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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포괄적 치료의 첫 단계: 배열과 레벨링
(The First Stage of Comprehensive Treatment: Alignment and Leveling)

이 장의 개요

치료 첫 단계의 목표

배열

배열을 위한 호선 선택의 원칙

배열을 위한 호선의 성질

대칭적인 크라우딩의 배열

소구치 발치 증례에서의 배열

비발치 증례에서의 배열 

반대교합의 개선

전치부 반대교합으로 된 개개 치아

정중구개봉합 이개에 의한 상악골 확장 

치성 구치부 반대교합의 개선

매복치 또는 미맹출 치아

외과적인 노출

부착 방법

미맹출 치아의 배열을 위한 역학적 접근

미맹출 또는 매복된 하악 제2대구치

정중이개의 폐쇄

레벨링

정출에 의한 레벨링(상대적인 압하)

압하에 의한 레벨링

술
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치료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는 개념

은 Raymond Begg에 의해 강조되었다. 그가 제안한 세 가지 

단계가 이 장의 구성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현대 에지와이즈 치료

에도 잘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1 포괄적인 치료의 세 가지 단계는 

(1) 배열 및 레벨링, (2) 대구치 관계 개선 및 공간 폐쇄, (3) 마무리

이다. 뒤의 두 단계는 제15, 16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모든 환자에 

있어서 각 치료 단계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치료 술식이 무엇

이든 간에 호선과 적용 방법은 모든 단계에서 바뀔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하게 조절된 에지와이즈 장치에서도 마무리 단계 전이나 마무

리 단계 중 최소한의 호선 조절은 필요하다.

치료 첫 단계의 목표

모든 환자의 치료는 환자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후, 환자에

게 최대로 유익한 치료계획을 준비하고 바람직한 치료 결과를 내기 

위한 교정치료의 단계(호선과 그의 활성화 즉, mechanotherapy)

를 확립한 후 시작되어야 한다. 제6, 7장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 있

는 진단과 치료계획의 과정은 치료의 순서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 

방법이 추천된다.

부정교합을 갖고 있는 거의 모든 환자에 있어서 최소한 몇 개의 

치아는 처음부터 잘못 배열되어 있다. 대부분의 환자는 하악에서

의 과도한 Spee 만곡을 가지며 상악에서는 Spee 만곡이 없는 관계

로 과도한 피개교합을 갖고 있거나 이와는 반대로(약간 덜 빈번하

지만) 상악의 과도한 Spee 만곡과 하악의 작은 Spee 만곡으로 인

한 전치 개교를 갖는다. 치료의 첫 단계 목표는 이 치아들을 제자리

에 배열하고 치열궁을 레벨링 함으로써 수직적 부조화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목표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적절한 

배열을 위해서는 변위된 치아를 치열궁 내로 이동시키는 것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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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의 전후방 관계와 치열궁 폭경 및 치열궁 형태의 조절이 필요

하다. 마찬가지로 치열궁을 레벨링 할 때 구치를 정출(extrusion)

시킬 것인지, 절치를 압하(intrusion)시킬 것인지 혹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열궁 형태는 

개인마다 다르다. 비록 교정의가 치열궁 형태의 변형에 대하여 어

떤 견해를 갖고 있거나 치료 초기에 상하악 치열궁 간의 부조화가 

있어 적어도 한쪽 치열궁 형태를 변형시켜야 할 경우에도, 교정치

료 중 환자 원래의 치열궁 형태가 유지될 때 더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치열궁 형태와 호선 형태에 관해서는 제9장 참조). 치료 초

기에 사용하는 가늘고 탄력 있는 호선은 치료 말기에 사용하는 굵

은 호선처럼 환자의 치열궁 형태에 맞추어 주의 깊게 형성할 필요

는 없지만, 치료 처음부터 호선은 개개인의 치열궁 형태를 반영해

야 한다. 만약 미리 제작된 호선을 사용할 때는 미리 제작되어야 하

는 NiTi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치료 초기부터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여 조절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정확히 치아 배열과 레벨링이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따라 

