관 등이 함께 자리해 치과계 중점 현안에 대한 치협 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을 나눴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임원진은 먼저 최근 시행된 비급여 공개와 관련       
“술식, 재료, 장소, 장비 등 진료비 구성요건에 따른 비급여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줄세우기식 단순 가격 비교로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 우려된다”
면서 “가격 경쟁을 통해 저수가를 유도할 경우 덤핑 및 먹튀치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비급여 공개 사이트는 합법적인 유인, 알선의 

통로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치협 임원진은 또한 “현 집행부는 치과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 경력단절인력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운영, 
유휴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며 복지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류근혁 차관은 “현재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한, 
치과보조인력 문제도 간호인력 재교육 상황 등과 비교하며 “치과보조인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치협 임원진은 이날 류근혁 차관 상견례에 앞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주무부서인 의료보장관리과 임화영 사무관을 만나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점을 전달하고, 올해 말로 논의가 연기된 비급여 보고 
의무 관련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며 향후 상호간 소통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더불어 치협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보고 의무 설명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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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가 유디치과협회를 해체하고, 원장 직접 경영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7일 검사와 유디치과가 1인1개소법 위반 관련 
쌍방상소에 따른 항소심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유디치과 측은 11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디치과는 각 치과별로 김종훈 유디치과 전대표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등 개인 지배 구조 형태를 해소하겠다는데 이어 
유디치과협회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디HR은 기존 업무를 종료, 
간호조무인력 양성학원으로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유디렌탈의 
렌탈종료 및 각 치과의 의료기를 인수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유디치과와 
관계된 치과기공소도 앞으로는 원장이 계약관계에 있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1년 12월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1인 소유구조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구조개편을 한다면서 
㈜유디, 유디HR, 유디렌탈, 유디메디 등 여러 회사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들은 ▲경영지원 및 위탁 ▲의료인, 보조인력 구인 등 인력지원 ▲
치과진료실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 ▲유니트 체어와 같은 의료장비 대여 등 
치과병원 개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상의 명의대여 원장에게 선택토록 해, 
치과를 운영하게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유디치과로 남아있는 치과가 유디HR, 여타 치과 
기공소를 포함한 많은 업체들 간 계약관계를 통해 일종의 프랜차이즈처럼 
운영돼 결국 종속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물었다.

유디치과 측은 “각 치과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유디치과 그룹이 하나하나씩 계약관계에 의해서 원장이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화시켰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유디치과 측 피고인 A씨도 “현재 치과 재료도 사이트마다 
비교하고 다른업체로 거래하고 있다”며 “치과기공소도 6월부터 다른 곳과 
거래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40분 선고기일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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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은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평소 얼마나 받
고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최용현 교수(건국대학교병원)가 최근 전국 남녀 치과의사 197명을 대상
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스트레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치과의사 10명 중 8
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치의 절반가량은 조금씩이
지만 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일부는 매일 심하게 스트레스
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항목으로는 ▲늘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59%) ▲스트
레스를 늘 받지만, 가끔 심한 경우도 있다(19%) ▲평소엔 없지만 가끔 스
트레스를 받는다(15%)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5%) ▲항상 심하게 스트
레스 받고 있다(2%) 등이다.<표. 치과의사 스트레스 설문 조사 결과 참조>

특히 ‘스트레스를 받지만 가끔 심한 경우도 있다’ 부문(19%)을 선택한 
치과의사들 중에서는 남성(14%)이 여성(5%)보다 2배 이상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용현 교수는 “여러 가지 감염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치과 진료행위 특
성상 환자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환자 수 감소, 휴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치과계 피해가 점차 커지면서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가중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원 연차가 짧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현 시기상황을 고려해 대안을 찾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치과 경영이 
정상화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스트레스 관리도 지속적으
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최근 이슈리포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치과 병 의원 경
영피해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슈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치과 환자 감소폭은 평균 
25.2%, 매출 수입은 평균 23.4% 감소했다.

News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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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민의 구강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구강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력과 시
설 및 장비 등의 물리적 자원과 구강보건의료전달체계 등
의 구조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0년 현재 한국의 
치과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이 235개소(1.27%), 치과의원
이 18,261개소(98.73%)를 차지하는 현실1)과 치과의원에
서 치과병원으로 의뢰되는 환자의 의뢰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2)을 고려할 때,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인력 자원))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를 제외하고 구강보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
과기공사, 간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임상병
리사, 기타종사자이며, 2021년 현재 치과위생사 38,214
명(61.26%), 간호조무사 19,087명(30.60%), 치과기공사 
2,431명(3.90%), 간호사 428명(0.69%), 보건의료정보관
리사 120명(0.19%), 방사선사 24명(0.04%), 임상병리사 
9명(0.01%), 기타종사자 2,033명(3.26%)이 근무하고 있
다3)다다 . 그 중 환자와 직접 대면해서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거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Beazoglou 등4)등등 은 콜로라도 주의 치과보조인력(ex) -
panded function dental assistants, EFDAs) 활용을
통해 치과진료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했다고 하였고,
Langelier 등5)등등 은 미국치과위생사협회에서 개발한 치과)

위생사 업무 범위, 내용, 전문성, 환경 등의 요소를 통합
하여 산출된 지표(scope-of-practice parameters)가 성
인 구강건강수준의 향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안전과 구강건강
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인력이다.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구인난 실태는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부

터 최근까지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 인력을 확보하
기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
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
위협)가 2002년 11월 9일에 개최한 “구강진료 분담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치협은 구강진료보
조원제도 도입과 치위생(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의 증원
을 주장했다6)다다 . 그 이후로도 치과위생사 구인난 호소는 최
근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인력부족이 심각한 직업으로 조
사되었다7)다다 . 
치과위생사 구인난의 원인으로 수도권 대도시 쏠림 현
상, 노동 강도와 직무 스트레스 대비 낮은 임금, 잦은 이직
과 짧은 직업 수명, 낮은 직업 만족도 등을 들고 있으나8) 나나
구인난의 원인으로 주장하기에는 자료와 근거가 빈약하
다. 다만 치협 측은 치과위생사 구인난을 호소하지만, 치
위협 측은 고연차 치과위생사의 취업난을 호소하는 등9)등등
이익단체의 입장에 따라 인식하는 문제 자체도 다른 것
이 현실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에 비해 적극적인 자
세에 따르는 노력이 가져오는 성과인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근무하는 조직의 특성
이 치과위생사의 직무 만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10,11).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치과 의료기
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치과의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치과 의료기관 특성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구인난과 수요도 실태를 파악
하여 구인난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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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치과종사인력 구인난과 수요도 실태를 파악
하고 치과의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치협에 2021년 1
월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치과의사 회원 27,764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문자를 통
해 설문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전체 대상자 중 2,291
명이 응답하여 회신율은 8.3%였다. 이 중 응답 부적절, 입
력 오류 등 68명을 제외하고 최종 2,223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치협 회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자로 구글
서베이 URL을 발송하여 대상자가 스스로 응답하는 방법
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성별, 연령, 근무지, 면허
취득 연도, 전공과목과 같은 일반적 현황과 현재 근무하
고 있는 치과의 인력 현황, 치과종사인력 수급의 주관적 
어려움, 구인까지 소요되는 시간, 추가 종사인력의 필요
여부 및 필요 업무 등이었다. 이 연구는 치과의사를 대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
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승인번호
S-D20200054). 

 2) 연구변수
 독립변수는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로 이 연구에서는 치
과진료의자 수로 설정하였다. 의료법에서 병원의 규모를 
구분하는 기준은 병상과 진료과목이지만, 치과병의원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치과진료의자로 하였다. 치과진료의자 수는 1~3

대, 4~5대, 6~9대, 10대 이상의 4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인 치과종사인력 수급 어려움은 0~10까지 10
개의 척도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분석 시 연속변수로 처
리하였고, 구인까지 소요시간은 1개월 미만, 1~2개월 미
만, 2개월 이상으로 재설정하였으며, 추가 종사인력이 필
요한 업무는 중복으로 응답 가능한 문항으로 기존의 ‘매
우 필요함’, ‘필요함’,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4개의 척
도를 ‘필요함’과 ‘필요 없음’의 2그룹으로 재설정하여 명목
변수로 분석하였다.

3) 통계분석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치
과 의료기관의 규모별 구인까지 소요시간과 추가 종사
인력의 필요 업무는 교차분석을, 규모별 수급 어려움은
One-way ANOVA를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4.0(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
하였고, 1종 오류는 0.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2,223명 중 남자 1,593명(71.7%), 여자 
630명(28.3%)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56명(34.0%)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이하가 687명(30.9%)
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665명(29.9%)과 경기 589
명(26.5%)으로 수도권이 절반 이상이었다. 
면허취득연차에 따라서 10년차 이하가 633명(28.5%)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1~20년차가 620명(27.9%)
이었다. 전공과목별로는 일반의가 751명(33.8%)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합치의학과가 533명(24.0%)으
로 많았다. 근무 치과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수는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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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명(59.2%)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인 단독 개
원 의료기관이었다. 치과진료의자 수는 4~5대가 958

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9대가 536명
(24.1%)으로 많았다. 

Table 1.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변수명 n %
               전체 2,223 100.0
성별

남자 1,593 71.7
여자 630 28.3

연령(만나이)
30대이하 687 30.9
40대 756 34.0
50대 605 27.2
60대이상 175 7.9

지역
서울 665 29.9
부산 116 5.2
대구 119 5.4
인천 108 4.9
광주 88 4.0
대전 68 3.1
울산 31 1.4
세종 15 0.7
경기 589 26.5
강원 46 2.1
충남 75 3.4
충북 13 0.6
전북 54 2.4
전남 61 2.7
경북 56 2.5
경남 99 4.5
제주 20 0.9

면허취득연차
10년차이하 633 28.5
11~20년차 620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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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 의료기관 규모별 치과종사인력 수급 어려움

치과 의료기관 규모별 치과 종사인력 수급 어려움을 0
점부터 10점까지 물어본 결과, 규모별 치과위생사, 간호
조무사 수급 어려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0).PP
치과위생사 수급 어려움은 평균 8.49±1.95점이었으며,
치과진료의자 4~5대인 치과가 8.76±2.22점으로 가장 
높았다. 간호조무사 수급 어려움은 전체 6.48±2.65점이

었으며, 치과진료의자 1~3대인 치과가 6.83±2.47점으
로 가장 높았다(Table 2).
치과 의료기관 규모별 구인광고 후 구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4). ‘2개월 이상’이PP
전체 942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모든 규모에서 ‘2
개월 이상’소요가 가장 많았으나, 특히 4~5대와 6~9대
가 각 433명(45.2%), 240명(44.8%)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Table 3).

                               변수명 n %
21~30년차 601 27.0
31년차이상 369 16.6

전공과목
구강악안면외과 191 8.6
치과보철과 179 8.1
치과교정과 194 8.7
소아치과 82 3.7
치주과 132 5.9
치과보존과 103 4.6
구강내과 28 1.3
영상치의학과 12 0.5
구강병리과 7 0.3
예방치과 11 0.5
통합치의학과 533 24.0
일반의 751 33.8

치과의사수
1명 1,315 59.2
2명 484 21.8
3명이상 424 19.1

치과진료의자 수
1~3대 509 22.9
4~5대 958 43.1
6~9대 536 24.1
10대이상 22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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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치과 의료기관 규모별 치과종사인력 수급 어려움 (단위 : 점)

치과진료의자 수 평균       표준편차 P-valuePP
치과위생사 수급 어려움 8.49 1.95 <0.000

1~3대 8.18 2.22
4~5대 8.76 1.81
6~9대 8.48 1.83
10대 이상 8.06 2.00

간호조무사 수급 어려움 6.48 2.65 <0.000
1~3대 6.83 2.47
4~5대 6.67 2.63
6~9대 6.15 2.73
10대 이상 5.67 2.73

* One-way ANOVA (P < 0.05)P

Table 3. 치과 의료기관 규모별 구인광고 후 구인까지 소요시간              (단위 : n(%))

구분 전체
치과진료의자 수

P-valuePP
1~3대 4~5대 6~9대 10대 이상

소요시간 　0.004
1개월 미만 606(27.3) 160(31.4) 228(23.8) 145(27.1) 73(33.2)
1개월~2개월 미만 675(30.4) 159(31.2) 297(31.0) 433(45.2) 151(28.2)
2개월 이상 942(42.4) 190(37.3) 433(45.2) 240(44.8) 79(35.9)

* Chi-square (P < 0.05)P

3. 치과 의료기관 규모별 근무, 필요 치과종사인력

치과의사 1인당 근무, 필요 치과종사인력 수는 치과 의
료기관 규모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0). 치과의사 PP
1인당 근무 치과위생사 수는 전체 1.81±1.4명이었으며,
규모가 클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치과의사 1인당 
근무 간호조무사는 전체 0.85±1.0명이었으며, 규모가 작
을수록 많은 경향을 보였다(Table 4).
치과의사 1인당 추가 필요 치과위생사 수는 전체
0.64±0.7명이었으며, 치과진료의자 수 4~5대의 치과에
서 가장 많았다. 치과의사 1인당 추가 필요 간호조무사 수
는 0.23±0.5명이었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많은 경향을 

보였다(Table 4).

4. 치과 의료기관 규모별 추가 종사인력이 필요한 업무

치과 의료기관 규모별 추가 종사인력이 필요한 업무 중
치석제거가 1,713명(77.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석션 1,640명(73.8%), 수술보조 1,634명(73.5%), 인상채
득 1,593명(71.7%), 진료준비 1,559명(70.1%)순이었다.
그 중 규모가 작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석제거, 석션, 수
술보조 등에 대한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규모가 큰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석제거, 인상채득, 예방위생 등에 대
한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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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치과 의료기관 규모별 근무, 필요 치과종사인력 수        (단위 : 명 ± 표준편차)

구분 전체
치과진료의자 수

P-valuePP
1~3대 4~5대 6~9대 10대 이상

치과의사 1인당 근무
치과위생사 1.81±1.4 1.13±1.2 1.81±1.4 2.30±1.4 2.24±1.5 <0.000
간호조무사 0.85±1.0 0.99±0.9 0.96±1.0 0.69±0.9 0.46±0.7 <0.000

치과의사 1인당 필요
치과위생사 0.64±0.7 0.52±0.7 0.70±0.8 0.68±0.7 0.49±0.6 <0.000
간호조무사 0.23±0.5 0.29±0.5 0.27±0.5 0.16±0.4 0.12±0.3 <0.000

* One-way ANOVA (P < 0.05)P

Table 5. 치과 의료기관 규모별 추가 종사인력이 필요한 업무(중복 응답)      (단위 : n(%))

전체
치과진료의자 수

P-valuePP
1~3대 4~5대 6~9대 10대 이상

치석제거 1,713(77.1) 342(67.2) 777(81.1) 419(78.2) 175(79.5) <0.000
석션 1,640(73.8) 343(67.4) 728(76.0) 400(74.6) 169(76.8) 0.002
수술보조 1,634(73.5) 339(66.6) 723(75.5) 400(74.6) 172(78.2) 0.001
인상채득 1,593(71.7) 313(61.5) 715(74.6) 393(73.3) 172(78.2) <0.000
진료준비 1,559(70.1) 323(63.5) 687(71.7) 387(72.2) 162(73.6) 0.002
예방위생 1,544(69.5) 319(62.7) 684(71.4) 376(70.1) 165(75.0) 0.001
기구소독 1,492(67.1) 317(62.3) 670(69.9) 367(68.5) 138(62.7) 0.011
방사선 촬영 1,483(66.7) 307(60.3) 665(69.4) 361(67.4) 150(68.2) 0.005
교육상담 1,443(64.9) 303(59.5) 626(65.3) 360(67.2) 154(70.0) 0.017
부착물 장착 1,339(60.2) 254(49.9) 593(61.9) 343(64.0) 149(67.7) <0.000
보험청구 1,324(59.6) 269(52.8) 572(59.7) 329(61.4) 154(70.0) <0.000
부착물 제거 1,270(57.1) 250(49.1) 563(58.8) 321(59.9) 136(61.8) <0.000
물품관리 1,270(57.1) 257(50.5) 559(58.4) 318(59.3) 136(61.8) 0.005
임시충전 1,236(55.6) 237(46.6) 556(58.0) 312(58.2) 131(59.5) <0.000
접수예약 1,185(53.3) 260(51.1) 506(52.8) 289(53.9) 130(59.1) 0.246
불소도포 1,009(45.4) 196(38.5) 445(46.5) 265(49.4) 103(46.8) 0.003
활력징후측정 813(36.6) 175(34.4) 348(36.3) 189(35.3) 101(45.9) 0.021
호선장착 793(35.7) 131(25.7) 322(33.6) 226(42.2) 114(51.8) <0.000
주사행위 660(29.7) 134(26.3) 255(26.6) 174(32.5) 97(44.1) <0.000
* Chi-square (P < 0.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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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한국의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소는 오랜 기간 지속되
어 온 치과계의 숙원사업이다. 본 연구는 구인난 해결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치협 회원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치협 회원 2,223명
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 수급이 매우 어렵고, 
이는 중간 규모(치과진료의자 4~5대 규모) 치과의료기관 
일수록 어려움도 크고, 구인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
향을 보였다. 치과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현재 근무하
는 치과위생사 수도 늘어났지만, 추가로 더 필요한 치과
위생사는 중간 규모(치과진료의자 4~5대 규모) 치과의료
기관이 가장 컸고, 치과진료의자 6~9대 규모 치과의료기
관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작은 규모
의 치과일수록 현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수도 많았고, 
필요한 간호조무사 역시 규모가 작을수록 많았다. 또한 치
과 규모에 따라 추가로 고용이 필요한 업무에 차이가 있었
다. 치석 제거, 석션(suction), 수술보조는 모든 치과에서
높게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치과일수록 상대적으로 진료
준비의 필요가 높았고, 규모가 큰 치과일수록 상대적으로
예방위생, 인상채득 등의 업무에 필요가 높았다. 즉,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치과위생사 고유의 업무인 
치석제거, 인상채득 등의 업무를 필요하다고 했으나, 작은 
규모는 진료준비, 큰 규모는 예방위생과 인상채득이 더 필
요하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과계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왔다. 첫째, 치위생(학)과 정원 증원
을 통해 치과위생사를 더 많이 양성하였다. 2004년 신규 
면허 치과위생사는 약 1천 1백 명이 배출되었으나 현재
2019년 약 4천 9백 명이 배출되며 그 숫자가 4배 이상 증
가하였다12). 둘째, 경력단절/유휴인력 치과위생사 고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년 치협과 치위협은 공동
으로 유휴인력 치과위생사 재취업을 위한 임상실무 교육

을 실시하여 치과취업으로 연계하였다13). 셋째, 치과의 새
로운 직군을 개설하였다.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의 민간자
격증을 발급하여 치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간호조무
사를 교육 및 양성하고, 치과행정사라는 민간자격으로 치
과의 행정, 보험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치
과경영관리사를 통해 치과 세무, 회계 등을 관리할 수 있
는 직군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큰 실효성을 얻은
대안은 없어 최근 치협은 치과조무사 일명 한국형 Dental 
Assistant(DA)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일부 국가들은 DA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다. 미국14)의 DA는 공인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발급받는 국가 공인 인증 자격제도이다. 주
로 치과의사의 진료보조를 전담하고 있으며, 치과의사 1
인당 DA는 약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업무범위와 자격
요건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인상채득, 소독 및 멸균 작
업, 석션 등과 같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추
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방사선 촬영과 같이 확장된 업무
가 가능하다. 캐나다15)의 DA는 크게 Level 1과 Level 2로
나뉘며, 치과의사 1인당 DA는 약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Level 1은 DA 자격 규제가 없는 퀘백 주와 자격 규제 없
이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온타리오 주에서 인정하는 자격
으로 구강 내 업무를 제외한 치과의사의 지시 하에 치과
진료의자 옆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Level 2는 인증
된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시험을 통과한 뒤 자격을 취득
하면 방사선 사진 촬영, 인상채득, 석션 등과 같은 구강 내
진료보조 업무가 가능하다. 호주16)와 일본17)은 DA 제도)

가 국가 규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단체에서 시
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업무범위는 대부분 환자의 구강 외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보조 업무로, 환자 진료 준비, 치과의사에게 기구 전
달, 기구 세척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의 DA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미국, 캐나다 DA의 법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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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대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법
적 업무에 해당하는 인상채득, 방사선 촬영, 임시접착제
부착 및 제거 등과 같은 진료보조업무를 미국과 캐나다에
서는 DA가 담당하고 있다. 반면 치과위생사는 진료보조
업무는 거의하지 않고, 주로 예방 및 치주관리와 교육/상
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8)다다 . 호주와 일본의 민간 자격 DA 
제도는 국내 치과계에서 요구하는 구강 내 진료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입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즉, 고질적
인 우리나라의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는 우
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과의 규모에 따라 추가 인력이 
필요한 업무와 구인을 원하는 직종에 차이가 있었다. 중간
규모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수요가 높은 이유
는 보철, 교정 등의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치과위
생사 고유의 업무가 필요한 진료가 많아서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치과종사인력 해결을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치과의료기관에는 석션, 진료
준비 등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정규 치과 교육을 받
은 DA 양성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중간 규모 이상의 치
과의료기관에는 기존의 치과위생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
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치과에서 진료보조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질 관리가 되어야 하나, 현 간호
조무사 과정에는 치과 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도 표준화되지 못
하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치과의료행위와 불분명한 
진료보조업무가 존재한다18). 이러한 현재의 문제점을 해
결하고, 소규모 치과에서 원하는 체어사이드 진료보조업
무를 수행하는데 DA 제도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만 DA의 교육과정, 교육기간, 허용 업무 등에 관한 실증적
인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한다. 

