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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을 위한 교정이 성인교정과 다른 점은 대상이 

되는 환자가 아직 성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아·

청소년기에 일찍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아·청

소년을 주로 다루는 치과의사들의 경우 일찍 교정을 시작하

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성인을 주로 많이 

다루는 치과의사들은 가능하면 늦게 교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자는  

‘일찍’ 또는 ‘늦게’라는 표현이 교정치료 시기를 정하는 데 있

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매 환자마다 ‘적절한 

timing’, 즉 그야말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최적의 교

정치료 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치료 시기는 빠르게는 만 4.5세가 될 수도 있고, 

7~8세, 12~13세 또는 소아·청소년기를 지난 18세 이후가 

될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소아·청소년기에서 교정치료를 계

획하고자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치료 시기(timing)나 기간(length)을 정하는지에 대

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교과서에서 흔히 접하는 조기교정치료의 장점 및 단점들

은 다음과 같다.

장점

1.  악정형치료(orthopedic treatment)에 있어서 환자의 

협조도를 얻기가 쉽다.

2.  외모의 심미적인 개선을 통해서 환자의 사회·심리적 

적응도를 향상시킨다.

3.  악정형치료를 통해 보다 정상적인 환자의 성장을 유

도할 수 있다.

4. 발치 교정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

단점

1. 전체적인 교정치료의 기간이 길어진다.

2.  성인에 비해 양호한 구강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

우므로 치아우식의 위험성이 높다.

3. 교정장치가 잘 탈락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장점과 단점들이 어릴 때 교정치료를 하는 경

우 수반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정치료의 시기

를 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에 열거한 장점들 중 악정형치료에 관한 많은 부분은 장점

이라기보다는 골격성 부정교합 환자에서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단점들은 조기교정치료를 수행하는 동

안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일 뿐이다.

소아·청소년을 위한   

교정치료 “Set-up” 하기
제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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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아·청소년 교정치료의 문제점

저자가 그동안 많은 소아·청소년 교정 환자들을 접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껴온 조기교정치료의 단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임상 증례를 보면서 알아보기로 하자.

첫 번째 문제는 법랑질 탈회(enamel decalcification or 

white spot)에 관한 문제이다.

그림 5-1의 환자는 8세의 남자 환자로 상악 좌측 측절치

의 반대교합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상·하악 치열

궁 형태가 좁은 문제가 있어서 가철성 교정장치인 Schwarz 

appliance를 이용한 치열궁의 확장과 함께 고정성 교정장치

를 이용하여 반대교합을 치료하였다(그림 5-2).

이 환자의 경우 반대교합을 치료하기 위하여 fixed appli-

ance를 사용한 기간은 불과 4개월에 지나지 않았고 비교적 

양호한 구강위생 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색 반점(white spot)이 뚜렷하게 생겨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백색 반점의 생성에 대한 통계적인 증거는 없으

나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성

인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치

아가 구강 내로 맹출된 이후 법랑질이 산에 의한 우식에 저

항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성숙(maturation) 기간을 가

져야 하는데 소아환자의 경우 법랑질의 충분한 성숙이 되지 

못한 점 때문으로 추측된다. 물론 소아·청소년기의 구강위

그림 5-1. 초진 시 얼굴 및 구강 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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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상태는 보통 성인에 비해 우수하지는 못하므로 이것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이미 치료가 

시행된 임상사진을 보면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5-4의 환자는 오목한 안모를 갖는 III급 부정교합

으로 진단받고 2000년 5월에 bonded expander와 face-

mask를 이용한 1차 교정치료가 시작되었다. 초진 시 구강 

내 사진에서 전치부 반대교합과 비교적 충분하지 않은 구치

부 overjet을 보이고 있다. 치료를 위하여 facemask를 이용

한 상악골의 전방이동 노력이 약 1년 동안 지속되어 2001년 

6월에 종료되었다.

그림 5-5는 치료 종료 시의 얼굴 및 구강 내 사진으로 안

모의 오목함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상악 우측 측절치의 

배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edge to edge bite 상태의 교합

간섭을 보이며 구치부의 완전한 교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이 환자를 치료한 술자는 일단 이 상태에서 치료를 종료

하고 정기적인 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환자의 구치부 교

합은 형성되었으나 1년 후 상악 우측 측절치의 반대교합 치

그림 5-2. 치료 종료 시 구강 내 사진.

그림 5-3. 치료 후 법랑질에 형성된 백색 반점(white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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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위하여 다시 고정성 교정장치를 사용한 치료를 계획하

였다.