치료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 각 단계의 말기에 요구되는 치

아의 위치는 그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명확히 형상화되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를 더욱 쉽게 해 준다(그림 14-1). 예를 들어, 

절치 전돌을 방지하기 위한 발치가 계획되지 않았다면 배열을 위한 

가장 좋은 치료 기법이라도 절치의 심한 전돌을 야기할 것이다. 또

한, 압하가 필요할 때 압하에 의한 레벨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치료 기법을 선택할 수 없다.

이 장과 이어지는 다음 장들에서는 환자 개개인을 위한 적절한 

목표를 언급할 것이며, 이 장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

요한 치료 술식만을 논의할 것이다. 특정한 목표가 없는 교정치료

는 다음의 오랜 속담과 같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면 어떤 길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배열

배열을 위한 호선 선택의 원칙

잘못 배열된 치아를 갖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치근단은 치관보다 

정상적인 위치에 가까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치아 배열이 대부분 

치아 맹출 경로의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가끔 치배가 잘못된 

위치에서 발육되어도 치관은 치아가 맹출함에 따라 변위되는 반면

에 치근단은 올바른 위치에 근접해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 구개파

열 회복 수술과 같이 수술 부위의 모든 조직이 변위된 경우 혹은 Ⅱ

급 2류 부정교합의 경우에서 입술의 압력에 의한 상악 중절치의 심

한 변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치아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호선을 사용하여 치아를 순설측, 근원심으로 경사시키는 것이 필요

그림 14-1.  디지털화된 치아 모델(여기서는 Ortho-CAD system)은 치아 배열에 필요한 공간의 양을 매우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배열의 결과를 보여 주고 

필요한 치열궁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A, 치료 전 하악 치열궁의 교합면, 배열을 위해 필요한 공간의 양을 보여 주는 선. B, 가상의 장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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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개 치근 이동은 필요하지 않다. 교정적 치료 기법을 위한 

몇몇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치아 배열을 위한 초기 호선은 효과적인 치아의 경사를 얻기 

위해 약 50gm 정도의 약하면서도 지속적인 힘을 얻을 수 있

어야 한다. 반대로 과도한 힘의 적용은 피해야 한다.

2. 호선은 브라켓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호

선을 따라 근원심 방향으로 활주(sliding)를 허용하기 위해서 

호선과 브라켓 사이는 최소한 2mil의 간극(clearance)이 필

요하며 4mil의 간극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이상에서는 

이득이 없다. 따라서 18슬롯 에지와이즈 브라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굵은 초기 호선은 16mil이지만 14mil이 더욱 

좋다. 22슬롯 브라켓에서는 16mil 또는 18mil의 호선이 적절

하다. 어떠한 호선을 사용하더라도 브라켓에 느슨하게 결찰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9장에서 언급했듯이 마찰이 활주에 

저항하는 주된 원인은 아니며, 더 빠른 배열을 일으킨다는 

자가결찰 브라켓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 브라켓 슬롯에 꼭 맞아서 치근단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

형 호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원리는 초기 배열 시 치관

을 경사시키는 것이 치근을 이동시키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

이다. 즉, 17×25 NiTi와 같이 매우 탄성이 있는 각형 호선이 

배열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배열 시 각형 호선

에 의해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치근 이동이 야기되므

로 유리하지 않다(그림 14-2). Superelastic NiTi 와이어는 

낮은 torsional strength를 가지고 있어서2 치근에 토크 이동

을 일으킬 수 없어 이런 부작용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치근

의 근원심 이동은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배열을 위해 필

요한 경사이동이 느려진다. 따라서 배열을 위해서는 원형 선

재가 더 좋다(그림 14-2). 초기 배열에서 각형 호선을 사용

하면 직경이 작은 원형 호선을 사용할 때보다 느리며, 치근 

손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굳이 큰 성능(high performance)