치과위생사는 면허 취득자 대비 활동 수가 2018년 기
준 44.8%수준으로 경력단절 수준이 심각하다. 원인 중 하
나로 치과위생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군으로 결혼, 육
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게 되고, 지원체계 등의 부
재로 복귀가 쉽지 않다19). 그러나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복귀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치과의사20)사사 와 치과위생사 모
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와 유사하게 간호사 또
한 여성의 비율이 높아 경력단절로 인한 인력 수급이 어렵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의료법』 제
60조 3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수탁으로 간호인력 취업
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서는 유휴간호사, 경력
단절 간호사 등의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 네트워킹 
인프라를 활용하여 1대1 구인구직 매칭 지원 등을 함으로
써 수급난을 해결하고 있다. 이 기관을 통해 취업에 성공
한 유휴간호사는 2015년 102명, 2016년 894명, 2017년 
1,223명, 2018년 1,234명으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21)다다 . 이와 같이 치과계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정부지원 
아래 치과위생사 취업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을 희망
하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를 교육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치과 의료기관을 연계해주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치협 회원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전체 치과의사의 의견으로 일반
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체 치과의사의 지역별 
분포와 설문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가 유사한 것을 보아 대
표성을 띄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치과 의료기관의 규
모를 치과진료의자 수로 한정하여, 의료기관 규모에 특성
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는 진료 내용에 따
라 의료기관 분류를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수
의 치과의사가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를 응답에
서 걸러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단순 
구인난의 어려움 정도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치과 의료
기관의 규모라는 세분화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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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치과종사인력 문제는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국민의 구강건강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다각도적 정책 추진으로 복잡하게하하  얽힌 치과계
구인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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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됨
으로써 국가시험의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응시하
여 합격한 자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1). 그동안 실
기시험 도입을 위해 2012년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
대학원협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여 논의를 실시하고, 2015년과 2016년에 치과의사 임
상수기 시험항목 개발연구 등을 통해 2회의 실기시험 모
의시험을 실시하였다2)다다 . 2017년에 실기시험 최초 시행시
기를 2022년 졸업예정자가 시험을 치르는 2021년으로
협의하였고, 22개의 평가영역을 확정하고, 평가영역별 평
가목표, 관련 역량, 핵심 평가요소를 최종 공지하였다3)다다 .
2019년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을 제정 및 고시하여 합격선 산출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방
법을 정하였다4)다다 . 2021년까지 총 4차의 모의고사를 거쳐,
실제 국가고시는 2021년 9월 4일에 지정 대학의 실습실
에서 결과평가가 시행될 계획이며, 11월 10일부터 26일
까지 국시원에서 과정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1).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결과평가와 과정평가로
구성되며, 과정평가는 10분씩 3문항 총 30분, 결과평가는 
3문항 총 120분으로 구성된다1). 과정평가는 진료문항, 수
기문항, 복합문항이 각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료
문항은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병력청취, 구강 내, 외부
진찰, 진료태도를 평가하고, 수기문항은 기본 임상술기 능
력을 평가하며, 복합문항은 진료수행과 기본 임상술기 능
력을 모두 평가한다1). 결과평가는 bench test용 simula-
tor를 활용하여 기본 기술적 수기를 평가한다1). 2017년에
발표된 22개의 평가목표는 과정평가와 결과평가에 대한 
평가목표와 핵심평가요소를 포함하고 있다3)다다 . 
그 동안 치과대학의 임상교육은 각 대학에서 임상역량
을 규정하고 학생들이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각 치과대학의 교육과정 모두 역량 기반이라는 점은 공통
점이나 대학에서 규정한 것인지 국가에서 규정한 것인지
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체계는 비슷하다
고 볼 수 있다3)다다 . 의과대학의 경우 실기시험의 도입으로 실
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실습
시험 항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실습시험 연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표준화 환자나 모의환자를 활용한 실습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5)다다 . 의과대학처럼 실기
시험의 도입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 또한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의과대학과 다른 점은 치과대학의 경
우 본과 3학년과 4학년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치의로서
환자에게 진료를 시행하는 직접임상경험적 요소가 많은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치과대학 학생들은 의
과대학에서 최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객관구조화
진료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이전부터 이미 실제 상황에서 실기시험의 평가영
역에 대한 직접진료 교육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환자 중
심의 포괄적 진료교육, 현재의 임상교육 과정, 실기시험의
도입이 서로 영향을 미쳐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화될 
때 양질의 치과의사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기시험의 각 평가 영역과 직접진료경험의 노출 빈도, 교
육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이런 교육적 변화의 방향을 결정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떠한 상황에서 목표 달
성을 위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의되
며, 수행결과에 영향을 주고, 환경적 요소나 행동적 요소
에 의해 역동적으로 영향을 받는다6,7)다다 . 자기효능감은 개념
적으로 1) 과거가 아닌 미래의 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이
고(beliefs about future actions), 2) 기대되는 결과가 아
니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며(beliefs about capa-
bilities), 3) 전반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을 대
상으로 한다(domain specificity)는 세가지 특징을 가진
다8)다다 . 자기효능감은 자신감(confidence)과 개념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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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고, 자신감은 특정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9)다다 . 치과대학생이 특정 수행영역에 자
신감을 가지는지에 대해 연구가 있어왔으며, 이는 개념적
으로 자기효능감이지만 자신감(confidence)이라는 용어
로 표현되었고,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의 효과를 파악하
는 변수로서 사용되었다10,11).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의 이론적 근거와 자신감과의 개념적 차이를 바탕으로 실
기시험의 각 핵심평가 요소에 대해 학생들의 자신감을 자
기효능감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본과 3학년과 본과 4학년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실기시험의 핵심 평가요소에 
대한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조사하고, 각 영역에서 직접진
료경험과 자기효능감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3학년과 본과 4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취지를 설
명 듣고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이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과제번호 2020-0148-001) 하에 진행되었다. 연구
자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설문 결과의 비밀 보장, 연구
참여의 자발성 원칙 등 취약한 대상자를 위한 보호방안
을 포함한 설문을 SNS 상으로 발송하였다. 설문은 2020
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설
문 시기는 각 학년 학생들이 1년 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시
기로 설정하였다. 

3.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총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설문 
영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시한 22가지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자 했다. 설문의 수월
성을 위하여 각 영역의 핵심 평가요소를 자기효능감을 측
정하는 설문 문항 형태로 변환하였다9)다다 . 총 22개 영역 118
개의 문항(각 영역 평균 5.4개의 문항)에 대해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에 따라 1점(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
우 그렇다)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두 번째 설문 영역은 
응답자의 일반 정보를 조사하는 영역으로 학년, 성별, 나
이, 입학 유형(예과/편입) 정보를 조사하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설문 영역은 각 22개 영역에 대한 직
접임상진료경험 유무를 묻는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에서 각 학생의 영역별 평균을 도출하고,
학생들의 특성인 성별, 입학 유형(예과/편입), 학년에 따
라 평균점수를 Student’s t-test로 비교하고, 나이에 따
라 one-way ANOVA 분석으로 평균점수를 비교하였다
(α=0.05). 직접진료환자수에 따른 평균점수의 경우 본과 
3학년은 Student's t-test로 비교하고, 본과 4학년은 one-
way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α=0.05).  그리고 각 영
역에서 직접진료경험 유무에 따라 Student’s t-test를 시
행하였다(α=0.05).

Ⅲ.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과 3학년은 전체 학생 60명 중 34명(56.7%)이, 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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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은 68명 중 46명(67.6%)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본
과 3학년과 본과 4학년의 모집단인 전체 학생에 대한 남
학생 비율이 각각 68.3%, 75.0%인데, 설문 응답자의 남학
생 비율은 본과 3학년이 68%, 본과 4학년이 80%였다. 두 
학년 모두 남학생 응답자가 많았다. 연령의 경우 본과 3
학년, 본과 4학년 모두 20대가 가장 많았고, 입학 유형은 
예과 출신이 많았다. 직접진료환자수는 원내생 기간 동안 
원내생진료실에서 진료한 환자의 수로 본과 3학년의 경
우 19명 이하가 67.6%로 많았고, 본과 4학년의 경우 20명 
이상 39명 이하가 50.0%, 40명 이상이 43.5%를 차지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2. 영역별 핵심평가요소에 대한 치과대학 학생들의 자기효
능감

1) 각 영역별 평균점수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전체 22개 영역 중 본
과 4학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가
장 높은 상위 5개 영역은 국소마취, 불소국소도포, 치수검
사, 치석제거술, 치면열구전색술이었고,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5개 영역은 유치열 및 혼합치열 공간관리, 구강
악안면뇌신경검사, 근관치료, 측두하악장애 촉진검사, 구
치부 주조금관치료였다(Table2).

2) 학년간 비교 결과 
학년별로 전체 22개 영역의 평균점수는 본과 3학년은
3.85점, 본과 4학년은 4.35점이었고, 22개 영역 중 20개
영역에서 학년별로 평균 점수에 유의차가 있었으며 본과 
4학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측두하악장애 촉진검
사와 유치열 및 혼합치열 공간관리는 학년 간에 평균 점
수의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n (%)

Category 3rd grade 4th grade 

Gender
Male 23(67.6) 37(80.4)

Female 11(32.3) 9(19.6)
Total 34(100) 46(100)

Age

20-24 12(35.3) 6(13.0)
25-29 15(44.1) 34(73.9)
30-34 7(20.6) 5(10.9)
35-40 0(0) 1(2.2)
Total 34(100) 46(100)

Admission type
Predental 22(64.7) 31(67.4)
Transfer 12(35.3) 15(33.6)
Total 34(100) 46(100)

Number of direct patient care

1-19 23(67.6) 3(6.5)
20-39 11(32.4) 23(50.0)
40+ 0(0) 20(43.5)
Total 34(100) 4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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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 나이, 입학유형, 직접진료 환자수에 따른 비교 
결과 

연구 대상자의 성별, 나이, 입학유형, 직접진료환자수에 
따라 평균을 비교하였으며, 직접진료환자수는 학년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 변수이므로 직접진료환자수는 학년 
내에서만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성
별, 나이, 입학유형, 직접진료 환자수에 따라 유의차가 나
타나지 않았다(Table 3). 

3. 영역별 직접진료 경험 유무 따른 비교 결과

본과 3학년 및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각 영역별 직접진
료경험 유무와 직접진료경험 유무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기시험을 앞둔 본과 
4학년의 결과를 중심으로 1) 본과 4학년의 직접진료경험
이 100%인 영역, 2) 본과 4학년의 직접진료경험 유무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영역, 3) 본과 4학년의 직

Table 2.  Comparison of self-efficacy of evaluation area by grade (Total score out of 5)

Category 3rd grade 4th grade p-value

1 Patient interview, history taking,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4.13 4.43 .014*

2 Oral and maxillofacial cranial nerve test 3.07 3.83 <.001†

3 Temporomandibular disorder examination 4.01 4.08 .634
4 Pulp vitality test 4.26 4.63 .003*

5 Periodontal examination 3.93 4.46 <.001†

6 Intraoral radiographic examination 3.98 4.41 .002*

7 Local anesthesia 4.20 4.67 <.001†

8 Rubber dam installation 3.81 4.38 <.001†

9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4.04 4.64 <.001†

10 Sealant 3.93 4.61 <.001†

11 Scaling 4.10 4.61 <.001†

12 Root planing 4.03 4.54 <.001†

13 Simple extraction 3.86 4.57 <.001†

14 Suture 3.66 4.20 .002*

15 Space management for primary and mixed dentition 3.29 3.67 .064
16 Oral hygiene instruction 4.07 4.60 <.001†

17 Root canal treatment 3.30 3.99 <.001†

18 Amalgam restoration for posterior teeth 3.72 4.35 <.001†

19 Composite resin restoration for anterior teeth 3.76 4.36 <.001†

20 Inlay cavity preparation for posterior teeth 3.71 4.15 .009*

21 Abutment preparation for gold crown and provisional crown fabrication 
(posterior teeth) 3.66 4.11 .005*

22 Abutment preparation for metal ceramic crown and provisional crown fabrication 
(anterior teeth) 3.65 4.15 .003*

Student’s t-test results by grade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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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self-efficacy of evaluation area according to gender, age, admission type, and number of direct patient care

Category
Gender* Age** Admission

Type†
No. of direct patient care

(3rd grade)‡ (4th grade)‡
t p-value F p-value t p-value t p-value F p-value

1 Patient interview, history taking,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408 .684 1.525 .215 -1.347 .182 1.006 .322 .071 .932

2 Oral and maxillofacial cranial nerve
test 1.295 .199 2.641 .055 -1.459 .148 .726 .473 .205 .815

3 Temporomandibular disorder
examination .335 .738 .497 .685 -1.010 .315 .771 .447 .056 .945

4 Pulp vitality test .639 .524 .642 .590 -1.002 .320 .455 .652 .861 .430
5 Periodontal examination .673 .503 1.053 .374 -1.638 .105 1.257 .218 .089 .915

6 Intraoral radiographic examination .704 .484 .810 .492 -1.005 .318 .912 .368 1.985 .150

7 Local anesthesia .714 .477 .936 .428 -.971 .335 1.364 .182 .056 .946
8 Rubber dam installation .994 .324 1.219 .308 -1.415 .161 1.127 .268 .087 .917
9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788 .433 1.781 .158 -1.498 .138 1.002 .324 .575 .567
10 Sealant 1.504 .137 2.649 .055 -.720 .474 1.003 .324 .602 .552
11 Scaling 1.268 .208 .703 .553 -1.544 .127 1.212 .234 .124 .884
12 Root planing .899 .371 .872 .460 -1.131 .261 1.065 .295 .016 .985
13 Simple extraction .899 .372 1.431 .240 -.507 .613 .111 .912 1.446 .247
14 Suture 1.097 .276 1.014 .391 .038 .970 .548 .587 .195 .824

15 Space management for
primary and mixed dentition 1.139 .258 .509 .677 -.394 .695 1.184 .245 1.718 .191

16 Oral hygiene instruction 1.381 .171 1.351 .264 -1.285 .203 .451 .655 .030 .971
17 Root canal treatment 1.877 .064 .658 .581 -.379 .705 1.046 .303 .211 .811

18 Amalgam restoration for posterior
teeth 1.662 .101 2.010 .120 -.394 .694 .672 .506 .570 .570

19 Composite resin restoration for 
anterior teeth 1.191 .237 .911 .440 -1.048 .298 .497 .623 .264 .770

20 Inlay cavity preparation for
posterior teeth 1.816 .073 1.404 .248 .410 .683 -.258 .798 .683 .511

21
Abutment preparation for gold 
crown and provisional crown 
fabrication (posterior teeth)

1.888 .063 .703 .553 -.097 .923 .982 .333 1.706 .194

22
Abutment preparation for metal
ceramic crown and provisional 

crown fabrication (anterior teeth)
1.127 .263 .549 .650 -.920 .360 1.743 .091 1.030 .366

* Student’s t-test results according to gender (p<.05)
**One-way ANOVA results according to age (p<.05)
† Student’s t-test results according to admission type (p<.05)
‡ Student's t-test (3rd grade) and One-way ANOVA (4th44  grade) results according to number of direct patient car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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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진료경험 유무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는 영역
으로 분류하였다.

 1) 본과 4학년의 직접진료경험이 100%인 영역
전체 22개 영역 중 본과 4학년의 직접진료경험이 100%
인 영역은 11개 영역이었다(Table 4). Table 2의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11개 영역 중 10개 영역은 평균점수가 4
점 이상이었으며, 본과 4학년 전체 영역 평균인 4.35점보
다 점수가 높았다(환자면담, 병력청취,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4.43점; 치수검사: 4.63점; 치주검사: 4.46점; 구내
방사선 사진 촬영: 4.41점; 국소마취: 4.67점; 러버댐 장
착: 4.38점; 치석제거술: 4.61점; 치근활택술: 4.54점; 단
순발치: 4.57점; 구강위생교육: 4.60점). 반면 근관치료의

경우 3.9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분류된
11개 영역 중에서 본과 3학년은 국소마취와 단순발치 영
역에서 직접진료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유
의하게 높았다.