환자의 치료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5월 18일 Bonded expander



2001년 6월 25일 Expander removal



2002년 8월 18일 Aligen upper incisors

이 증례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처음 환자의 치료를 시

작할 당시에 술자가 명확한 치료의 목표(treatment objec-

tive)를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아·청소년 환자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치료할 때에는 가능한 한 치료 기간을 짧게 만

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치료할 항목을 확실히 

정한 후 치료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술자의 경우 치료

의 목표는 환자가 오목한 안모를 보이는 III급 부정교합 환자

였으므로 단순히 facemask를 이용한 상악골의 전방이동에

만 목표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치료 전 구강 내 사진(그림 5-4)을 보면 이미 상악 

4전치가 거의 맹출된 상태였으므로 facemask를 이용한 전

방이동 기간 동안 상악 4전치의 배열을 동시에 계획했어야 

한다. 만일 저자가 이 환자의 치료를 계획했다면 치료의 목표

에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는 포함하였을 것이다(그림 5-6).

그림 5-4. 초진 시 얼굴 및 구강 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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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Facemask 사용 후 얼굴 및 구강 내 사진.

그림 5-6. Bonded expander를 사용하는 동안 상악 전치의 배열은 고정식 교정장치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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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악골의 전방 견인

2. 상악 4전치의 배열

두 번째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치료가 종료된 지 1년 후

에 고정식 교정장치를 계획했다는 점인데 이대로 치료가 진

행된다면 1차 교정치료를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이 

지나기까지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환자 또는 보호자의 입장

에서 지루하게 치료가 계속된다고 느낄 것이다. 교정치료를 

할 때(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의 교정치료를 할 때) 항상 염두

에 두어야 하는 점은 치료하는 대상이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

는 점이다. 교정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느끼겠지만 불과 1년

이라는 기간도 소아·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며 치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정치료를 위한 환자

의 협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그림 5-7). 가끔 교정치료

를 계획할 때 환자의 고통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술

자의 입장에서만 치료를 계획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는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의 교정치료에 있어서 최악의 길로 가

는 지름길일 뿐이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소아·청소년을 위한 교정치

료 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두 가지와 같다.

1. 법랑질 탈회(백색 반점)

2.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는 첫날 산부식(acid etching) 과

정을 거치게 되므로 bracket 부착 직후 불소도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후 매달 방문 시 적절한 cleaning 및 불

소도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불소

는 1.23%의 gel-type APF(acidulated phosphate flu-

oride)를 사용해도 되고, 요즘 시판되는 fluoride varnish

도 권장할 만하다(그림 5-8). 실제로 여러 문헌들에서 flu-

oride varnish 사용 후 교정용 bracket 주위에 생기는 백

색 반점의 생성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 가능하

면 청결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수반되어

야 하겠다.

두 번째, 교정치료의 전반적인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는 교

정치료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최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의 timing을 잡아서 해

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의 timing을 결정할 때 

다음을 항상 명심하도록 한다.

1. 구체적인 치료목표에 따라 치료시기를 잡는다.

2. 치료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 예상한다.

2. 교정치료 방법 “set-up” 하기

소아환자에서 교정치료를 시작한다면 우선 ‘1차 교정’이라

그림 5-7. 교정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의 협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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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교정치료를 시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분한다면 다음의 두 

종류의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1. One phase treatment

2. Two phase treatment

One phase treatment는 흔히 포괄적 교정치료(com-

prehensive orthodontic treatment)로 일컬어지며, 교정

치료를 시작하여 모든 영구치(보통 제2대구치까지 포함)가 

배열되는 시점까지 치료를 완전히 종료하는 방식을 말한다.

Two phase treatment는 1차 교정(phase I treatment)

과 2차 교정(phase II treatment)의 두 단계로 나뉘어서 진

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보통 어릴 때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되

면 영구치가 완전히 배열되기까지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

게 되므로 1차 교정 기간 동안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치료

를 진행하고, 2차 교정 기간 동안 영구치의 배열을 중점적으

로 치료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치료 방식은 소아·청소년 환

자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경우 환

자와 술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

제 임상에서 경험해 보면 이 방식의 최대 단점은 1차와 2차 

교정의 분리과정을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다. 예를 들어, 2003년 4월에 1차 교정을 시작하여 2004

년 5월에 1차 교정을 끝내고, 다시 2005년 4월에 2차 교정

을 시작하여 2006년 10월에 2차 교정을 끝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실제 장치를 사용한 교정치료 기간(active ortho-

dontic treatment)은 약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부

분의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 느끼는 교정치료의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라는 것이다. 환자 보호자가 종종 자신의 아이가 

교정치료를 5년 동안 받았다든지 또는 7년 정도 받았다든지 

하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보통 1

차와 2차 교정이 분리되어서 치료되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불만은 2차 교정치료비를 받을 때

도 생길 수 있는데 이 역시 교정치료가 1차와 2차로 분리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정치료비가 마치 이중으로 청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보호자의 이해 부족으로 치부해 버

그림 5-8. 교정치료 시 사용되는 불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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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저자의 생각은 two phase treat-

ment의 1차 교정을 계획한다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1차와 2

차 교정이 확실히 분리된다는 점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치

료계획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경우 그림 5-9와 같이 1차와 2차 교정을 구성한다. 