을 가진 각형 호선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

4. 배열을 위한 호선이 유연할수록 크라우딩은 가능한 한 대칭

인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비대칭적으로 배열된 치아

들이 배열되면서 치열궁 형태가 상실될 것이다. 만약 단 하

나의 치아만이 벗어나 있다면(또는 매복된 치아를 배열해야 

한다면) 악궁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탄성이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견고한 호선이 필요하며, 부가적인 호선을 잘못 

배열된 치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의 중요한 점은 다음에

서 자세히 논의된다.

배열을 위한 호선의 성질

초기 배열을 위한 호선은 강한 강도와 탄성 및 긴 작용 범위(long 

range of action)를 가져야 한다. 이상적인 것은 변형(deflection)량

에 관계없이 50gm(경사이동에 이상적인 힘) 내외의 적절한 힘을 

발생시키는 거의 편평한 하중-변형곡선(load-deflection curve)을 

갖는 선재이다. 적절한 배열을 위한 호선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은 호선의 재료, 크기(직경 또는 단면적) 및 브라켓 간의 거리 등이

다(제9장 브라켓 간 거리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A-NiTi 호선은 다른 재료에 비해 훨씬 효과적

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초기 배열에 가장 우수하다. 성공적인 배

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약한 힘을 발휘할 수 있

는 능력이다. 여러 가닥 꼬인(multistranded) 강선재는 일반 강선

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더 강하고 

파절 저항성이 향상된 여러 가닥 꼬인 A-NiTi가 약한 힘을 발휘하

기 위해 사용된다(그림 14-3). 재료의 임상적 성능은 제조회사의 

재료 성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브라켓 슬롯에서의 간극(clearance)

과 파절 저항성을 고려하여 선재의 굵기를 선택해야 한다. 16mil 

A-NiTi 호선이 다른 종류의 18mil 호선보다 더 견고하고 큰 힘을 

전달할 수 있으며, A-NiTi 선재의 선택 시 선재의 굵기는 덜 중요

하다.

이제는 초탄성 선재가 냉온에서는 완전히 수동적(passive)이며, 

구강 내 온도에서는 원하는 힘을 발생시키게 된다. 탄성이 큰 호선

보다는 차가워진(chilled) 호선을 위치시키는 것이 더 쉬우며, 이는 

그림 14-2.  초기 배열을 위해 꼭 맞는 탄력 있는 각형 호선을 사용하면 치아이

동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마찰저항뿐 아니라 치아가 배열됨에 따라 치근의 전후방 

이동을 야기하므로 각형 호선은 대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치아의 위치가 변

함에 따라 시스템의 geometry가 달라지므로 호선이 변형되어 발생하는 모멘트 때

문이다. A, 브라켓 슬롯 안에서 간극(clearance)을 갖는 원형 선재를 이용한 변위

된 측절치의 배열 그림. 최소한의 모멘트가 브라켓 슬롯에서 발생하며 치근 이동은 

거의 없다. B, 치근을 이동시키기에 충분한 torsional stiffness를 가진 각형 호선으

로는 원형 선재로 배열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치아가 배열되기 전에 

치근의 전후 이동이 발생한다. 이것은 치근흡수 가능성 증가와 천천히 진행되는 배

열이라는 두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 

A B

최신치과교정학5판 인쇄용 책1.indb   539 13. 01. 15   오전 11:41



제 VI 부  영구치열 초기에서의 포괄적인 교정치료540

어떤 상황에서는 더 유리하다. 그러나 일단 구강 내 온도에 도달하

면 이런 특징 외에 열에 민감한(thermally-sensitive wire) 호선이 

더 유리한 점은 없다.