2) 본과 4학년의 직접진료경험 유무에 따라 자기효능감
에 차이가 있는 영역 

본과 4학년의 직접진료경험 유무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영역은 5개 영역이었다(Table 5). 각 영역의
본과 4학년의 직접진료경험률은 구강악안면뇌신경검사
가 7%, 측두하악장애 촉진검사가 67%, 치면열구전색술
이 87%, 봉합술이 93%, 유치열 및 혼합치열 공간관리는
24%이었다. 이 중에서 구강악안면뇌신경검사, 측두하악

Table 4. Evaluation area where direct patient care of 4th44  grade to be considered 100%

Category

No. of students experiencing 
direct patient care

Average score depending on direct patient care 
(Total score out of 5)*

3rd grade
3rd grade 
(out of 34)

4th grade
(out of 46) O X p-value

1 Patient interview, history taking,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34(100%) 46(100%) - - -

4 Pulp vitality test 34(100%) 46(100%) - - -

5 Periodontal examination 34(100%) 46(100%) - - -

6 Intraoral radiographic examination 34(100%) 46(100%) - - -

7 Local anesthesia 33(97%) 46(100%) 4.24 2.80   .027*

8 Rubber dam installation 33(97%) 46(100%) 3.82 3.30 .455

11 Scaling 33(97%) 46(100%) 4.14 3.00 .080

12 Root planing 21(62%) 46(100%) 4.17 3.81 .108

13 Simple extraction 22(65%) 46(100%) 4.06 3.48   .041*

16 Oral hygiene instruction 34(100%) 46(100%) - - -

17 Root canal treatment 12(35%) 46(100%) 3.43 3.23 .514
*  Statistical analysis was not conducted if both fourth and third year predoctoral students have a full direct patient care experience.
Student’s t-test results depending on direct patient care by grad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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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valuation area with no difference in self-efficacy depending on direct patient care of 4th44  grade

Category

No. of students experiencing
direct patient care

Average score depending on direct patient care 
(Total score out of 5)*

3rd grade
(out of 34)

4th grade
(out of 46)

3rd grade 4th grade
O X p-value O X p-value

9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27(79%) 44(96%) 4.04 4.04 .994 4.65 4.35 .379

18 Amalgam restoration for posterior 
teeth 9(26%) 40(87%) 3.84 3.67 .535 4.38 4.17 .398

19 Composite resin restoration for
anterior teeth 17(50%) 39(85%) 3.91 3.61 .066 4.37 4.31 .764

20 Cavity preparation for inlay for 
posterior teeth 14(41%) 29(63%) 3.93 3.55 .173 4.28 3.94 .110

21
Abutment preparation for gold
crown and provisional crown
fabrication for posterior teeth

15(44%) 44(96%) 3.93 3.45 .061 4.12 3.79 .458

22
Abutment preparation for metal 
ceramic crown and provisional 

crown fabrication for anterior teeth
9(26%) 35(76%) 4.24 3.44 .012* 4.18 4.07 .616

* Student’s t-test results depending on direct patient care by grade (p<.05)

Table 5. Evaluation area with different self-efficacy depending on direct patient care of 4th44  grade 

Category

No. of students
experiencing direct
patient care

Average score depending on direct patient care
(Total score out of 5)*

3rd grade
(out of 34)

4th grade
(out of 46)

3rd grade 4th grade
O X p-value O X p-value

2 Oral and maxillofacial cranial 
nerve test 3(9%) 3(7%) 3.22 3.05 .794 4.89 3.76 .011*

3 Temporomandibular disorder
examination 7(21%) 31(67%) 3.57 4.13 .035* 4.30 3.64 .001*

10 Sealant 9(26%) 40(87%) 3.83 3.97 .617 4.70 4.02 .002*
14 Suture 16(47%) 43(93%) 3.86 3.49 .215 4.26 3.47 .031*

15 Space management for primary
and mixed dentition 3(9%) 11(24%) 4.08 3.22 .126 4.25 3.49 .007*

* Student’s t-test results depending on direct patient care by grade (p<.05)

장애 촉진검사, 봉합술, 유치열 및 혼합치열 공간관리는
직접진료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3점대였으나 

직접진료가 있는 학생들의 점수는 4점대인 것으로 나타
났다. 흥미롭게도 분류된 5개 영역 중에서 본과 3학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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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과 3학년의 경우 구강악안면뇌신
경검사, 치면열구전색술, 봉합술, 유치열 및 혼합치열에서
직접진료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었으며, 측
두하악장애 촉진검사의 경우 오히려 직접진료경험이 있
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3) 본과 4학년의 직접진료경험 유무에 따라 자기효능감
에 차이가 없는 영역 

본과 4학년의 직접진료경험 유무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는 영역은 6개 영역이었다(Table 6). 각 영역의 
본과 4학년의 직접진료경험률은 불소도포가 96%, 구치
부 아말감 수복이 87%, 전치부 복합레진 수복이 85%, 구
치부 금인레이 와동형성이 63%, 주조금관을 위한 구치부
지대치 형성과 임시치관 제작이 96%, 금속도재관을 위
한 전치부 지대치 형성과 임시치관 제작이 76%이었다.
Table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중 불소국소도포(4.64점), 
구치부 아말감 수복(4.35점), 전치부 복합레진 수복(4.36
점)의 평균점수는 본과 4학년의 전체영역 평균점수(4.35
점)보다 같거나 높은 영역이었고, 구치부 금인레이 와동
형성(4.15점), 주조금관을 위한 구치부 지대치 형성과 임
시치관 제작(4.11점), 금속도재관을 위한 전치부 지대치
형성과 임시치관 제작(4.15점)은 낮았다. 분류된 6개 영
역 중에서 본과 3학년의 경우 금속도재관을 위한 전치부 
지대치 형성과 임시치관 제작은 직접진료경험이 있는 학
생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Ⅳ. 고찰 

본 연구는 본과 3학년과 본과 4학년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영역별 핵심 평가요소의 자기
효능감을 조사하고, 학생들의 특성 및 각 직접진료환자수
에 따른 평균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각 영역의 

직접진료경험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진료 경험에 따른 학
생들의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20개 영역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하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본과 4학년이 본과 3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12~14). 각 학년 내에서 학생이 직접 진료한 총 직접
진료환자수에 따라서는 22개 영역에서 모두 유의차가 없
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환자를 양적으로 많이 
진료해 보는 것이 학생들의 최종 역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15). 본 연구 결과 또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
이는 데에 환자진료를 양적으로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하고, 교육 또
한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역량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는 점을 시사한다.
전체 22개 영역 중에서 본과 4학년의 자기효능감이 가
장 높은 상위 5개 영역은 국소마취, 불소국소도포, 치수
검사, 치석제거술, 치면열구전색술이었고, 평균점수가 가
장 낮은 하위 5개 유치열 및 혼합치열 공간관리, 구강악안
면뇌신경검사, 근관치료, 측두하악장애 촉진검사, 구치부
주조금관치료였다. 치석제거술과 치면열구전색술은 학
생들이 높은 자신감을 보이는 영역으로 보고된 바 있고,
주조금관을 위한 지대치 형성은 낮은 자신감을 보이는 영
역으로 보고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를 얻었다11). 또한 직접수복 영역에 비해 간접수복
영역에서 더 낮은 자신감을 보였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한다14). 특히 국소마취는 전체 22개 영역 중에서 본과 
4학년뿐만 아니라 본과 3학년 결과에서 점수가 가장 높
은 영역이었다. 국소마취는 본과 3학년에서도 직접진료
경험의 비율이 97%로 높았으며, 직접진료경험 유무에 따
라 유의차를 보였기에, 직접진료경험의 조기노출이 국소
마취 영역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또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소마취 교육을 위해 학생간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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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시행한 경우 국소마취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첫 국소마취에 대한 걱정을 낮춘다고 보고되었
고, 특히 실습과정에서 학생 간에 통증이나 마취된 느낌
을 서로 솔직하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인다고 하였다16). 본 연구에서 본과 
3학년과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소마취에 대한 직접임상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과 3학년 과
정에서 전임상교육으로써 국소마취에 대한 상호실습 교
육을 거쳤으므로, 직접진료경험과 상호실습 경험이 두 학
년 모두에서 국소마취 영역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
여했을 것이다.
본과 4학년의 직접진료경험률이 100%인 영역은 11개
였으며, 이 중에서 근관치료 영역은 11개 영역 중 유일하
게 전체 평균점수보다 점수가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도 근
관치료는 학생들의 자신감이 낮은 분야이며, 전치부 근
관치료에는 49%의 학생이, 구치부 근관치료에는 74%의 
학생들이 자신감이 낮다고 하였다12). 학생들이 일반치과
의사로서 근관치료 영역의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
는 진료경험 횟수에 대해서는 유럽근관치료학회(Euro-
pean Society of Endodontology)에서 제시한 바 있으
며, 2001년 학생들이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20개의 치아
에서 근관치료를 시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
으나 2013년에는 학생들이 임상역량을 달성하기에 임상
경험의 양적인 측면보다 학생이 수행한 진료의 질과 일관
성을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최소 진료횟수에 대한 양적인 
기준을 삭제하였다17,18). 한편, 근관치료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에는 치아의 해부학적 치수요소나 치근형태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직접진료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연습 또한 근관 치료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
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다19). 따라서 향후 근
관치료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치아에서 진
료경험을 늘리도록 하고 동시에 시뮬레이션 연습을 병행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직접진료경험 유무에 영향을 받
은 영역은 5개 영역이었으며, 치면열구전색술, 구강악안
면뇌신경검사, 측두하악장애 촉진검사, 봉합술, 유치열 
및 혼합치열 공간관리였다. 치면열구전색술이나 봉합술
의 경우 직접경험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모든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구강
악안면뇌신경검사, 측두하악장애 촉진검사, 유치열 및 혼
합치열 공간관리 영역은 직접진료경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낮으며, 진단 및 치료계획 역량을 평가하는 영역이라
는 점에서 치료역량을 평가하는 치면열구전색술이나 봉
합술과 성격이 다른 영역이다. 구강악안면뇌신경검사, 측
두하악장애 촉진검사, 유치열 및 혼합치열 공간관리 영역
에서 직접임상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적합한 
환자가 주어져야 하는데 교육에 적합한 환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증례기반 교육이나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실습하
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20,21)다다 . 측두하악
장애 촉진검사의 경우 본과 3학년은 직접진료경험이 있
는 학생들의 인식도가 오히려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 
결과는 임상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본과 3학년의 경우 
직접진료경험뿐만 아니라 진료 후 피드백 제공 및 재교육
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직접진료경험 유무에 영향을 받
지 않는 영역은 6개였으며, 불소국소도포, 구치부 아말감 
수복, 전치부 복합레진 수복, 구치부 금인레이 와동형성,
주조금관을 위한 구치부 지대치 형성과 임시치관 제작,
금속도재관을 위한 전치부 지대치 형성과 임시치관 제작
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직접수복이나 간접수복 모두 진
료 경험이 증가됨에 따라 학생들의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료 경험 횟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결과 분석에 한계가 있
다 15). 일단, 본 연구에서 학생 진료 경험이 자기효능감 향
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기 영역은 진료 경험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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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주조금관 및 금속도
재관의 지대치 형성은 평균 2회의 직접 진료 경험이 전부
이다. 그러나 금인레이, 주조금관, 금속도재관 치료는 공
통적으로 치아 삭제를 동반하는 비가역적 시술이다. 따라
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임상경험을 양
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역량
을 높이고 안전한 진료가 시행되도록 다양한 교육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임상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여 3D 프린팅 기술
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작하여 연습하게 하거나 치아 삭
제 결과에 대해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도입
할 수 있을 것이다22-25)다다 .
본 연구는 학생의 주관적인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으
므로, 자기효능감과 진료 역량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
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각 영역의 직접진료경
험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만을 비교하였는데,
실제 학생들의 교육은 직접진료뿐만 아니라 임상관찰, 상
호실습 전임상 교육 등이 복합되어 진행되므로 이러한 교
육이 함께 어우러져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
을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각 대학의 교
육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국내 혹은
해외 치과대학 학생들의 일반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진료 영역에 대해 핵심평가요소를 기준
으로 자기효능감을 개괄적으로 평가한 연구로서 향후 교
육과정의 개선이나 개발을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세부적
인 평가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21년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첫 시행을 앞두
고, 본 연구는 실기시험의 각 평가 영역에 대한 치과대학
생의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
구에서 파악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향후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활용될 것
이다26)다다 . 치과임상교육에서 직접진료경험은 매우 중요하

며, 많은 영역에서 진료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
다. 또한 직접진료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이 낮은 자
기효능감을 보였던 영역은 학생들의 진료 건수가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기에 충분하지 않아서인지 혹은 직접임상
경험 외에 다른 교육적 요소를 보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영역의 
임상 및 교육적 특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치면열구전색
술, 봉합술 등 임상경험을 제공하거나 늘리는 전략을 세울 
분야와 인레이, 도재관 삭제 등 임상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부가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교육전략
을 세운다면 실기시험 자체를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
가수준에서 규정한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데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사 실기시험의 영역별 핵심평가
요소에 대한 치과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으
며, 각 영역에서 직접진료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원내생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직접진료환자수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진료 경험을 늘
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원내생진
료실의 임상실습은 환자의 양적 증가만을 따지는 것보다
원내생이 개입의 결과를 평가, 판단, 피드백하여 이후 임
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과대학의 임상교육 과정을 설
계하고, 각 영역에 대한 교육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각 영역별로 효과적
인 교육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세분화된 평
가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대학 임상교육 과정
에서 학생들의 직접진료경험은 중요한 요소이나 교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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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환자 수급의 제한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직접진료경
험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증례, 모의환자, 시
뮬레이션 기반의 교육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학생

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임상역량을 달성하게 하는 데
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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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JD005 compound on odontogenic differentiation of human dental p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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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ation of natural teeth and their structure is critical for chewing, swallowing, and better speech. Dentin and dental 
tissues are crucial in maintaining natural teeth and their structure, but treatment of dental tissue and dentin fracture is c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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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p stem cells (DPSCs) are mesenchymal stem cells (MSCs) isolated from the third molar pulp. These cells have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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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ly enhanced the OD markers like alkaline phosphatase (ALP),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RUNX2), OPN, dentin
sialophosphoprotein (DSPP), and dentin matrix protein 1 (DMP1). Additionally, the DPSCs treated with JD005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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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1~4)는 배아줄기세포)

(embryonic stem cell)와 구별되는 줄기세포로서5), 일
정한 세포로만 분화 가능한 다중분화능(multipotent) 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2,6)다다 . 특히 치아줄기세포의 경우 외배
엽성중배엽 세포로 다른 조직에 비하여 용이하게 조직에 
접근하여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치아
에서 분리할 수 있는 줄기세포로는 치수에서 분리 가능
한 치수유래줄기세포 (dental pulp stem cells, DPSC)7),
유치줄기세포 (stem cell from human exfoliated de-
ciduous teeth, SHED)8), 치근유두줄기세포 (stem cells
from the apical part of the papilla, SCAP)9), 치아주머
니줄기세포 (stem cells from the dental follicle, DFPC),
치주인대줄기세포(periodontal ligament stem cells, 
PDLSC)10) 등이 있다.)

치아재생의 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한 참고하여 사용한 
화합물은 ZM241385며, 이와 같은 화합물의 adenosine 
A2A receptor antagonist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료
뿐만 아니라 해마 등의 회복에 효과가 있으며11), 골재생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된 결과가 있었고, 기존에 알려진
이를 바탕으로 치아재생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11). 그리
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한 화합물은 JD005는 ZM241385
의 aminoethyl-4-phenol 작용기를 aminomethyl-

4-phenol 작용기로 도입한 화합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설명한 화합물을 이용하여 치수유
래줄기세포에서 치아모세포 분화를 유도12)하였을 때 분
화 촉진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화합물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CK-8 assay를
실시하였으며, 상아질 모세포의 유도를 촉진하여 Aliza-
rin Red S staining을 통한 염색으로 분화 시 유도되는 석
회화를 확인하였고, 상아질 모세포의 분화 마커로 알려
진 마커 유전자의 발현을 real-time PCR로 확인을 하였
으며, western blot을 통하여 마커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 
하였다. 이 뿐 아니라 상아질 모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여
러 세포 신호 전달 경로중 BMP/SMAD signaling이 관여
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1,13) SMAD 1/5/8의 phos) -
phorylation의 증가를 확인하여 본 신호전달경로를 통하
여 분화가 촉진됨을 확인하였다.

Ⅱ. MATERIALS and METHODS

1. 치수줄기세포배양

치수줄기세포(hDPSCs)는 Lonza(PT-5012, Switzer-
land)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antibiotic-antimy-
cotic (anti-anti, final concentration 1X)가 포함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9권 제11호 2021642

<@'B'F5Q�5@?'�QV

xeno-free human MSC medium (StemMACS™ MSC
Expansion Media Kit XF, MACS)을 사용하여 5% CO2, 
37 ℃ incubator 에서 세포를 배양하였다. 세포는 4000 
cells/cm2 기준으로 배양하였으며, 3일마다 배지를 교체
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하는 세포는 Passage 3 에서 6 사이
의 세포를 사용하였다.

2. 세포생존률 측정

치수줄기세포를 1 × 103 cells/well로 96 well plates
에 seeding을 하였다. 생존률 측정 시 세포 독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JD005(화합물)을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에 용해하여농도별로 처리하였고, 3일동
안 배양 후 세포생존률을 측정하였다. 세포생존률 측정을
위하여 CCK-8 assay kit (동인바이오텍, 대전)를 사용하
였으며, CCK-8 reagent 10 μL를 100 μL의 배지에 넣어
주고 37℃ 에서 2 시간 동안 incubation 한 뒤, microc-
plate reader (Tecan, Sunrise)를 이용하여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상아질모세포 분화

48 well plate (SPL, 대전)에 1 × 104 cells/well로 4

seeding 한 후, well에 세포가 100%로 자라게 되면 분화

를 유도한다. 분화 유도를 위하여 사용한 배지는 antibi-
otic-antimycotic (anti-anti, final concentration 1X), 
10% FBS (GIBCO, 16000),  0.1mM dexamethasone,
10mM β-glycerophosphate, and 50mM ascorbic
acid 가 포함된 α-MEM medium (GIBCO)를 사용하였
으며14), 약물 처리와 함께 3일 마다 한 번씩 배지를 교환해 
주었다. 14일동안 분화를 진행하였으며, Alizarin red S 
staining (2% Alizarin Red S with a pH of 4.3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을 통하여 분화능을 측정
하였다. 염색 된 well은 스캐너로 plate를 스캔 한 후, 현
미경을 이용하여 세포 사진을 찍고, 염색약을 잘 말린 뒤 
염색의 정량 분석을 위하여 10% (w/v) cetylpyridinium
chloride (Sigma-Aldrich)이 포함 된 10mM sodium
phosphate (pH 7.0) 용액을 300 μL씩 well에 넣고 염
색약을 추출해 낸 뒤, micro plate reader기를 이용하여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Real-time PCR analysis

상아질 모세포 분화 마커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기 위하
여 real-time PCR을 진행하였다. 분화 유도 후, 7일째 되
는 날 세포를 회수하여 trizol (FavorPrep™ Tri-RNA re-
agent, 동인바이오)을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고, cDNA 
(bioneer, 대전)를 합성하였다. 유전자의 발현은 real-

Table 1. Real-time PCR primer sequences

Gene Forward Primer (5’ → 3’) Reverse Primer (5’ → 3’)
DSPP GAA GAT GCT GGC CTG GAT AA TCT TCT TTC CCA TGG TCC TG

DMP1 ACC TTT GGA GAC GAA GAC AAT GGC TGT CTT CAC TGG ACT GTG TGG TG

ALP AGC TGA ACA GGA ACA ACG TGA CTT CAT GGT GCC CGT GGT C

RUNX2 GGT TAA TCT CCG CAG GTC ACT CAC TGT GCT GAA GAG GCT GTT

OPN AGC AGA GCG ACA CCC TAG A GCT CAT TGC TCT CAT CAT TGG C

β-actin GGC ACC CAG CAC AAT GAA G TGC GGT GGA CGA TGG A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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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CR (ABI 7500)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실험에 사
용한 primer sequence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15).