즉, 1차 교정은 보통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며, 1차 교정이 끝난 후 2차 교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휴식기간은 최소한 1년 반 이상의 휴식기간을 갖도록 한다. 

나머지 영구치 배열을 위한 시간은 약 1년 반 정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만약 1차 교정이 끝나고 2차 교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로 밖에 계획될 수 없다

면 이 경우에는 차라리 치료 기간이 3~4년 정도까지 길어질 

것이라고 미리 설명하고 one phase treatment(포괄적 교정

치료)로 계획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와의 분쟁을 줄이는 길이

며, 치료 중간에 생기는 휴식 기간은 술자가 알아서 쉬는 것

이 더 나은 방법이다.

현재 치료하려는 환자가 two phase treatment가 적절할

지, 아니면 one phase treatment가 적절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살

펴보도록 한다.

1. 치료 시작 시점의 dental eruption stage

2차 교정은 보통 영구치열기에서 시작되므로 현재 시점의 

치열발육 단계를 파악함으로써 1차 교정만을 시행할 충분한 

시간이 가능한지를 파악한다.

2. 현재의 교정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필요한 시간

현재 환자가 가지고 있는 교정적인 문제의 심한 정도를 파

악하고 그 문제를 치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상하는데 보

통 1년, 길게는 1.5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때 1.5년 내에 치료가 절대 끝날 수 없다고 판

단된다면 1차 교정은 일단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며, 대신 포

괄적 교정치료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

다. 저자의 경험상 1차 교정에서 1.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 이상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협조도만 급격하게 떨어

짐을 의미한다.

3. 1차 교정이 끝나고 2차 교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

1차 교정이 끝나고 2차 교정이 시작되기까지는 환자가 유

지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 교정장치를 사용하지 

그림 5-9. 1차, 2차 교정을 set-up 하기 위한 적절한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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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휴식 기간이 된다. 이 휴식 기간이 최소한 1.5년 이상

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

자 또는 보호자가 교정치료가 1차와 2차로  분리되어 시행되

었음을 몸소 느끼기 어렵고, 치료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다고 

느끼거나 교정 비용만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

만을 토로하기 쉽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교정치료를 

1차와 2차로 분리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적 교정치료로 할 것

인가를 정하게 되는데 소아·청소년을 위한 교정치료의 대원

칙은 항상 가능하면 짧은 시간 동안 최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교정치료 시작의 적절한 시점을 잡는 것이다. 따라

서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즉 (1) 구체적인 목표에 의한 치료

계획, (2) 치료 후 환자의 변화에 대한 예상을 염두에 둔다면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교정치료의 set-up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 증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에 의한 치료계획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자.

그림 5-10-1의 환자는 7.5세의 여자이며 전치부 반대교합

과 중안면부(midface)의 오목함을 보이는 III급 부정교합 환

그림 5-10-1. 초진 시 얼굴 및 구강 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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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다. 치료방법으로 구내장치로 bonded expander, 구외

장치는 facemask를 이용하여 상악의 전방이동을 도모하는 

1차 교정치료가 계획되었다.

Facemask를 이용한 악정형치료는 1년 동안 시행될 예정

이며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통한 dental eruption stage

를 고려했을 때 1년 후에도 초기 또는 중기 혼합치열기 정도

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2차 교정치료 시점까지는 충분한 휴

식 기간이 존재할 것이므로 1차와 2차의 교정치료로 분리하

는 데 문제는 없어 보인다(그림 5-10-2).

그러나 현재의 구강 내 사진과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통

해서 1년 후의 환자 상태를 예상해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1년 후가 되면 상악의 측절치가 맹출하는 시기

가 되는데 이때 측절치가 맹출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반대교

합으로 교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그림 5-10-3). 또한 이

로 인한 하악골의 기능성 전방 또는 측방이동(mandibular 

forward or lateral functional deviation)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facemask 치료가 끝난 후 다시 측절치의 배열을 

위한 교정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보다 6개월마다 

측절치의 맹출 정도를 평가하면서 치료의 시작 시점을 잡도

록 하였다.

약 8개월 후 측절치가 맹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그림 

그림 5-10-2. 초진 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그림 5-10-3. 측절치가 반대교합으로 맹출된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