제9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슬롯 장치에서는 좁은(single) 브

라켓을, 22슬롯 장치에서는 넓은(twin) 브라켓을 사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초탄성 선재를 사용하기 전에는 브라켓 슬롯의 크기와 브

라켓 간의 거리가 호선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18슬롯과 

22슬롯 장치에서는 서로 다른 호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초탄성 선재를 사용할 때는 배열하는 동안 악궁의 형

태를 유지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한 관점에

서 크라우딩이 대칭적일 때의 배열과 매우 비대칭적인 상황에서의 

배열은 다르다. 

대칭적인 크라우딩의 배열

호선의 선택

편평한 하중-변형곡선을 갖는 초탄성 NiTi(그림 14-4)는 악궁

의 양쪽에 비슷한 정도의 크라우딩이 있을 때 초기 배열에 이상적

이다. 초탄성 선재는 과도한 힘을 발생시키지 않고 놀라운 정도로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14 또는 16mil A-NiTi를 

모든 치아의 브라켓에 결찰하되 너무 단단하게 결찰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 약 50gm의 힘을 발생시켜 초기 배열을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다(그림 14-3 참조). 이때, 배열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구치 

튜브 바로 앞에 stop을 위치시켜 크라우딩이 있는 절치들이 약간 

전방 이동할 수 있게 하거나, 공간 형성이 필요한 부위에 개방코일

스프링을 사용한다(그림 14-5). 이 경우, 악궁 형태의 변형을 방지

하기 위해 스프링은 아주 약한 힘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18슬롯 

그림 14-4.  제조회사에 의해 다른 힘을 적용한 16mil A-NiTi(Sentinol, GAC) 

선재의 하중-변형곡선(force-deflection curve). 제조사에 의해 준비된 초탄성 선

재들은 와이어의 크기가 아닌 힘의 전달 정도를 다르게 하였다. Light 형태의 와이

어가 초기 배열에 이상적인 50gm의 힘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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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고정식 장치를 이용한 배열 과정. 이 증례에서는 tip-edge 브라켓을 사용하였다(제10장 참조). A, 호선의 변위를 막기 위해 정중선에 밴드를 부여한 초기의 

초탄성 원형 선재(16mil A-NiTi). B, 2개월 후 최종 배열을 위한 16mil 강선재. C, 3개월 후 배열이 완료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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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서 18mil 선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외의 경우에 있어

서 50gm 정도의 힘을 전달하는 경우라면 초탄성 선재의 굵기는 중

요한 변수가 아니다.

초탄성 NiTi의 주된 문제는 비싸다는 것이다. 큰 작용 범위가 필

요하지 않다면, 세 가닥의 17.5mil의 여러 가닥 꼬인 강선재(3×

8mil)도 가격에 비해 좋은 성질을 제공한다. 이론적으로 이 정도의 

직경은 18슬롯 브라켓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러나 임상 연

구에서 18슬롯과 22슬롯 장치 모두에서 이러한 호선이 매월 조절

되고 탄성 결찰재(elastomeric ligature)로 재결찰된다면 배열에 걸

리는 시간은 A-NiTi와 동일하다고 하였다.3 적용되는 힘은 변이가 

매우 심하며, 환자는 초탄성 NiTi에 비해 더 불편해하겠지만 임상

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놀랄 정도로 좋은 임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저작하는 동안 치조골이 저작력에 의해 휘면서(bend) 유연한 호선

이 치아가 서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제8장 참조). 이

로써 마찰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찰에 의해 멈출 때까지 호선

을 따라 브라켓이 활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에 비해 

부가적인 임상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특히 와이어를 

빼서 영구변형을 제거한 다음 다시 결찰해야 할 때 그렇다.