5. Western blot analysis

상아질 모세포 분화 마커 단백질 발현 및 세포신호전
달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western blot analysis를 시
행 하였다. 1X protease/phosphatase inhibitor가 포
함 된 RIPA buffer(Intron)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회수하
고 30 μg의 농도로 western blot analysis를 시행하였다.
Western blot에 사용한 항체는 Table 2에 나열하였다.

6. 통계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세 번의 독립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얻
어진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나타내었으며, 그룹
간의 통계적 차이는 control과 실험군을 비교하여 Stu-
dent's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P<0.05 이하에서 유의
성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사용한 control은 sample과 다
른 약물 처리군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다
른 well과 동일한 양의 0.001%의 DMSO를 처리하였다. 

Ⅲ. RESULTS

1. JD005의 합성
치아유래줄기세포에서 치아모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효
능이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해 기존에 골재생
에 효과를 보인 Focus Bioscience 사의 ZM24138516,17)

로부터 유도체화를 진행하여 구조-활성 상관관계를 확
인하였다. ZM241385의 aminoethyl-4-phenol 작용기
에 변형을 주어 JD002, JD003, JD004, JD005, JD006, 
JD007 그리고 JD008를 합성하여 치아 분화 효과를 확인
하였고, 그 중 aminoethyl-4-phenol 대신 aminometh-
yl-4-phenol 작용기를 도입한 JD005가 ZM241385보다 
높은 활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JD005는 ZM241385로
부터 아래 Fig. 1와 같이 합성되었다.
N''-(Furan-2-ylcarbonyl)carbonohydrazonic diamide (1)
2-Furoic hydrazide (894 mg, 7.09 mmol)와 S-me-
thylisothiouronium sulfate (2.37 g, 8.51 mmol)을 섞
은 혼합물은 H2O (12 mL)에 녹인 sodium hydroxide 용
액 (567 mg, 14.2 mmol)이 넣고 상온에서 2일동안 교반 
하였다. 결과로 침전된 물질은 필터 된 후에 diethyl ether
로 washing 하였고, 흰색 가루의 생성물을 얻었다 (1.02
g, 수율 85.6%).
5-(Furan-2-yl)-1H-1,2,4-triazol-3-amine (2)

Table 2. Western Antibody lists

Catalog Number

DMP-1 SC-73633, Santa cruz biotechnology

DSPP SC-73632, Santa cruz biotechnology

β-actin SC-47778, Santa cruz biotechnology

Phospho SMAD– 1/5/8 AB3848-I, Merck Millipore

Total SMAD-1/5 PA5-80036, Thermofisher scientific

goat anti-mouse IgG ADI-SAB-100

goat anti-rabbit IgG ADI-SAB-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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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uran-2-ylcarbonyl)carbonohydrazonic diamide 
(1.02 g, 6.07 mmol) 에 H2O (20 mL)를 넣은 현탁액은 
microwave에서 160 °C, 6 bar 조건으로 1시간동안 교반 
하였다. 반응 혼합물은 ethyl acetate로 추출한 후 brine
으로 washing하고 Na2aa SO4에 의해 건조했다. 그리고 나
서 감압농축 하여 베이지 가루의 생성물이 얻었다 (815
mg, 수율 89.5%). 1H-NMR (400 MHz, DMSO-D6) δ 
12.11 (s, 1H), 7.71 (s, 1H), 6.71 (s, 1H), 6.58 (s, 1H),
6.10 (s, 2H).
2-(Furan-2-yl)-5-(methylthio)-[1,2,4]triazolo[1,5-
a][1,3,5]triazin-7-amine (3)
5-(Furan-2-yl)-1H-1,2,4-triazol-3-amine (770 mg,
5.13 mmol)과 S,S'-dimethyl N-cyanodithioimino-
carbonate (825 mg, 5.64 mmol) 혼합물은 argon 으
로 치환된 대기환경에서 170 °C에 3시간동안 교반 하였
다. 반응 혼합물을 상온까지 식히고 methanol (5 mL)과 
DCM (5 mL)을 넣었다. 이후 반응 혼합물은 over night으

로 환류 시켰다. 결과물은 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
여 흰색 고체의 생성물이 얻었다 (273 mg, 수율 21.4%).
2-(Furan-2-yl)-5-(methylsulfonyl)-[1,2,4]
triazolo[1,5-a][1,3,5]triazin-7-amine (4)
2-(Furan-2-yl)-5-(methylthio)-[1,2,4]triazolo[1,5-
a][1,3,5]triazin-7-amine (273 mg, 1.10 mmol)에 
DCM (8 mL)을 넣은 혼탁액은 0 °C에서 교반되며 m-
chloroperoxybenzoic acid (<77%, 759 mg, <3.39
mmol)를 DCM (2 mL)에 녹인 용액이 천천히 넣었다. 반
응 혼합물을 상온에서 밤새 교반 하였다. 용매가 감압 조
건에서 없어진 후 ethanol이 넣고 생성된 고체는 필터 된 
후에 ethanol로 씻어졌고, 상아색 가루의 생성물이 얻었
다 (248 mg, 수율 80.5%).
4-(((7-Amino-2-(furan-2-yl)-[1,2,4]triazolo[1,5-a]
[1,3,5]triazin-5-yl)amino)methyl)phenol (JD005)
2-(Furan-2-yl)-5-(methylsulfonyl)-[1,2,4]
triazolo[1,5-a][1,3,5]triazin-7-amine (50 mg, 0.18 

Figure 1. Synthetic scheme for the synthesis of JD005. Synthetic scheme for the synthesis of JD005. 
2-Furoic hydrazide was cyclized via two step reactions to afford 2 (yield 85.6%, 89.5% each).
Then, 2 was refluxed under neat condition with dimethyl cyanodithiominocarbonate to afford 3
(yield 21.4%). 3 was oxidized via mCPBA to afford 4 (yield 80.5%). Finally, 4 was substituted with
aminomethyl-4-phenol to afford JD005 (yield 17%, purity 98.07%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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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effect of JD005 on odontoblastic differentiation (1) of dental pulp stem cells (DPSCs). (A) A
cell proliferation assay (CCK-8) was performed in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JD005-treated
cells (n=3).   (B) Alizarin Red S staining of odontoblasts. Representative image showing differen-
tiated odontoblast cells (C) Quantitation of Alizarin Red S staining (n=3).

mmol)에 MeOH (1 mL)을 넣은 혼탁액에 DIPEA (0.16
mL, 0.89 mmol)와 4-hydroxybenzylamine (26 mg, 
0.21 mmol)이 넣고, 반응 혼합물은 상온에서 밤새 교반 
하였다. 이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흰색 고체
의 생성물을 얻었다 (10 mg, 수율 17%). 1H-NMR (400 
MHz, DMSO-D6) δ 9.20 (s, 1H), 7.82 (t, 2H), 7.11 (d, 
2H), 7.01 (t, 1H), 6.66 (s, 2H), 6.63 (m, 1H), 4.34 (d, 
2H). MS [M+H]+=324.1. 순도 (18) 98.07%.

2. JD005가 치수줄기세포 성장에 미치는 세포독성 및 상아
질 모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를 위하여 합성된 JD005가 치수유래중간엽 줄
기세포의 상아질 모세포 분화 기간 동안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포의 분화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화합물이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CK-8
assay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본 화합물 100 M의 농도가 되었을 때, 약 10%

의 세포생존률 감소를 보였지만, 이는 매우 낮은 비율이
므로 본 농도를 이용하여 세포 분화를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었으며 세포생존률 실험에 이용한 1, 10, 100
M 농도를 사용하여 분화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화합물의 농도에 따라 상아질 모세포 분화가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well plate의 이미지와 염색된 세포의
사진 그리고 정량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2A,
B, C). 본 연구의 결과로 JD005화합물은 세포 독성은 높
지 않으면서도 농도가 증가 할수록 치수줄기세포의 상아
질 모세포 분화를 촉진 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의 실험 결과로 화합물이 치수줄기세포에 독성과 상
아질 모세포 분화 촉진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JD005가 상아질 모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하여 추가로 분화 마커 발현 실험 및 세포 신호전달 경
로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분화 기간 동안 화합물을 처리 하였
으며, 화합물을 농도 별로 처리 한 세포에서 상아질 모세
포 분화 마커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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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화합물의 농도 증가에 따라 alkaline phosphatase
(ALP), RUNX 및 OPN을 포함한 osteoblast 및 상아질 모
세포 분화 마커 유전자의 증가를 real-time PCR을 통하
여 확인 할 수 있었으며 (Figure 3A-C), 상아질 모세포의 
마커로 사용된 DMP-1과 DSPP의 mRNA 및 단백질의 발
현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D-F). 이는 화합
물이 상아질 모세포로의 분화에 있어서 석회화의 증가뿐
만 아니라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을 증가 시켰다. 또한, 상
아질 모세포 분화 시 관련된 세포신호전달경로를 확인 하
였으며, 이를 위하여 SMAD 1/5/8의 phosphorylation
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SMAD 1/5/8의 phos-
phorylation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G). 본 
화합물이 SMAD 1/5/8의 phosphorylation을 통한 상아
질 모세포 분화 기전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Ⅳ.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치수에서 얻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사용
한 치수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아재생후보물질 JD005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본 화합물은, 치수유래 중간엽 줄기
세포의 상아질 모세포분화 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생각되
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참고하여 화합물로 사용된 Focus
Bioscience사의 ZM241385는 기존에 골재생 및 치아재
생에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였으며16,17). 이에 참고하여
약물, ZM241385에서 변형 합성된 JD005약물에 대하여 
치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상아질 모세포 분화에 미치
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본 분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보였으며 상아질 모세포 분화 마커 유전자 및 단백질의 발
현 역시 화합물의 농도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SMAD signaling pathway를 통하여 치수유래 중간엽 줄
기세포의 분화가 촉진됨을 시사하였다. 

Figure 3. Effect of JD005 on odontoblastic differentiation (OD) markers. (A-E) mRNA expression of vari-
ous OD markers (n=3). (F) Immunoblotting using antibodies against DSPP and DMP-1. (G) Im-
munoblotting using antibodies against pSMAD and tSMA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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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로 본 JD005화합물은 세포 독성은 높지
않으면서도 농도의존적으로 치수줄기세포의 상아질 모
세포 분화 또한 촉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A-C).
많은 연구에서 치아 조직의 줄기 또는 전구 세포는 얻기
쉽고, 시험관 내에서 확장될 수 있으며, 놀라운 가소성을 
보인다고 보고되어 있으며19), 본 연구에서 분리된 사람 치
수줄기세포 역시 상아질 모세포 유사 세포로의 분화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JD005의 분화과정에서의
유전자발현증가를 제시하면서 SMAD 신호전달기전을
보여주었다. ALP는 알칼리 환경에서 monophosphate
ester의 가수분해를 촉매하는 phosphotadyl inositol 연
결 막 당단백질로써18) 이는 osteoblast 및 상아질 모세포 )

분화의 생화학적 마커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bone 석
회화에 중요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ALP 활성의 상승은
생체 내 치수 세포의 분화 및 치수 세포의 상아질 모세
포 분화에 필수적인 마커이다20)다다 . 이와 연관하여 ALP 및 
연관 유전자인 RUNX2와 OPN의 RNA를 확인하였으며 
(Fig. 3A, B, C), 본 화합물로 인한 증가는 JD005가 조골
세포 및 상아질 모세포 분화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JD005에 의하여 total Smad의 양은 변화가 없지만 
Smad (Smad1, 5, 8) 인산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이는 Co-mad(Smad4)와 함께 복합체가 형성되고 여
러 핵 보조인자와 함께 분화 표적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
는 핵으로 이동할 것임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JD005가 상아질 모세포 특이적 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고 DSP와 DMP-1의 발현이 JD005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유도됨을 발견하였다 (Fig. 3D, E, 
F). DSP는 상아질 시알로인단백질(Dentin sialophos-

phoprotein, DSPP) 유전자로부터 전사되는 비콜라겐성 
상아질 기질 단백질로 상아질 모세포 특이 단백질로 알려
져 있다21)다다 . DMP-1은 석회화된 조직에서 발현되는 비콜
라겐성 단백질이다22)다다 . 다양한 증거에 따르면 DSP는 상아
질 모세포 분화의 초기 단계에서 유도되는 반면 DMP-1
은 후기 단계에서 유도되고 상아질의 미네랄 단계에 단단
히 결합된다. JD005처리시에 DMP-1과 DSP mRNA와 
단백질발현이 증가하는 결과는 Smad 신호 전달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상아질 모세포 특성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치아 발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상피세포
유래 장기와 마찬가지로 상피-간엽 의 상호 작용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23)다다 . 최근 연구에서 사람의 유치 치수에서 상
피세포와 유사한 치수 줄기세포를 발견하였으며24,25). 자
연치아의 보존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인 인구에
서 자연치아의 보존을 위한 연구26,27)구구 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있는 상황에서 골재생에 대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ZM241385 화합물18) 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JD005 )

화합물의 상아질 모세포의 분화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치
과영역에서 치아재생 및 치아수복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
초자료를 제시하였으며, 본 그룹에서 연구한 JD005는 보
다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골재생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더 
나아가 in vivo 실험을 통하여 상아질 재생을 확인해보는 
실험을 진행 하여 좀 더 심화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노력은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연구 결
과를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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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pharyngeal airway width in relation to vertical facial types in children
1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2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and Dental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Seon-gyeong Jo1, Byoung-hwa Kim1, Je-woo Lee2, Ji-young Ra2aa

The purpose of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to evaluate the pharyngeal airway width according to the vertical facial type 
in Korean children in the developmental stage.

In total, 101 participants aged 7 - 11 years were selected and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mandibular plane
angle. The size of pharyngeal airway width was assessed using lateral cephalograms.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one way ANOVA test and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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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e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patients with vertical facial growth pattern had less pharyngeal airway width than
the patients with normal and horizontal facial growth patterns.

Key words : Pharyngeal airway, Vertical facial type, Lateral cepha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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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두개안면부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구조들의 조화로운 성장은 정상적인 두개안면부 발달에 
필수적이다. 상기도의 성장과 기능 또한 구강악안면계의
정상적인 성장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에1) 기도)

의 성장과 발달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2-4)다다 .
상기도 부위는 비인두, 구인두, 후두인두로 분류되며, 
이 중 비인두와 구인두는 호흡과 연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다다 . 인두기도의 폭경이 감소되면 이는 호흡
의 장애를 유발하게 되며 소아의 경우 성장호르몬의 감소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다6,7)다다 . 좁은 비인두를 보이는 경우 비호흡이 어려워
져 구호흡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8), 이는 ‘아데노이드성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좁고 긴 얼굴형, 짧아진 상순과 좁은
상악궁, 구치부 반대교합, 낮은 혀의 위치와 짧고 후퇴된
하악을 보이는 Ⅱ급 부정교합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5,9~12)다다 .
하지만 호흡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호흡기능이
회복되면 구강악안면계의 정상적인 성장이 진행되는 것
이 확인되었다13). 기도의 폭경에 따라 호흡의 양상이 달라
지고 악안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의 기도 폭경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gle14)에 의해 골격성 Ⅱ급 1류 부정교합과 기도 폭경
의 감소 및 구호흡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이후 골격적인 유
형과 상기도 폭경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4,9,15~17)다다 . 인두 부위의 구조가 구강악안면계의 성장
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18,19), 몇몇
연구결과 기도의 폭경과 악안면계의 형태에서 유의한 연
관성이 발견되지 않기도 하였다20,21)다다 . 
현재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골격적인 유형과 기도에 대
한 연구는 전후방적인 골격관계와 인두기도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가 대다수로 진행되어 왔으며19,22,23) 수직적)

인 골격 형태에 따른 인두기도부의 폭경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소아
를 대상으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비인두와 
구인두의 폭경을 평가하고 하악평면각을 기준으로 분류
한 수직적인 안모 형태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의 연구심의위원회(In-
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
다(WKDIRB202108-01).

1. 연구 대상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원광대학교 치과병
원에 내원하여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한 만 7 -11세 
소아 2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전신질환이나 구순
구개열과 같이 성장 발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안면 
기형이 존재하는 경우, 아데노이드나 편도 절제술과 교정 
치료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였으며 골격적인 부
정교합이 없는 남아 53명, 여아 48명의 소아 101명을 최
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모든 연구 대상자의 전자의무기록과 방사선사진으로부
터 성별, 나이, 골격적 부정교합 유형, 수직적 안모 형태,
의과적 병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측모두부방
사선사진은 한 명의 조사자에 의해 계측되었으며, 계측 프
로그램(VcephTM 6.0, Osstem Implant, Seoul, Korea)을 M

사용하여 계측 및 분석되었다(Fig. 1, Table 1). 측모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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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진 계측 결과 A point-Nasion-B point (ANB) 
각도가 2.0  ̊이상, 4.0  ̊미만을 보이며 골격적인 부정교
합이 없는 소아를 하악평면각에 따라 세 군으로 분류하였
다(Fig. 2). 한국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평
균적인 하악평면각이 37.0 ± 4.0˚인 것을 고려하여24,25)

두개저에 대한 하악평면각(SN-GoMe; Fig. 2)을 기준으
로 Ⅰ군은 하악평면각이 33.0  ̊이상, 41.0  ̊미만을 보
이는 정상 성장군(Normal growth group), Ⅱ군은 하악

평면각이 41.0  ̊이상을 보이는 수직적 성장군(Vertical
growth group), Ⅲ군은 하악평면각이 33.0  ̊미만을 보
이는 수평적 성장군(Horizontal growth group)에 해당
한다.

2) 기도의 폭경 평가
기도의 폭경 평가를 위한 계측은 측모두부방사선사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두부계측 지표는 이전의 연구를 참

Table 1. Cephalometric landmarks and descriptions

Landmark Description

S Midpoint of sella turcica

N Most anterior point on frontonasal suture

Ba Lowermost point on anterior margin of foramen magnum

A Most concave point of anterior maxilla

B Most concave point on mandibular symphysis

PNS Posterior nasal spine; posterior limit of bony palate

Go Most posterior inferior point on angle of mandible

Me Most inferior midpoint of the chin on the outline of the mandibular symphysis

Pg Most protrusive point of retrognathion

HP Point of intersection of line from midpoint of line Ba-S to PNS on the posterior pharyngeal wall

BP Point of intersection of posterior pharyngeal wall and line PNS-Ba

SPPW Point of intersection of line from soft palate center perpendicular to posterior pharyngeal wall

SPW Point of intersection of line from soft palate center perpendicular to posterior pharyngeal wall on the
posterior margin of soft palate

U The tip of the uvula

UPPW Foot point of perpendicular line from point U to posterior pharyngeal wall

PPTW Point of intersection of posterior pharyngeal wall and extension of line Pg-Go

PgT Point of intersection of postero-dorsal tongue surface and extension of line Pg-Go

Bt Most posteroinferior point on the base of the tongue

PBt Foot point of perpendicular line from point Bt to posterior pharyngeal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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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22,26,27)다다 . 사용된 계측점은 Fig. 1에 나타내었으며,
Table 1에 기술하였다. 기도 폭경의 평가를 위해 6개의
수평적인 변수, 1개의 수직적인 변수를 포함하는 7개의 
길이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측정하였다(Fig. 3, Table 2).

3) 관찰자 내 신뢰도
한 명의 조사자가 대상자의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모
두 계측한 후 관찰자 내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2주 뒤 
각 성장군 별 무작위로 10명씩 선정하여 재검사를 시행
하였다. 모든 측정값에 대하여 조사자 내 신뢰도인 intra-
class correlation coefficient(ICC) 값을 구하였을 때, 모
두 0.87 이상으로 나타났다.

4)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윈도우용 SPSS 25.0(IBM, USA)로 시행하였
다. Shapiro-Wilk test를 통하여 기도 계측 변수들이 정규분

포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개의 성장군의 기도 계
측값의 길이 차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과 사후 검정으로 Bonferroni correction을 
실시했으며, 성별에 따른 기도 계측값의 길이 차를 비교하
기 위해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1.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총 101명의 소아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남아는 53명(52.5%), 여아는 48명(47.5%)이었다. 연구대
상의 평균 연령은 9.69세였으며,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라 
3개의 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Ⅰ군 37명, Ⅱ군 33명, Ⅲ군 
31명의 분포를 보였다(Table 3). 세 집단 간의 평균 연령

Figure 1. Cephalometric landmarks Figure 2. Angular measurements used in this study. 1. 
ANB, 2. Mandibular plan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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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inear measurements used in this study. 1. HP-PNS, 
2.BP-PNS, 3. SPW-SPPW, 4. U-UPPW, 5. PgT-
PPTW, 6. Bt-PBt, 7. TAL.

Table 2. Definition of the linear measurements

Nasopharynx (mm)

1 HP-PNS Distance between HP and PNS

2 BP-PNS Distance between BP and PNS

Oropharynx (mm)

3 SPW-SPPW Distance between SPW and SPPW

4 U-UPPW Distance between U and UPPW

5 PgT-PPTW Distance between PgT and PPTW

6 Bt-PBt Distance between Bt and PBt

7 TAL Vertical airway length, distance between HP and Bt

Table 3.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Gender N (%)

Male 53 (52.5)
Female 48 (47.5)

Vertical facial types N (%)
Normal (Group Ⅰ) 37 (36.63)
Vertical (Group Ⅱ) 33 (32.67)

Horizontal (Group Ⅲ) 31 (30.69)

Table 4. Distribution of age according to skeletal pattern

Group Ⅰ Group Ⅱ Group Ⅲ Total p valuep
Age (Year)
Mean ± SD 9.95 ± 1.20 9.61 ± 1.52 9.48 ± 1.29 9.69 ± 1.34 0.334

p value from one-way ANOVA te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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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4).

2.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른 기도 폭경 평가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른 기도의 폭경을 비교한 결과, 
비인두의 기도 폭경(HP-PNS, BP-PNS)은 Ⅱ군이 유의하
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HP-PNS의 경우 Ⅰ군과 Ⅲ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BP-PNS는 Ⅰ군
보다 Ⅲ군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부 구인두의 기도 폭경(SPW-SPPW, U-UPPW)은 Ⅱ
군이 Ⅰ군과 Ⅲ군보다 좁은 폭경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Ⅲ군의 상부 구인두 폭경은 Ⅰ
군보다 큰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는 않았다.

Table 5. Comparisons of the pharyngeal airway according to vertical skeletal patterns

Variables
Group Ⅰ
Mean ± SD
(mm)

Group Ⅱ
Mean ± SD
(mm)

Group Ⅲ
Mean ± SD
(mm)

p valuep

 HP-PNS 13.92 ± 2.55a 11.97 ± 2.39b 15.35 ± 2.64a < 0.001

 BP-PNS 19.71 ± 3.18a 17.64 ± 3.81b 21.84 ± 2.44c < 0.001

 SPW-SPPW 11.38 ± 1.68a 9.99 ± 1.69b 12.23 ± 1.26a < 0.001

 U-UPPW 10.24 ± 1.29a 9.10 ± 1.24b 10.94 ± 1.35a < 0.001

 PgT-PPTW 10.74 ± 2.43 11.43 ± 2.63 11.99 ± 2.45 0.126

 Bt-PBt 11.77 ± 2.62 12.26 ± 3.49 13.63 ± 3.90 0.069

 TAL 51.58 ± 5.54 52.18 ± 5.90 53.32 ± 5.39 0.439

p values from one-way ANOVA test followed by Bonferroni post hoc analysis p
a,b,c :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Bonferroni's post-hoc test

Table 6. Comparisons of the pharyngeal airway according to sex

Variables
Male

Mean ± SD
(mm)

Female
Mean ± SD
(mm)

p valuep

 HP-PNS 14.09 ± 2.63 13.32 ± 3.05 0.172

 BP-PNS 20.21 ± 3.61 19.11 ± 3.51 0.123

 SPW-SPPW 11.12 ± 1.75 11.26 ± 1.86 0.705

 U-UPPW 9.93 ± 1.48 10.25 ± 1.48 0.280

 PgT-PPTW 11.05 ± 2.62 11.68 ± 2.42 0.214

 Bt-PBt 12.41 ± 3.83 12.60 ± 2.89 0.780

 TAL 53.68 ± 5.48 50.80 ± 5.35 0.009

p values from independent t-te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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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구인두의 기도 폭경(PgT-PPTW, Bt-PBt)과 수직
적인 길이의 평가(TAL) 결과 수직적인 안모 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5).

3. 성별에 따른 기도 폭경 평가

비인두, 구인두의 수평적인 길이의 평가에 있어서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인두의 수
직적인 길이의 평가(TAL)에서 여아보다 남아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p = 0.009).p

Ⅳ. 고찰

구강악안면 구조의 성장과 발달은 사춘기 성장 급증 시
기 이전부터 면밀히 관찰되어야 한다. 상기도의 성장과 기
능은 구강악안면계의 정상적인 성장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비호흡이 어려운 소아 청소년 환자를 초기
에 인지하고 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 
전후방적인 골격적 관계와 기도 폭경과의 관계를 조사
한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Kerr 등28)등등 은 Ⅱ급 부정교합 환)

자가 Ⅰ급 부정교합 환자보다 더 좁은 비인두의 전후방 폭
경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 따르면 Oh 등23)등등 은 10-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

한 연구에서 Ⅱ급 골격유형의 비인두 용적이 Ⅰ급과 Ⅲ급
골격유형보다 적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Kim 등17) 역시 Ⅱ)

급 부정교합 환자의 기도 폭경이 Ⅰ급 부정교합 환자보다
작다고 보고하였다. 수직적인 골격적 관계와 기도의 폭경
사이의 관계를 평가한 연구를 살펴보면 Ucar과 Uyssal은
29) 높은 하악평면각을 가진 대상자보다 낮은 하악평면각)

을 가진 대상자에서 더 큰 상부 인두 폭경이 관찰됨을 보
고하였으며, Joseph 등30)등등 은 장안모를 가진 대상자가 정)

상 안모의 대상자보다 연구개부위에서의 좁아진 기도공

간이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골격적인 유형과 기
도의 연관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
내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전후방적인 관계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19,22,23)만 이루어졌으며 수직적인 골격
형태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에 본 연구는 만 7-11세 국내 성장기 아동의 수직적인 안
모 형태를 분류하고 비인두와 구인두의 폭경을 평가한 후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Ceylan과 Oktay31)yy 는 ANB 각의 변화가 인두 폭경에 )

영향을 주며, ANB 값이 클수록 구인두폭경이 감소했다
고 보고했다. 또한 Akcam 등32)등등 은 하악의 후방회전을 보)

이는 대상자의 상부 기도의 폭경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
으며 이는 상부 기도의 크기와 하악의 위치의 연관성을 보
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ANB 값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ANB 각도가 2.0  ̊이상, 4.0  ̊미만의 악골의 전후방 관
계가 정상인 소아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안모의 수직적
인 형태의 분류는 선행 연구와 같이29,30) 임상적으로 널리 )

사용되는 하악평면각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 비인두폭경과 상부 구인두폭경은 수직적 
성장군에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의 연
구들과 유사하다29,30,33)다다 . 반면 하부 구인두의 수평적인 계
측값과 수직적인 계측값은 성장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
찰되지 않았다. Freitas 등33)등등 은 수직적 성장양상을 보이는)

Ⅰ급 및 Ⅱ급 부정교합의 성장기 아동이 정상 성장양상을 
보이는 경우보다 상부 기도 폭경은 좁았으나 하부 기도 폭
경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또한 Ⅰ급 
부정교합군과 Ⅱ급 부정교합군 간의 상부 기도 폭경은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상하악골의 전후방적인 위치관계에 따른 기도 폭경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Kim 등22)등등 의 연구 결과 골격성 Ⅱ급 부정
교합의 하부 구인두 폭경이 유의하게 좁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비인두와 상부 구인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다. 이에 골격적인 전후방 관계는 인두의 하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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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관련이 있으며, 수직적인 관계는 비인두와 상부 구인
두의 폭경과 연관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
과 비인두의 하부(BP-PNS)에서는 정상 성장군과 수직적
성장군의 차이 뿐 아니라 수평적 성장군과 정상 성장군의
유의한 차이도 발견되었으며 수평적 성장군의 비인두 하
부 폭경이 유의하게 높음이 확인되었다.
기도의 폭경과 성별에 따른 차이와 관련하여 Iwasaki
등12)과 Kim 등17)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반면, )

Alves 등34)등등 의 연구에서는 비인두 폭경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Ⅲ급 부정교합을 보이
는 경우 성별에 따른 후두개영역과 설후영역의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도의 수평적
인 폭경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
았으나 수직적인 측정값에서 남아가 유의하게 큰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수직적인 안모 형태와 상기도 폭경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수평적 성장군보
다 수직적 성장군의 소아에서 더 좁은 비인두 및 상부 구
인두 폭경이 관찰되었다. 부정교합은 매우 다양한 원인들
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지 호흡의 양상만
으로 부정교합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
만 좁은 기도로 비호흡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구호흡을
하게 된다면 개방교합, 혀의 전하방 위치 등 다양한 자세
의 변화가 유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성장기에 지속
된다면 부적절한 입술의 위치, 안모의 수직적 성장, 다양
한 악안면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악안면 성
장을 저해할 수 있다20,35)다다 . 만성 구호흡은 악안면 성장을 저
해하며 ‘아데노이드성 얼굴’로 지칭되는 특징적인 얼굴형
태로 변화하게 한다. 좁고 긴 얼굴, 협착된 상악궁, 설골위
치의 변화 등으로 인해 두개안면이 변형될 수 있으며 좁은 
상기도 폭경과 이에 따른 수면호흡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36)다다 . 소아의 수면호흡장애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
용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상기도의 해부학적 요인,

편도아데노이드의 비대 및 비만 등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
된다. 따라서 수직적인 안모 형태를 보이는 성장기 소아의
경우 비폐쇄, 구호흡 및 수면호흡장애의 가능성에 대해 고
려해보아야 하며 적절한 골격 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악안면 성장의 기여요인이 확인된
다면, 적절한 개입을 통해 성장기 아동의 바람직한 악안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성장기 아동의 골격과 림프조직인 편도의 성장과 발육은
동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나5)나나 , 본 연구는 횡단
적으로 연구되었으며 특정 지역의 치과대학병원에 내원
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없
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3차원 구조의 상기도 부위가 2
차원 평면상에서 평가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측모두부
방사선사진을 이용한 기도의 계측은 기도의 횡단면이나 
용적의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Vizzotto 등
37)과 Feng 등38)등등 은 비인두와 구인두 부위의 cone beam )

computed tomography (CBCT)와 측모두부방사선사
진을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의 유용
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치과진료라는 임상적인 환
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은 CBCT보
다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방사선 노출량이 적은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수직적 안모 형태와 상기도 부위의 
명확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년적 연구가 필요
할 것이며 CBCT를 이용한 기도의 용적 측정과 대상자
의 성장단계별 분류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른 상기
도 부위의 폭경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임상가는 성장중인 소아의 골격적 형태를 평가하였을 때
비호흡 폐쇄 및 구호흡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여 어린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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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성장기 아동
의 비호흡 폐쇄가 관찰될 시 이비인후과에 의뢰하거나, 악
정형 장치를 이용한 비호흡 폐쇄 개선을 유도하며, 습관
성 구호흡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나 근기능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101명의 소

아를 대상으로 수직적인 안면 형태에 따른 상기도 폭경
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기도의 폭경은 수평적인 6개
의 변수와 하나의 수직적인 변수에 대해 평가하였다. 비
인두와 상부 구인두의 폭경은 수직적인 안모 형태를 보이
는 소아에서 유의하게 좁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하부 구
인두의 폭경과 수직적인 기도의 계측값에서 유의한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기도 폭경의 차이는 남
아의 수직적인 기도의 크기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큰 것
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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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스포스포네이트 등의 골흡수억제제는 골다공증 및
골 전이 악성 종양 등 다수 골 질환의 치료 및 증상 완
화 목적으로 널리 쓰이는 약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합병증으로써 턱뼈 괴사증이 보고되어 관련 연
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발생 기전 및 
치료법은 불분명한 부분이 상당 존재하며, 전세계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약물 관련 턱뼈 괴사증
(MRONJ)의 발생 빈도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본 연제에서는 턱뼈 괴사증을 치료하는 관
점에서 턱뼈 괴사증이 어떻게 진단되고 치료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골다공증의 치료 및 턱뼈 괴
사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비스포스포네이트 (Bisphosphonates) 계열 약물

1865년 처음 합성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화합물
은 탄산칼슘의 침착방지 효과를 통해 수도관 부식방지
와 경수연화 (water softner) 등의 산업적인 목적으로 주
로 사용되었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의학적으로 사용된 
계기는 Pyrophosphate가 석회화(calcification) 과정과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데 골다공증 약제로
개발되어 임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까지 약 5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19세기 말 산업적 목적으로 개발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세기 이전에 이미 ‘Phossy Jaw’라고 불리는 턱뼈 괴사
증 유발 소견이 보고된 바 있다1).
1969년 1세대 비스포스포네이트인 에티드로네이트
(Etidronate)와 클로드로네이트 (Clodronate)가 칼슘인
결정체의 형성을 억제하고 혈관의 석회화를 막는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이후 파미드로네이트 (Pamidro-
nate)가 골다공증 약제로 보고되었으나 임상 프로토콜
의 어려움 및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사

용이 거의 되지 않았다. 그러다 1990년대 알렌드로네이
트 (Alendronate)가 골다공증 약제로 개발되어 활발하
게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후반에 리제드로네
이트 (Risedronate)와 2000년대 중반 이반드로네이트
(Ibandronate)와 졸레드로네이트 (Zoledronate)가 개발
되어 출시되었다.
알렌드로네이트의 FIT (Fracture intervention trial 
I,II) 연구에 의하면 알렌드로네이트는 폐경 여성의 척
추 골절을 44~47%까지 감소시켰으며, 대퇴골절과 손
목 골절 또한 각각 51%, 48%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2)다다 . 알렌드로네이트는 5mg, 35mg, 70mg의 약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을 주 1회 제재에 포함시키거나 5mg 제재에 칼시트리
올을 포함시킨 복합제도 이용되고 있다. 리제드로네이
트의 골절 감소 효과는 VERT (Vertebral efficacy with
risedronate therapy) 연구 발표에 따르면 척추 골절이
41~49%, 비척추골절이 33~39% 감소됨을 보고하고 있
다3)다다 . 알렌드로네이트와 동일하게 경구 제재만 있으며,
투여 주기에 따라 매일, 주 1회, 월 1-2회의 5mg, 35mg,
75mg, 150mg 제형이 있다. 
이반드로네이트의 효과에 관련한 BONE (ibandro-
nate osteoporosis vertebral fracture trial in North 
America and Europe) 연구에서 치료군이 척추 골절이 
50~62% 감소됨을 관찰되었으며 비척추 골절은 50% 감
소를 보고하였다4)다다 . 경구용 제재로써 월 1회 150mg, 3
개월 1회의 주사용 제재 3mg 제형이 출시되어 있다. 졸
레드로네이트는 강한 약효를 보임으로써 골전이 악성종
양, 고칼슘혈증, SREs 등 악성 종양과 관련한 환자에게 
우선 허가되었으나, HORIZON-PFT 연구에서 척추 골
절이 70%, 대퇴골절이 40% 감소됨을 보고함으로서 골
다공증 치료에도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5)다다 .
이처럼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수많은 임상 연구 및 역
학 연구를 통해 골밀도 증가 및 골표지자 감소, 골절 감소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현재 골다공증 치료의 firs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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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으로 자리잡았다. 골다공증 뿐만 아니라, 골전이 
악성종양, 골스캔, 고칼슘혈증 치료, 파젯병 등 다양한 골
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의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인 Marx
가 종양 환자에서 처음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사용과 
관련된 악골괴사증을 보고하였으며, 현재는 악골 괴사
증의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약물 중 가장 주된 약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6)다다 .

2. RANKL 단클론항체: 데노수맙 (Denosumab)

데노수맙(denosumab) 또한 골흡수를 억제를 목적으
로 개발이 된 약제이나 작용 메커니즘은 확연히 다르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파골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활성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이 주작용이라고 한
다면, 데노수맙은 파골세포의 분화, 증식, 활성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RANK/RANKL/OPG 시스템의 RANKL 
(RANK ligand)에 대한 monoclonal 항체이다. 이를 통
해 데노수맙은 RANKL에 결합하여 파골세포의 분화 및
증식, 그리고 최종적으로 골흡수를 억제하게 된다7)다다 .
데노수맙이 턱뼈 괴사증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으나 수많은 동물 실험, 임상 연구에
서 데노수맙 단독 사용에 의한 턱뼈 괴사증이 규명되었
으며 그 영향은 가장 강력한 비스포스포네이트인 졸레
드로네이트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8~10)다다 . Denosumab을 투여한 환자에서의 턱뼈 괴사증
은 골다공증보다는 대개 암환자에서의 고농도 투여시의
발생하며, 연간 100,000명(patient-years)당 0 ~ 30.2%
의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시행된
FREEDOM study에서는 10,000명(participant-years)
당 5.2% 를 보고하고 있다11~14).
현재 출시되어있는 엑스지바(Xgeva)와 프롤리아
(Prolia)는 동일 성분이나 용량의 차이로 적응증이 다르
며, 엑스지바는 고형암 등의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 증

상(skeletal-related events)의 발생 위험 감소 적응증을
가지며, 프롤리아는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 남성 골
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 안드로겐 차단요법을 받고 
있는 비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골소실 치료, 아로마타
제 저해제 보조요법을 받고 있는 여성 유방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 등에 사용되며, 6개월마다 60mg씩 투약하도
록 승인되어 있다. 
최근의 메타 분석에서는, denosumab 단독 사용에
의한 턱뼈 괴사증의 유병률이 4%인 반면 비스포스포
네이트 사용 이후 denosumab 투여 환자에서 pooled
weighted prevalence가 13%로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
다15). 이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 후 denosumab을 투
여하는 환자는 턱뼈 괴사증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반면, 치과 치료로 인한 Denosumab 중단 시 Rebound 
fracture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며, 환자 개개인
의 risk and benefit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비스
포스포네이트와 달리 골조직에 축적되지 않으므로, de-
nosumab 투여 중지 이후 턱뼈 괴사증의 자발적 치유를
보고하는 여러 실험적 보고가 있으나 아직 임상적 근거
는 부족하다.
Denosumab이 급여화가 되면서 골다공증 치료를 위
해 사용되는 경우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치과 
치료를 위해 휴약기를 가지게 되는 경우 Denosumab은
반감기가 약 2개월로써 약 6개월의 휴약기를 가지면 턱
뼈 괴사증의 위험이 극히 감소한다. 다만 Denosumab 
치료 전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를 시행해 왔던 경우는
그 위험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한 반대로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를 해 오다가 deno-
sumab으로 최근에 교체한 환자의 경우 약제의 Addi-
tive 혹은 Synergic 효과에 따른 턱뼈 괴사증발병 위험의
증가도 꼭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골다공증 치료의 입
장에 있어서 Denosumab의 휴약 시 골절 위험도가 증
가하는 rebound fracture의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치과 
치료를 위한 약제 휴약을 상당히 꺼리게 된다. 현재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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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Denosumab 치료 후 비스포
스포네이트를 투여하여 골경화 (Consolidation)를 시킨 
후 휴약하길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치과적 치료
에 대한 권고사항은 아직 없기 때문에 개별 환자의 Risk-
benefit을 고려한 치료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3. Sclerostin 중화 항체: Romosozumab

최근에 개발되어 승인된 Romosozumab은 골세포
등이 분비하는 Sclerostin에 대한 중화 항체로써, Wnt 
signaling 억제에 대한 중화 반응으로 골모세포 형성 및
기능을 촉진시키는 약물이다16). 상기 기술한 골흡수 억
제제와는 달리 골형성을 촉진하고 약간의 골흡수를 억
제하는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FDA에 승인받은 
골형성 촉진제는 Teriparatide, Abaloparatide, Romo-
sozumab 3개이다. 더 상세히 기술하자면 Teriparatide

와 Abaloparatide는 조골세포와 골세포의 부갑상샘호
르몬 수용체 타입 1 (PTHR1)에 결합함으로써 Wnt 경로
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골세포의 Sclerostin 발현을 낮춘
다. 두 약제는 G protein-independent R0와 RG를 각
각 형성함으로써 약리 작용을 나타내며, teriparatide는
cAMP 분비를 연장하여 뼈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이라면 
Abaloparatide는 일시적으로 강한 cAMP 분비를 유발
하나 지속시간이 더 짧다. Romosozumab은 유사하게
sclerostin을 억제하여 Wnt/beta-catenin 경로를 활성
화하지만 수용체에 작용하는 기전이 아니며 Scleostin에
직접 작용하는 항체이다. 뼈흡수를 촉진하는 Sclerostin
을 억제함으로써 뼈 생성을 촉진하고 뼈 흡수를 억제하
는 약리적 효과를 나타낸다.
2상 임상 연구 결과 12개월 간 매달 Romosozumab
을 투여 시 요추 골밀도 증가가 11.3% 보고되었으며 이
는 PTH (1-34)보다 증가폭이 큰 것이며, FRAME 연구

Figure 1. Drugs used for the treatment of osteoporosis and its mechanism (EFORT Open Rev 
2019;4:15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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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Denosumab(프롤리아) 투여군 대비 Romosu-
zumab(이베니티)-Denosumab(프롤리아) 전환 투여군
이 척주 골절 위험을 75% 감소시킨것으로 나타나 골다
공증 치료에 큰 기대를 받고 있다17). 그러나 동일 연구에
서 매우 적은 환자 수이지만 (3321명 중 2명) 악골 괴사
증 환자가 발병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그 외 약물 관련 턱뼈괴사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
져 있는 약물

주로 악성 종양의 치료 및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 등을
위한 혈관 생성 억제제 및 표적 치료제 일부가 턱뼈 괴사
증의 발병과 관련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1). 
(Antiangiogenic or Targets of the Vascular Endo-
thelial Growth Factor (VEGF) Pathway)
- Tyrosine kinase inhibitor : Sunitinib, Sorafenib
- Humanized monoclonal antibody : Bevaci-
zumab
-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pathway : Si-
rolimus

5. 약물 관련 턱뼈 괴사증 진단의 실제

약물 관련 턱뼈 괴사증은 현재 또는 이전에 골흡수억
제제 혹은 혈관형성억제제를 투여받았으며, 구강내를
포함하여 악안면 부위에서 턱뼈의 노출 혹은 괴사가 8
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 때 유사
한 임상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방사선 턱뼈 괴사증및 전
이성 골종양은 배제되어야 한다1).
8주는 구강 내 병소의 원인이 제거되면 자연적으로 치
유를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며 의심되
는 원인을 제거 및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 노출이
존재하거나 상피화가 되지 않으면 턱뼈 괴사증으로 진

단한다. 예를 들어 진행된 치주염을 원인으로 발치하였
으나 정상적인 발치와의 조직화와 2차 상피화가 일어나
지 않고 치조골염 등의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8주 동안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를 턱뼈 괴
사증으로 바로 진단하지는 않는다. 발치 시 잔존 염증육
아조직의 충분한 제거가 시행되지 않아 치조골염 및 치
유 부전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경우 임상적
인 판단 하에 추가적인 소파술 등 치유 부전의 원인 제거
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처치 이후에도 8주 이상 골노
출이 지속될 시에 턱뼈 괴사증으로 최종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즉, 치과적인 원인이 없는데도 골 노출이 지속된 지 
8주가 지난 경우에만 턱뼈 괴사증을 진단을 할 수 있다. 
이 진단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미국
골대사학회 (ASBMR)의18) 2015년 진단 기준은 health) -
care provider에 의해 확인된 지 8주 이상의 골노출로
써 적절한 치료가 들어감에도 골노출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미국 구강악안면외과학회 (AAOMS)의1)

2014년 진단 기준은 다른 전제 조건 없이 8주 이상의 골
노출이면 진단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AAOMS
의 기준이 더 광의적인 진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재 턱뼈 괴사증진단의 명확한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혈
청학적 기준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임상적인 기준에만 
의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은 아직 많은 이
견이 존재한다.

6. 턱뼈 괴사증 치료의 실제

턱뼈 괴사증의 치료와 관련하여 이 병이 2003년 처음
보고되고 그 당시에 권고되던 치료 컨센서스와 현재의
접근은 조금 다른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2007년의 미국
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치료 권고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하였다. 즉, 구강내 감염성 원인 및 치아, 치주 질환의 
제거와 클로르헥시딘과 같은 항균 세정액의 사용, 경구
항생제의 사용, 구강 위생 유지 등의 보존적 치료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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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골괴사의 진행과 주
변 침범을 막고 부골화시켜 치유를 도모한다는 개념으
로 장기적인 증상 해소에는 기여할 지 몰라도, 병소의 완
전한 제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래에는 턱뼈 골수염에 준하여 수술적 절제를 우선
시하는 접근의 우수한 치료결과를 보고하는 많은 문헌
이 발표되었으며 임상적으로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수술적 절제는 그 범위에 따라 부골적출술 (sequestrec-
tomy), 피질골박리술 (decortication), 배형성술 (sau-
cerization)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턱뼈 기저
부까지 절제를 요하는 경우 악골 절제술 (segmental re-
section)과 유리피판 재건술 (free flap reconstruciton)

을 요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를 통해 턱뼈 괴사의 완
전한 해소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악골 절제에 따른 
저작, 발음 등의 기능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절충하여 절
제연을 결정하게 된다. 턱뼈 괴사증은 충분히 진행되어 
골파괴가 일어나기 전에는 Plain X-ray 및 CT에서 구분
이 쉽지 않으며 (골괴사가 진행된 경우에도 정상처럼 보
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MRI는 marrow의 변성을 확
인할 수는 있으나 보험적인 문제로 촬영이 어렵다. 이에
단순 bone scan 혹은 SPECT-CT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수술 중 확인할 수 있는 괴사부와 높은 상관
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scintigraphy의 특성 상 특이도
에 비해 민감도는 떨어지는 편이다(Fig. 2).

Figure 2a. Plain panoramic x-ray and CT showed close to normal findings even though the clinical fistula and bone
scan showed hot s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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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b. Possible  to identify the affected bone with jaw bone necrosis through 3D SPECT CT.

충분한 절제연을 두고 일차적 연조직 피개를 얻을 시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게 되나, 턱뼈 괴사증환자의 경
우 고령의 전신질환자가 대부분이고 주변 해부학적 제
한점 (구강-상악동 누공 및 병리골절 위험성 및 하치조
신경 근접손상)의 문제로 실제로는 충분한 절제연을 두
지 못하고 절제범위를 좁혀서 괴사부만 제거하는 경우
가 많다. 이에 조직재생의 개념으로 rhBMP-2,7, L-PRF 
등의 국소 적용이 추천은 되지만 명확하고 우월한 치료
효과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만성 부비동염이 확인되
거나 하치조신경의 비가역적 변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는 악골 절제술과 동시에 FESS 혹은 Caldwel-luc 
수술, 하치조신경 절제를 동시에 시행한다. 단기 및 장기
의 항생제 치료는 수술 결과 및 장기적 치료 효과를 유의
하게 개선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19), 기타 고압산소, 레
이저 치료 등의 타 치료법은 악골괴사증에 효과가 규명
된 치료법은 아니다.
턱뼈 괴사증이 진단되어 수술이 결정되면 골흡수억제

제는 휴약을 시행한다. 이는 예방적인 목적의 휴약과는 
성격이 다르며, 괴사부의 수술적 절제와 일차 치유의 획
득, 그리고 약 4-6개월 시점까지 점막의 완전 치유와 재
발의 부재 확인 까지는 골흡수억제제 투여 중지를 권고
하고 있다. 다만 골다공증이 아닌 다발성 골수종 및 골
전이 악성 종양의 골흡수억제제 투여 환자의 경우 생존
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턱뼈 괴사증의 치료 시에도 골흡
수억제제의 휴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는 골다공
증 관련 턱뼈 괴사증의 치유률에 비해 골전이 악성 종양
관련 턱뼈 괴사증의 치유률이 훨씬 낮은 것과 깊은 관련
이 있다.
근래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치료 접근으로써 rhPTH
를 이용한 치료를 통해 탁월한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0,21)다다  (Fig. 3). 골다공증 치료와 동시에 턱뼈 괴사증)

의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골다공증의 경우 골재
형성의 증가로 인한 추가 고려 사항 및 약가로 인해 우선
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약제는 아닐 수 있으나 턱뼈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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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난치성 특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사용이 권장될 
수 있다. 골흡수억제제를 치료하는 환자에서 턱뼈 괴사
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rhPTH로 전환할 근거는 없

으나, 턱뼈 괴사증이 발생한 골다공증 환자는 rhPTH 치
료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rhPTH를 통한 치료로의 전환은 골다공증의 치

Figure 3a. Osteonecrosis of the mandible  requiring osteotomy

Figure 3b. Improvement of jaw bone necrosis through rhPTH alon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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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뿐만 아니라 턱뼈 괴사증의 예방적 측면에서도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 실험 상에서 고농도 rhPTH의 주입에
따른 골육종이 보고되어 2년 이상의 사용은 teripara-
tide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식약처 허가사항 상 
골격 악성종양 또는 골전이가 있는 환자는 사용이 금지
되어 있다. 다만, 최근 골전이 악성종양 환자에서 rhPTH
를 투여를 통해 턱뼈 괴사증에 큰 임상적 효과를 얻었다
는 문헌이 보고되었다22)다다 . 골육종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파골세포 매개 골전이의 악영향에 대한 고려 및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최근 에스트로겐 화합물, SERM, 비스포스포네이트이
외에도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소개되어 골다공증 치료
를 위한 선택지가 많아졌다. 폐경 후 골다공증은 에스트
로겐 분비 억제에 따른 골재형성 증가와 골흡수 증가에
따라 골흡수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새로운 약
제들, 특히 골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약제는 골흡수억제
제와 비교하여 미세골환경 구조 개선 및 실제의 골절 감
소 효과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아직 충분한 근
거는 없으나 여러 학회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순차적 치
료법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같이 호르몬치료 혹은 비스
포스포네이트 일변도의 골다공증 치료에서 급변하고 있
는 골다공증 치료 트렌드를 숙지하고 이에 맞춰 치과치
료를 위한 협진 체계를 수행한다면 턱뼈 괴사증의 위험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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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ous diseases are major complication following tooth extraction. Most infectious diseases can be treated 
relatively simply with proper treatment. However, infectious diseases that have not been diagnosed early can
cause life-threatening complications.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ntroduce typical infectious diseases fol-
lowing tooth extraction and to provide with background knowledge for early diagnosis and appropriate treat-
ment for clin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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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치과의사는 발치 및 임플란트 등 여러 외과적 진료를
하는 의사로서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발치 후에는 부종, 동통, 개구장
애, 구강-상악동 누공, 인접치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술자,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적절한 처치가 뒤따른다면 영구
적 손상 없이 회복할 수 있다1~2).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합병증들 중 하나가 바
로 치조골염(dry socket), 치성 농양, 골수염 등으로 나타
나는 감염성 질환이다. 이러한 치성 감염(odontogenic 
infection)은 상기도 폐쇄, 종격동염, 심막염, 패혈증 등
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악안면영
역으로의 감염 확산에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3~6)다다 .
여기서는 임상증례와 함께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감
염성 질환들의 적절한 처치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II. 치조골염 (Aveolar osteitis; dry socket)

치조골염은 발치와 내 혈병 상실로 인한 질환으로 엄

격하게는 감염성 질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발치 후 발생하는 흔한 질환으로 발생 원인 중 세
균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다루고자 한다.

1) 발생률 

치조골염의 발생률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환자 표본 크기가 큰 연구에서 치조골염의 발생률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은 5% 미만이라고 보고하
고 있다7)다다 .

2) 원인과 병태생리

Birn은 치조골염이 발치 후 발생하는 발치와의 국소
적인 감염에 의해 야기되며, 혈병(blood clot)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초기 혈병이 생성 된 직후 용해되는 것이 원
인이 될 수 있다고 상정하였다8)다다 . 그 다음 단계로 발치와 
내부의 치조골에 염증이 발생하고, 플라스민 전구체(플
라즈미노겐, plasminogen)의 플라즈민(plasmin) 전환
을 촉진하는 조직 활성제의 생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플라즈민은 혈전 형성을 저해하며, 치조골염으
로 고통 받는 환자가 겪는 예리한 통증의 원인으로 추정

Table 1. Other contributing factors.

Bacteria Possible role of treponemes in clot degradation
Alveolar osteitis(AO) significantly more common in the context of poor oral hygiene

Trauma local trauma at the extraction site activating inflammatory mediators
Smoking Two theories postulated:

(1) Negative pressure from ‘sucking’ on cigarettes postulated to mechanically dislodge blood clots
(2) Vasoconstriction mediated by nicotine

Medications Oral contraceptive pill usage linked to increased occurrence of AO mediated by increased fibrinolysis from
reduced levels of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Anatomic AO incidence higher post mandibular tooth extractions (particularly 3rd molar) – theorised to be due to greater
vascularity predisposing to clot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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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키닌(kinin)을 활성화 시킨다9)다다 . 이외에 치조골염 발
생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은 Table1과 같다.

3) 예방법

클로르헥시딘 0.12% 구강청결제에 대한 무작위 대조
군 연구(n=744)에서 치조골염의 발생률이 63% 감소하
였다고 보고하였다10).
또 다른 연구에서 0.2% 클로르헥시딘 글루콘산 단
독 사용과 0.2% 클로르헥시딘 글루콘산 및 amoxicillin
plus clavulanic acid의 병용요법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
에서 복합요법을 받은 환자에게서 치조골염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11).
특히 사랑니와 관련하여, Eshghpour 등12)은 platelet-)

rich fibrin과 클로르헥시딘 겔의 조합이 각각을 개별적
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치조골염의 발생률을 감소시
켰음을 보여주었다.
Coulthard 등13)은 삼각 피판(triangular flap)이 변연 )

직선피판(envelope flap)에 비해 24시간 후 통증의 감
소뿐 만 아니라 치조골염의 발생률도 71% 감소시킨다
고 보고하였다.
치조골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 증거 기반은 없다14)다다 .

4) 치료법

치료는 증상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식염수 또는
멸균된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irrigation으로 발치와 내
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진통제를 투여한다. 추가적인 
대안으로 항생제, 도포 마취제 그리고 지각 마비제를 단
독 또는 혼용하여 발치와 내부에 packing 하는 것이다
15). 이러한 packing용 약제들은 산화아연과 유지놀을 묻
힌 cotton pellets, alvogyl(eugenol, iodoform and bu-
tamen), 메트로니다졸과 리도카인 연고 등이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치조골염의 치료에 레이저의 사용을 보고하
였으나, 전통적인 방법 보다 통증 완화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16).

Ⅲ. 치성농양(Odontogenic infection; 
Cellulitis, Abscess)

치성감염은 매우 흔한 감염이며, 대체로 회복 가능하
지만, 매우 심각한 심경부감염(deep neck space ab-
scess)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임상적 특징, 혈액학적 
검사 그리고 방사선학적 평가는 감염의 심각도를 평가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다3)다다 . 본 단락에서는 
치성감염의 일반적인 치료 원칙17~18)에 대해 서술하고
자 한다.

1) 치성감염의 치료원칙

① 감염의 심각성 정도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치성감염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며, 일반적
치료(근관치료, 치주치료, 절개 및 배농술 등)만으로 해
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염의 해부학적 위치
는 기도 폐쇄나 심부 감염으로의 진행 경로에 따라 그 심
각도를 나눌 수 있다. Table 2는 다양한 악안면부의 근막
간극을 심각도 별로 정리한 것이다.
감염환자를 문진하면서 임상의는 부종과 통증의 발생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증상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면서 
진행 속도를 평가할 수 있다. Flynn19)은 발열, 부종, 연하)

곤란(dysphagia) 그리고 아관긴급(trismus)이 입원 치료
가 필요한 대부분의 치성감염 환자들에게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② 환자의 신체 방어기전 상태를 평가해 야 한다
신체 방어기전이 약화된 경우에는 감염질환에 이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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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쉽고, 이환되면 잘 낫지도 않고 심각하게 진행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 Table 3은 면역 체계의 적절한 기능을
방해하는 의학적인 상태들을 나타낸다.

③ 일반 치과의사가 치료해야 할지, 구강외과전문의
가 치료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Table 4는 입원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치성 감염 환자

Table 2. Severity scores of fascial space infections

Severity Score Anatomic space
Low Vestibular

Subperiosteal
Space of the body of the mandible
Infraorbital
Buccal

Moderate Submandibular
Submental
Sublingual
Pterygomandibular
Superficial or deep temporal
Infratemporal

High Lateral pharyngeal
Retropharyngeal
Pretracheal
Mediastinum
Intracranial infection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Immune System Compromise

Diabetes
Steroid therapy
Organ transplants
Malignancy
Chemotherapy
Chronic renal disease
Malnutrition
Alcoholism
End-stage AIDS(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Table 4. Indications for Hospital Admission

Temperature > 101°F (38.3°C)
Dehydration
Infection in moderate or high severity anatomic spaces
Dyspnea
Stridor
Dysphagia
Odynophagia
Trismus
crepitus
Need for inpatient control of system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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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상 기준을 나타낸다. 환자 평가에서 심각한 감염 증 
상이 발견 될 시, 적절한 처치를 위해 상급 의료 기관으
로 의뢰를 고려하여야한다.

④ 외과적 시술을 통하여 배농 및 감염의 원인을 제
거하라.

치성감염 처치의 원칙은 외과적 시술을 통하여 배농
을 시행하고 감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농이 확실
히 형성된 농양으로 진단되면 필히 배농을 해야 한다. 배
농에 실패하면 비록 항생제를 투여하더라도 감염이 악
화되거나 증세가 나아지지 않는다.

⑤ 감염으로 인해 약화된 전신적 상태를 호전시키도
록 하라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한 후에 많은 물과 주스, 고칼로리
의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동통없이 편안히 안정을 취
할 수 있도록 진통제를 처방한다.

⑥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고 처방해야 한다
외래 환자에게서 치성 감염을 조절하기 위해 효과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이다. 
Amoxicillin, Clindamycin, Azithromycin, Moxifloxa-
cin 등의 항생제가 사용될 수 있다.

⑦ 적절한 용량의 항생제를 적당한 간격으로 투여하라
항생제는 적절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투여되어야 한
다. 일반적으로 감염이 소실된 후 2~3일간 더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원치료를 요하는 대부분의 경미한 치
성감염의 경우 항생제를 1주일 처방하면 대개 충분하다. 
그러나 치유가 잘 되지 않은 감염증의 경우 1주일 이상
의 추가적인 항생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⑧ 환자의 치료경과를 자주 평가하라
대부분의 경우 처음 시술 후 이틀째 되는 날 환자를 치

과에 내원시켜 치료의 경과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치료
가 성공적이라면 종창과 동통 등의 증상이 현저하게 완
화되며, 대게 농배출은 멈추고 배농관은 이 시기에 제거
될 수 있다. 만약 치료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엇
이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가장 흔
한 원인은 부적절한 외과술이며, 이물질, 환자의 신체 방
어기전의 약화,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등이 원인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2) 증례 및 고찰

28세 건강한 남성이 구강내 교합 안정장치를 한 이후
로 목과 턱 밑쪽에 지속적인 동통을 주소로 본원 구강내
과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20일전에 #48 치아를 발
치 하였으며 이후 다른 치료를 받다가 턱관절이 불편하
여 교합 안정장치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다. 저작 및 개구
시 동통을 보였으며 최대 개구량은 30mm 였다. 이후 구
강내과에서 1달정도 경과 관찰하였으나 개구량의 감소
(20mm)와 악하부위의 지속적 동통으로 본원 구강악안
면외과에 의뢰되었다. 임상검사상 개구량 감소, 연구개 
및 목의 부종이 관찰되어 응급실로 의뢰하였다. 응급실
에서 enhanced CT를 촬영하였으며 parapharyngeal 
space abscess로 진단되었다(Fig 1). 환자는 즉시 전신
마취하에 extraoral I&D 를 시행받았다(Fig 2). 이후 환
자는 큰 부작용 없이 잘 회복하여 퇴원하였다. 
환자는 발치 후 50일 정도 지난 후 농양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발치 후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하던 
도중 개선되지 않는 개구장애로 구강내과를 경유 하게 
되었으며 턱관절 관련 치료를 받느라 정확한 진단이 늦
어지게 되었다. 잘 국소화된 농양과 느린 질환의 진행으
로 농양이 턱관절 질환으로 오인되었으나 적절한 치료
를 받아 잘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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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악골수염

1) 병인론

골수염은 뼈의 염증성 질환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는 골수강의 감염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버시안계(ha-

versian system)를 빠르게 침범하고 이환된 부위의 골
막까지 확산한다20)다다 .
골수염은 다음 세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인접 
부위에서 세균의 확산, (외상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한) 미
생물의 직접적인 접종(inoculation) 그리고 혈행성 확산
(hematogenous spread) 21)이다.

Figure 2. Postoperative Contrast CT findings. A silicone drain was inserted in the abscess cavity observed before
surgery (black arrow).

Figure 1. Right parapharyngeal space abscess is observed after #48 extraction (black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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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발생하는 골수염은 매우 드물며, 주요한 원인
은 외상(골절, 수술), 치수 또는 치주감염이다. 발치 후 발
생하는 골수염은 인접치 내에 치주감염이 있거나 수술
시 미생물이 직접 접종되어 발생할 수 있다22)다다 .

2) 진단과 분류

파노라마 등의 일반적인 방사선 사진은 감염 초기에
서 뼈에서 거의 50%의 무기질이 사라질 때까지, 약 2주
간 동안 골수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이상을 나타내지 
못한다. 핵의학 영상은 골수염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
며, 3-phase technetium-99 bone scintigraphy는 증
상이 발생하고 며칠 이내에 대게 양성을 보인다23)다다 .
급성 골수염은 만성골수염에 비해 시간에 따라 임의
로 구분되는데, 급성 과정은 증상 시작 후 1개월까지 발

생하고 만성 과정은 1개월 이상 지속된다.
만성 골수염은 농양이나 농루를 형성하며 화농되고,
부골을 형성할 수 있다. 증상 및 임상적 징후는 급성 형
태에 비해 덜 심각해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여전히 악골 통증, 부종 그리고 압박통을 호소한다. 일
반적으로 뼈는 부골화 되고 방사선학적으로 상당한 변
화를 보인다24)다다 .

3) 치료법

급성 골수염의 경우 우선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 연쇄상구균과 혐기성 균주가 대부분의 경우 원인
세균이므로 일차적으로 페니실린을 선택해야 한다. 급
성 골수염에 대한 외과적 처치는 감염 부위의 실활치 발
거, 동요도를 보이는 부골편의 제거 등이 제한적으로 이

Figure 3. Panoramic views at the first visit (upper) and after extraction (lower). There is retained dental root at # 
47 distal root (black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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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ne beam CT(a~c) and Bone scintigraphy(d) images performed 3 months after extraction. (a~c) : On 
the cone beam CT, bony destruction and sequestrum formation that progress obliquely from the right
mandibular #47-48 area to the right mandibular angle can be confirmed. (d) : In Bone scintigraphy, it is 
observed that increased radiotracer uptake exists prominently in the lower right jaw.

루어진다.
만성 골수염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항생제의 투여와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다. 부골적출술과 배형성술(se-
questrectomy and saucerization)을 통해 신선한 출혈
을 보이는 골이 나타날 때까지 모든 방향으로 실활골을 
제거한다.
골수염의 경우 일반적인 치성감염보다 항생제를 장기
간 투여해야 한다. 경미한 급성 골수염의 경우 치료에 반
응이 좋은 경우에도 항생제는 최소한 4주 투여해야 하
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만성 골수염의 경우에 
심하면 6달 동안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18).

4) 증례 및 고찰

고혈압, 당뇨 병력을 가진 55세 남성이 우측 하악 치아

의 통증을 주소로 #47, 48 발치를 위해 치과의원에서 본
원으로 의뢰되었다. #48 완전 매복 발치 및 #47 난발치
가 국소마취 하 시행되었으며, 1시간 이상의 수술시간이 
소요되었다(Fig 3).
술 후 2달 뒤 우측 하악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본과 
재내원하여 발치와에 존재하는 잔존 치근에 대하여 국
소마취 하 발거 시행하였다. 이후 발치 3개월 뒤 우측 하
순의 감각 저하를 주소로 본과 재내원 하였으며, 내원하
여 시행한 이학적/방사선학적 검사상 발치 후 발생한 골
수염으로 진단하고 전신마취 하 수술적 처치를 계획하
였다(Fig 4.).
발치 후 4개월 뒤 전신마취 하 부골제거술 및 배형성
술 시행하였으며, 병리적 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강
판을 식립하였다. 환자분은 술 후 특이소견 없이 퇴원
하였으며, 추후 추가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il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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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re-operative panoramic view (a), Clinical photos during surgery (b~c) and post-operative panoramic view (d). (a)
bony destruction and sequestra are observed in the right mandibular area. (b) After seqestrectomy and sauceriza-
tion, The inferior alveolar nerve was preserved (black arrow). (c) To prevent pathologic fracture, Internal fixation was 
performed using miniplate. (d) Necrotic bone & #46 tooth affected by osteomyelitis were removed.

bone graft를 시행하였다.
발치시 무리한 기구조작 및 외력은 하악골에 미세골
절을 발생 시킬 수 있고, 골삭제로 약해진 하악골이 저
작시 비틀림으로 인하여 골절은 회복되지 못하고 골수
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본 증례에서는 염증에 이
환된 치아의 치근이 잔존되어 추가적인 감염원이 되었
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이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발
치 후 불편감은 임상적/방사선학적으로 주의 깊게 평가
되어야 하고, 빠른 조기 진단이 골수염으로 인한 추가적
인 심각한 합병증을 막는데 필수적이다25)다다 .

5) 결론

발치 후 발생하는 감염 질환은 그 발생률이 높지는 않
으나, 조기에 진단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경
우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
서 임상의는 발치 후 환자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여 감
염성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필
요시 전문적인 처치를 위하여 상급기관으로 안내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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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고 예방과 재발 방지도 할 수
있다.
임플란트 주위의 병변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주위 점
막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의 두가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implant 
mucositis)과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이 그
것이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gentle probing에 대한 
출혈과 발적, 부종 및/또는 삼출을 특징으로 하지만, 임
플란트 본체의 주위골까지는 염증이 침범하지 않은 상
태이다(Fig. 1).
임플란트 종류에 관계없이, 임플란트 수술 후 치유과
정 및 보철물에 의한 기능력 부하 후 첫해의 초기 임플란
트 crestal bone 소실이, 그 다음 해에 확인되는 crestal
bone 소실보다 큰 경우가 많다. 초기 임플란트 골흡수에
대한 가능한 원인으로는 외과적 외상, 교합 과부하, 임플
란트 주위염, 미세간극(micro-gap), 생물학적 폭경(bio-
logic width), 그리고 임플란트 자체의 crest module 등
을 손꼽을 수 있다(Fig. 2).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FDP)은 생존율이 높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기술적 합병증이 빈번하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
다. 합병증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과 전문의는 임
플란트 지지 FDP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구성부품과 재
료를 선택하는 데에 더 섬세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환
자는 치료 후 치과 전문의가 제시하는 잘 체계화된 유지
관리 시스템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따른다.

II. 연구방법

이번 고찰을 위하여 임플란트 주위 병변에 대하여 활
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1986년부터 현재까지의 논문

들을 검색하였다.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순수 치
주학 관련 내용(임플란트 주위염의 진단과 치료)은 최소
한으로 줄이고, 주로 임플란트 보철에 관련된 치주적 병
변과 처치 및 관리 방법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노력
하였다.
임플란트 주위 건강과 골흡수에 관련된 문헌상의 보
고들이 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1980
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내용과 1990년
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에 있어서 흥미로운 차
이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에 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1~5).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내용>
1) 기존의 임상 치주 검사 방법들이 임플란트 주위 연
조직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ell et al 1986).
2) 또한 치은염의 존재와 포켓의 깊이는 변연골 손실
이나 변연골에서의 일반적인 병리학적 변화와는 상
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Lekholm et al 1986).
3) 구강위생의 불량과 임플란트 상실 또는 점막건
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
(Apse et al 1991).
4) 실패한 임플란트와 성공한 임플란트의 plaque in-
dex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Mombelli et al 1987) 
5) 변연골 높이의 상실은 plaque index, 치은염 지수, 
지대주 주위에 각화치은의 유무, 임플란트 길이 등
의 파라미터와 명확하게 상관관계가 없었다. (Qui-
rynen et al 1991) 
6) 환자의 구강위생 성과에 관계없이 성공적인 골융합
이 유지될 수 있다. (Zarb and Schmitt 1994)

<199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내용>
1) 임플란트 실패는 치주질환 상태와 관련된 미생물이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Mombelli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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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크가 더 많이 축적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실패
가 집중되었다. (Henry et al 1993)
3) 골소실과 (치주지수 및 치은열구 fluid voume)사
이에는 통계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Teixeira et 

al 1997) 
4) 적당하게 타협하는 불성실한 구강위생 관리가 임
플란트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Salonen et al 
1993)

Figure 2. Classification of dental implant types according to differences in design. When the implant is planted, 
there are two main categories depending on where the shoulder is designed to be located with respect 
to the bone crest, and it is named ‘Tissue level (TL)’ and ‘Bone level (BL)’.

Figure 1. Sectional structure of a natural tooth and dental implant. The appearance of the implant fixture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natural tooth root, and is very vulnerable to infection and trauma caused by
external bacterial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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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강위생이 불량한 환자는 위생상태가 양호한 환자
보다 골소실이 더 많았고, 흡연과 구강위생 불량으
로 인한 골소실이 가장 컸다. (Lindquist et al 1996) 
6) 점막염과 뼈의 손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들은 또한 임플란트 주위의 치조골 소실의 
병리학적 요인 중 하나가 플라그와 연관된 변연 염
증인 것 같다. (Tang et al 2000)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을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
는 치주조직의 환경조건 중에서 각화치은의 존재와 역
할을 간과할 수 없다. Kirsch & Mentag (1986) 는 임플
란트 상실의 75%는 구강 위생 불량 또는 각화치은의 부
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각화치은의 부족과 구강 위
생 불량 등이 임플란트 상실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였
다는 연구보고도 있다(Block and Kent, 1994). 
또한, 임플란트 주위 병변에 대하여 현재까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여러 주제들 중에 점막관통부 보철물
의 형태와 재료, 세균 바이오필름(biofilm)에 관련된 문
제, 그리고 비수술적 치주치료의 방법과 효과에 관하여 
문헌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III. 총괄 및 고안

임플란트 치의학은 20년 이내에 급속도로 발전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반의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
가에 이르기까지 가장 바람직한 치료기술일 뿐만 아니
라, 병든 치아를 발거하고 그 결손부에 대한 치료방법
을 숙고할 때 환자나 술자가 모두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치료 옵션이 되고 있다. 임플란트 치료후,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효과적인", “수술이 두려웠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는”, “다시는 안하겠다 하고는 다시 하게 되는” 등등 환
자들의 여러가지 표현들 속에서 결국은 임플란트가 제3

의 치아가 되어가는 형국이다. 이렇듯 의료는 항상 개선
과 돌파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
도록 최신의 지식과 기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
리 의료진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1. 임플란트 주위 건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

증거 기반 치의학(Evidence-based Dentistry)은 수십 
년 동안 매일 치과 진료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환자의 
임상 결정을 내리는 데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임상
의로서, 우리는 현재 이용 가능한 개념과 기술을 숙지하
고 그에 따라 환자에게 조언해야 한다. 따라서 이상과 같
은 논란은 체계적인 문헌 검색을 통하여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 2017년에 이르러 ‘세계 치주 및
임플란트 주위 질환 및 상태 분류에 대한 워크샵’에서 드
디어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임플란트 주위 질병 및 상태
에 대한 정의 및 지침은 이 워크샵에서 제출한 제4그룹
의 합의문에 준하여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즉, 임플란트
주위 건강상태 검사시 발적, 치주탐침 시 출혈, 부종, 삼
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과 구분하여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서 발생하는 치태 관련 병리학적 질환으로, 임플
란트 주위 점막염과 그에 후속된 지지골의 점진적 상실
이 특징이라고 정의 하였다. 따라서 탐침시 출혈, 및/또
는 삼출, 탐침 깊이 증가 및/또는 점막 변연의 퇴축, 그
리고 방사선 사진상에서 임플란트 주위골의 흡수를 확
인할 수 있다5)다다 . 

2. 각화치은(KM, keratinized mucosa)의 존재와 역할

각화치은(KM, keratinized mucosa)이 없는 임플란트
의 경우 치태 지수 및 치은 지수 값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최소 2mm의 KM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5년 이상 
장기간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을 평가했을 때, 치주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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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잘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환자들에서 임플란트 주
위에 충분히 넓고 두꺼운 비가동성 각화치은과 함께 멀
리 떨어져서 존재하는 전정부 가동성 점막의 존재를 확
인할 수 있다. 결국 환자 스스로 임플란트 주위의 성실한 
청소를 통하여 위생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오래도록 건강
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환경 조건이 된
다고 볼 수 있다6)다다 . 

3. 점막관통부 보철물의 형태와 재료에 대한 고찰

보철 수복 후 임플란트 주위 병변에 대한 여러 원인
요소 중 우리 임상가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헛
점이 존재한다. 바로 임플란트 보철물의 외형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보철물의 외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 지표가 된다고 밝혀져 있다. bone-level
group에서 emergence angle이 30도 이하 각도에 비해
30도 이상으로 풍융할 때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밝혀졌다7)다다 .  30도 이상의 Emer-
gence angle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중요한 위험 지표이
며, convex profile은 bone-level implants에 추가 위험
을 발생시키지만 tissue-level implants는 그렇지 않다. 
모든 임플란트 보철은 biocompatible materials를 사용
해야 하며, 특히 치은 관통부의 합리적인 외형과 더불어
high polished surface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수적 요구
사항이다(Fig. 3~7).

4. 세균 바이오필름의 제거

치태 세균이 치주질환 병인의 필수 전제조건임을 우
리는 잘 알고 있다. 바이오필름(biofilm)의 세균성 생성
물질이 치은조직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바이
오필름이 성숙함에 따라 복잡한 상호반응이 일어나고,
더 독한 특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나타나 더욱 복잡한 면
역체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세균 바이

오필름을 제거하기 전에는 염증 및 면역반응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위의 점막하 세균성
바이오필름의 존재와 관련된 감염이므로, 바이오필름의
파괴, 치석 및 보철물 overhanging  margin의 제거, 질
병의 재발 예방에 의해 달성되는 감염의 해결이 ‘치료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8)다다 .

5. 치주-외과적 관점의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접근법

• Mechanical non-surgical therapy. 기계적 비수술.
적 치료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병변 치료에 효과
적일 수 있다. 항균 구강세정액의 병행 사용은 그러
한 점막염 병변의 기계적 치료의 결과를 향상시켰다.

• Adjunctive local or systemic antibiotics. 임플란트 .
주위염 병소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는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클로로헥시딘에 의한 세정은 임상 및
미생물학적 매개변수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주었다.
그러나 국소적 항생제 적용 또는 전신적 항생제 복용
이 탐침검사시 출혈 및 탐침검사 깊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다다 .

• Mechanical surgical therapy. 수술에 의한 접근법.
에 대하여, 병소의 58%에서 분해능이 발생했음을 한 
연구에서 입증하였다. 그러나 임플란트 표면의 오염
제거 방법들(화학제, 공기 연마제, 레이저)중 한가지
만으로 우수함이 밝혀진 것은 없었다. 차폐막을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뼈 이식술 등의 재생술의 활용
은 다양한 정도의 성공을 보고하고 있다10).

6. 보철적 관점의 임플란트 합병증에 대한 접근법

최소 5년의 평균 관찰 기간 후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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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ppearance of the transmucosal part of implant restorations. Basically, the appearance inclined at a 
certain angle (within 30 degrees) without an uneven surface portion should have smooth continuity.
It is divided into an ‘emergence profile’ of an abutment part, a ‘cervical profile’ under restoration, and a
‘conditioning profile’ near the cervical line of the restoration.

Figure 3. The two types of dental implants, a tissue level(TL) and a bone level(BL). TL has already determined the 
appearance of the transmucosal part of the implant body, but since the implant shoulder of BL almost 
coincides with the crestal bone height, the appearance of the emergence profile and cervical profile at
the transmucosal part must be designed biocompatible and high p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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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ctual appearance of the healthy transmucosal soft tissue when implant restoration is removed. This 
transmucosal soft tissue unit is divided into an emergence profile area in contact with the implant abut-
ment, a cervical profile area in contact with the lower part of the restoration, and a conditioning profile 
area to adjust the esthetic appearance of the restoration.

Figure 6. Treatment results pursuing biocompatibility. The prosthetic design pursuing biocompatibility should be
able to maintain a natural beauty and periodontal health that remains unchanged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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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FDP)의 생존률 및 합병증 비율에 대한 체계적 문헌 
검토(Pjetursson et al 2012)토토 가 이루어졌는데11),  거기에
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FDP)은 생존율이 높
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치료 방법이다.
2) 그러나 생물학적, 기술적 합병증이 빈번하다(33.6%).
합병증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과 전문의는
임플란트 지지 FDP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구성부
품과 재료를 선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
며, 환자는 치료 후 치과 전문의가 제시하는 잘 체계
화된 유지관리 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

3) FDP를 지지하는 임플란트의 생존률 추정치는, 5년
후 95.6%, 10년 후 93.1%이다. 
4) 임플란트 지지 FDP의 생존율은 기능한지 5년 후
95.4%, 10년 후에 80.1%였다.
5) 5년 후 합병증이 없는 환자는 66.4%에 불과했다.
5년 관찰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합병증은 베
니어재료 파절(13.5%), 임플란트주위염 및 연조직
합병증(8.5%), 보철물 액세스홀 폐쇄용 재료 소실
(5.4%), 지대주 또는 나사 풀림(5.3%), 시멘트 유지
형 보철의 유지력 상실(4.7%)이었다.

Figure 7. The importance of material selection and high polished surface treatment for restorations. Biocompatible
materials must be used for all implant prostheses, and in particular, it is essential to form high-polished
surface configuration along with the reasonable appearance of the transmucosal part on the restora-
tion. 1; Trauma and bleeding by instrumentation during periodontal treatment on the transmucosal soft
tissue, 2; When the contact surface of the transmucosal soft tissue is checked after removing the 
PFM(porcelain fused to non-precious metal alloy) restoration, it is frequently confirmed that periodontal
instruments reach contaminants at all and fail to remove them. 3; Contaminants on the surface of the
gold alloy material, 4; Contaminants on the surface of hard resin material, 5; Biocompatible zirconia ma-
terial that is difficult to attach contaminants and easy to clean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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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spyridakos 등이 시행한 무치악 환자에게 시행
한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치료 후 결과에 대한 생물학적, 
기술적 합병증의 체계적 문헌 검토의 결과, 생물학적 합
병증으로서 Peri-implant bone loss (>2mm); 20.1%(5-
yrs), 40.3%(10-yrs)와 보철관련 생물학적 합병증으로서 
Hypertrophy or hyperplasia; 13.0%(5-yrs), 26.0%(10-
yrs)를 밝혀냈다12).

7. 임플란트 보철물의 인접면 접촉점이 느슨해지는 현상
(ICL)에 대한 고찰

4325개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임상연구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에서 인접면 접촉
점 개방이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 및 연조직에 미치는 영
향과 분포 및 발생률에 대하여 조사되었다13). 
1) 임플란트의 17%는 인접면 접촉점 개방(ICL)을 가
지고 있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1년후 11%에서
8년후 29%로 크게 증가했다(chi-square: 123.8, 
P<.001).
2) 하악 임플란트 인접면 접촉점 개방(20%)이 상악 
임플란트 경우(15%)보다 더 많았다(chi-square: 
17.5, P<.001).
3) 대구치와 소구치 부위, 또는 남성과 여성 참가자 간
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4)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접면 접촉점 개방이 crestal
bone level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인접
면 접촉점 개방 부위의 임플란트 mucosal index 
scores가 높아지면서 염증이 증가하였다.

또한, Varthis 등에 의해 보고된 임플란트 보철과 인
접 치아 사이의 접촉점 개방에 대한 ‘유병률-원인-가능
한 해결책’에서는, 이 인접면 접촉점 개방현상은 원심부
에 비해 근심부에서 더 크게 자주 발생하였고, 하악은 
37%~54%인 반면, 상악에서는 18%~66% 정도로 나타

났다. 보철 치료 완료 후, 빠르면 3개월 이내에 인접면 
접촉점 개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원인으
로는 인접 자연치아의 미세동요에 의한 음식물 압입이
가장 컸고, 인접 자연치아의 치주병적 동요 또한 큰 원
인이 된다고 하였다. 해결책으로서는, 개방된 접촉면 공
간을 언제든지 수리할 수 있도록 보철물의 제작에 있어
서 시멘트 유지보다는 착탈이 용이한 나사 유지형을 권
장하였다14).

8. 임플란트 보철물의 사후 관리

Heitz-Mayfield 등이 제시한 생물학적, 기술적 임플란
트 합병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합의문 및 임상 권고사
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 임플란트 치료 계획에 있
어서, 생물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임
플란트 식립 부위의 불충분한 각화점막 및 골량 부족, 임
플란트간의 근접성, 3차원 임플란트 위치, 보철물의 설
계 및 세정 능력 등이 있다.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보철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 SPT가 진행되는
동안, 의-치과 병력의 업데이트와 의원성 인자(예: 시멘
트 잔여물, 보철물의 부적합, 인접면 위생관리를 위한 접
근성의 부족)를 포함한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에 대한 임
상 검사가 적절한 진단 과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정기적인 SPT과정에서 단순히 치주 scaler나 curette에
의한 점막 관통부(transmucosal part)의 청소를 함에 있
어서 불결한 이물질 부착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점막관통부 연조직에 추가적인 손상을 주고
출혈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
철물을 제거하여 보철물 하부에 부착된 이물질들을 직
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완벽하게 제거하고 염증에 대한 
조치를 한 후에 다시 보철물을 제자리에 장착해 주는 방
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임플란트 보철물의 착탈성(retrievability)
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Fig. 7).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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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기적 진단 모니터링에는 플라그의 유무, 치주낭
의 깊이, gentle한 탐침 시 출혈(약 0.25N) 및/또는 통증
과 삼출물의 평가가 포함된다.  질병의 임상 징후가 있
는 경우,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방사선상 골높이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의 방사선 촬영에 의한 비교
가 필요하다. 점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자가 수행 구강
위생 강화와 더불어 소독제(예: 클로르헥시딘)를 사용하
는/ 혹은 사용하지 않는 기계적 청소를 시행한다. 임플
란트 주위 점막염의 치료는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을 대
비한 예방책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임플란트 주위 점막
염 치료에 전신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IV. 결론

1. 부적합하거나 세척 불가능한 과풍융 보철물, 위치
가 잘못된 임플란트, 인상재 또는 과잉 시멘트 같은 
이물질이 존재하여 염증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의원성 인자로서 치실 
등이 남아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2.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 요소 제거; 특히 구강 위생 
불량, 치태 조절이 힘들게 만들어진 보철물, 흡연, 치
주질환의 존재 및 임플란트 주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신 질환 등에 대처해야 한다.
3. 임상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필요
에 따라 적절한 방사선 평가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
다. 효과적인 구강위생 강화 및 전문적인 바이오필
름 제거 등의 supportive maintenance therapy는
구강건강 및 risk profile에 의해 결정된 빈도로 제
공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주기
로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4. 학부생을 포함한 모든 구강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임플란트 주위의 병적 징후를 인식하고 임플란트
주위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다시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치주-외과적 교
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전문분야,
특히 보철학적 접근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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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 전양현
내용 : 요양병원 치과의사 개설 연구용역 제안서 검토

치과보조인력 업무 관련 회의
참석 : 박태근, 이민정
내용 : 치과보조인련 관련 업무 논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미제출기관 과태료 관련 의료계 간담회
참석 : 강충규
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미제출기관 과태료 관련 의견수렴 등

치과 급여기준개정검토위원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근관세척 인정기준 등 토의

C형 근관 치아 수가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 마경화
내용 : C형 근관 치아 수가개선 관련 등 논의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참석 : 김성훈
내용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선별급여 대상여부 등

제2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참석 : 홍수연 
내용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학술원고 투고 규정

1. 원고의 성격 및 종류 

치의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저, 임상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하며 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과 협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투고한다.

2. 원고의 게재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국내와 
외국학술지에 이미 게재 된 동일한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원고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원저자에게 있다.

3. 원고의 제출  

본지의 투고규정에 맞추어 원고를 온라인 논문 투고 사이트에 접수한다. 
제출된 원고의 내용은 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협회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12회 매월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5. 원고의 심의 

투고된 모든 원고는 저자의 소속과 이름을 비공개로, 게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저자가 편집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경우 원고를 수정 
또는 보완한 다음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기술한 답변서, 이전본과 수정본 
모두를 편집위원회로 보낸다. 편집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친 다음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결과 재심사 요망의 판정이 2회 반복되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6.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 송부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중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7.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해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가진다.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저작권이 협회로 이양될 때 저자가 논문의 
게재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8. 윤리규정

 1)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게재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 “임상시험윤리위원회”와 헬싱키 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 또는 국가연구위원회의 법률을 지켜야 하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대상자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방사선 촬영 사진 등에서 연구대상자의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눈을 가릴 수 없는 경우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와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자료의 부적절한 
중복사용 등이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3)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 
①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②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협회지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9.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는 A4 용지에 상, 하, 좌, 우 모두 3cm 여분을 두고 10point 크기의 
글자를 이용하여 두 줄 간격으로 작성한다. 

2) 사용언어 
①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글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작성하며 모든 학술용어는 2005년 

대한치의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발간한 (영한 한영) 
치의학용어집, 2001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된 넷째판 
의학용어집과 2005년 발간된 필수의학용어집에 수록된 용어를 
사용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번역어의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소괄호 속에 원어를 같이 쓰고 
다음에는 번역어를 쓴다. 

③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대소문자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고유명사, 
지명, 인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 외에는 소문자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고에 일정 용어가 반복 사용되는 경우 약자를 쓸 수 있으며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소괄호안에 약자를 같이 쓰고 
다음에는 약자를 쓴다. 

⑤ 계측치의 단위는 SI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사용한다. 
⑥ 원고는 간추림부터 시작하여 쪽수를 아래쪽 바닥에 표시한다. 

3) 원고 
원고의 순서는 표지, 간추림,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표 (Table), 고찰, 
참고문헌, 그림설명, 그림, 영문초록의 순서로 독립하여 구성한다. 
영어논문인 경우에는 Title, Authors and name of institution,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Table, Discussion, 
References, Legends for figures, Figures, Korean abstract 의 순서로 
구성한다. 본문에서 아래 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의 순서로 사용한다. 
    예) 재료 및 방법 

1, 2, 3, 4 
1), 2), 3), 4)
(1), (2), (3), (4)
a, b, c, d 

4) 표지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①   논문의 제목은 한글 50자 이내로 하며 영문의 대문자를 꼭 써야할 경우가 

아니면 소문자를 사용한다. 논문의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논문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약자의 사용은 피한다.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각의 소속을 제 1저자, 공저자의 순으로 
표기하여 뒤쪽 어깨번호로 구분한다. 저자의 소속은 대학교, 대학, 학과, 
연구소의 순서로 쓰고,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저자의 어깨번호 

순서에 따라 앞쪽 어깨 번호를 하고 소속기관을 표기한다. 간추린 제목 
(running title)은 한글 20자, 영문 10단어 이내로 한다. 

③ 논문제목, 저자와 소속은 가운데 배열로 표기한다. 
④   아래쪽에는 연구진을 대표하고 원고에 대해 최종책임을 지는 교신저자의 

성명을 쓰고 소괄호속에 교신저자의 소속과 전자우편주소를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비수혜, 학회발표, 감사문구 등 공지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5) 초록
초록은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2가지 종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문초록은 
한글 500자 이내, 영문초록은 250 영어 단어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연구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와 결론을 간단  명료하게 4개 문단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약자의 사용이나 문헌은 
인용할 수 없다. 간추림의 아래에는 7단어 이내의 찾아보기 낱말을 
기재한다.
6) 본문 

①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분명히 기술하여야 한다. 논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 사항은 피하여야 한다. 

② 재료 및 방법 
연구의 계획, 재료 (대상)와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실험방법은 
재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자료의 수집과정, 분석방법과 치우침 
(bias)의 조절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재료 및 방법에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장비, 시약 및 약품은 
소괄호 안에 제품명, 제조회사, 도시 및 국적을 명기한다. 

③ 결과 
연구결과는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며, 실험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
(Table)를 사용할 경우에는 논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경향 및 요점을 기술한다. 

④ 고찰 
고찰에서는 역사적, 교과서적인 내용, 연구목적과 결과에 관계없는 
내용은 가능한 한 줄이고, 새롭고 중요한 관찰 소견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된 소견의 의미 및 제한점을 
기술하고, 결론 유도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논문의 내용을 저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기술한다. 

⑤ 참고문헌 
a.   참고문헌은 50개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다. 기록된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인용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작성한다. 영어논문이 아닌 
경우 기술된 문헌의 마지막에 소괄호를 이용하여 사용된 언어를 
표기 한다. 

b.   원고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본문 중 저자명이 나올 경우 
저자의 성을 영문으로 쓰고 소괄호속에 발행년도를 표시하며, 문장 
중간이나 끝에 별도로 표시할 때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어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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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인다. 참고문헌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소괄호속에 “ , ”으로 
구분하고 발행년도 순으로 기재한다. 저자와 발행년도가 같은 2개 
이상의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발행년도 표시뒤에 월별 발행 순으로 
영문 알파벳 소문자 (a, b, c, ....) 를 첨부한다. 

c.   참고문헌의 저자명은 한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 뒤에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 정기학술지의 
경우 저자명, 제목, 정기간행물명 (단행본명), 발행연도, 권, 호, 
페이지 순으로 기록한다.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사명, 인용부분의 시작과 끝 쪽수 그리고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학위논문은 저자명, 학위논문명, 발행기관명 그리고 
발행년도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저자는 모두 기재하며 저자의 
성명은 성의 첫자를 대문자로 하여 모두 쓰고, 이름은 첫문자만 
대문자로 연속하여 표시한다. 이름사이에는 쉼표를 쓴다. 
논문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학명이외에는 이탤릭체를 쓰지 
않는다.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의 경우 
해당 약자를 사용하고, 비등재학술지는 그 학술지에서 정한 
고유약자를 쓰며 없는 경우에는 학술지명 전체를 기재한다. 
기술양식은 아래의 예와 같다. 

d. 정기학술지 논문
Howell TH. Chemotherapheutic agents as adjuncts in the 
treatmenr of periodontal disease. Curr Opin Dent 
1991;1(1):81-86 정유지, 이용무, 한수부. 비외과적 치주치료: 
기계적 치주치료. 대한치주과학회지 2003;33(2):321-329

e. 단행본 
Lindhe J, Lang NP, Karring T. Clinical periodontology and 
implant dentistry. 4th edition. Blackwell Munksgarrd. 2008. 
대한치주과학교수협의회. 치주과학. 제4판. 군자출판사. 2004.

f. 학위논문 
SeoYK : Effects of ischemic preconditioning on the 
phosphorylation of Akt and the expression of SOD-1 in the 
ischemic-reperfused skeletal muscles of rat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2004.

⑥ 표 (table) 
a.   표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b.   분량은 4줄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며 전체내용이 1쪽을 넘지 

않는다. 
c.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d.   약자를 사용할 때는 해당표의 하단에 알파벳 순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e.   기호를 사용할 때는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 주에 설명한다. 
f.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g.   표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Table 1, Table 2, Table 3 이라고 

기재한다. 

h.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⑦ 그림 및 사진 설명 

a.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예) Fig. 1, Fig. 2, Fig. 3, ..... 
b. 별지에 영문으로 기술하며 구나 절이 아닌 문장형태로 기술한다. 
c.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기록한다. 

⑧ 그림 및 사진 (Figure) 
a. 사진의 크기는 최대 175×23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b.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예: Fig. 1a, Fig. 1b) 
c.   화살표나 문자를 사진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의 제거가 

가능하도록 인화된 사진에 직접 붙인다. 
d.   그림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Fig. 1, Fig. 2, Fig.3, ... 라고 

기재한다. 
e.   칼라 사진은 저자의 요청에 의하여 칼라로 인쇄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⑨ 영문초록 (Abstract) 

a.   영문초록의 영문 제목은 30 단어 이내로 하고 영문 저자명은 
이름과 성의 순서로 첫 자를 대문자로 쓰고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을 사용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한다. 저자의 소속은 학과, 대학, 대학교의 순서로 기재하며 
주소는 쓰지 않는다. 제목, 저자와 소속의 기재방법은 한글의 
경우와 같다. 

b.   영문초록의 내용은 600 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논문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와 결론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작성한다. 각 문단에서는 줄을 바꾸지 말고 한 단락의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영문초록 아래쪽에는 7단어 이내의 주제어 
(keyword)를 영문으로 기재하며 각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이때 주제어는 Index Medicus 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영문초록의 아래에는 교신저자 명을 소괄호속의 
소속과 함께 쓰고 E-mail 주소를 쓴다. 

⑩ 기타 
a.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b. 개정된 투고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첫 장의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11. 원저의 게재 및 별책 제작

원저의 저자는 원고게재에 소요되는 제작실비와 별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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