실험 자료와 임상적 경험으로써 여러 가닥 강선재가 M-NiTi, 보

다 정교한 여러 가닥 선재(coaxial wires. 예: 굵은 core 선재를 여

러 가닥의 가는 선재가 감싸고 있는 것) 또는 루프가 있는 작은 직

경의 스틸 선재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M-NiTi와 

coaxial multistranded wire는 모두 비싸다. 그리고 14 또는 16 강

선재의 루프를 벤딩하는 시간 또한 소모적이다. 이러한 선재는 몇 

년 전만 해도 초기 배열을 위한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쓰였지만 현

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초탄성 선재의 극단적인 탄성이 완전히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

은 아니다. 이러한 선재가 부정교합 환자에 결찰되면 환자가 저작

함에 따라 악궁을 따라 미끄러지는(travel) 경향이 있는데, 특히 한

쪽으로만 기능을 할 때 그러하다. 그렇게 되면 호선은 한쪽 구치

부 튜브 뒤쪽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한쪽 튜브에서는 빠지게 된다. 

가끔은 이 때문에 Mark Twain이 ‘놀랍고 경악할 만한(marvelous 

and dismaying)’이라고 말한 상황이 된다(그림 14-6A). 이런 현상

은 이웃한 두 브라켓 사이에 stop을 만들어 놓거나(그림 14-6B) 특

수 플라이어로 cinch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stop은 

초기에 사용하는 초탄성 선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소구치 발치 증례에서의 배열

전치부의 심한 크라우딩이 있는 환자에서 전치를 배열할 충분한 

공간을 얻기 위하여 견치를 소구치 부위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 크

라우딩이 매우 심한 경우 전치부에 부착물을 위치시키기 전에 견치

를 독립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더 좋다. 만약 최대 고정원이 필요하

다면 치조골에 교정용 미니스크류를 식립한 골성 고정원이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그림 14-7).

보다 전형적이고 심하지 않은 크라우딩이 있는 경우에 견치를 원

심으로 경사시키고 전치를 배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A-NiTi 

그림 14-5.  부가적으로 치열궁 장경이 더 필요한 경우에 유연한 초기 호선에 

advanced stop을 사용한다. A, A-NiTi 호선은 불규칙적인 전치부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전진해 있다. 호선의 stop은 약간 전진된 위치에 호선을 고정시키기 위해 필

요하다. B,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같은 조여진 split tube가 초탄성 

선재에서 advanced stop의 역할을 한다. C, 치열궁 장경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크라우딩이 있는 절치 부위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개방형 코일스프링을 

압축한 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의 효과는 절치의 경사를 유도하

는 점에서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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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와 제1대구치로부터의 A-NiTi 코일스프링을 사용함으로써 얻

을 수 있다(그림 14-8). 대구치의 전방 경사를 제한하기 위해 호선

에는 제조자에 의한 과도한 역Spee 만곡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구

치 튜브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근심경사를 완전히 막기에 충분하지

는 않지만, 구치의 전방 치체이동을 막고 견치의 원심경사를 유도

할 수 있다.

비발치 증례에서의 배열

비발치 증례에서의 배열은 악궁의 길이(arch length)를 증가시켜

야 하며, 구치에서부터 전치를 멀어지게 이동시켜야 한다. 이런 경

우 초탄성 선재를 브라켓 슬롯에 결찰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동

시에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공간이 만들어진 후에 배열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강선(multistranded or solid)으로 악궁의 길이(arch length)를 증

가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구치부의 전방에 stop을 고정시켜 호선

이 전치의 전방부에만 묶여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림 14-5 참조). 

다음의 약속에서 악궁의 길이(arch length)를 더 늘려야 하면 호선

을 제거하거나 다시 결찰할 필요 없이 부가적인 stop을 만들어 주거

나 stop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 사용할 수 있다. 넓은 아치 폼을 사용

하면 소구치 부위의 수평 확장이 일어난다. 분명한 것은 이런 식의 

악궁 확장에서도 절치부를 순측으로 이동시킬 것이고, 따라서 절치

의 전방 경사가 필요하지 않은 심한 크라우딩이 있는 경우에는 적응

증이 아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설측으로 크라우딩이 있는 전치부 치아는 

우회(bypass)한 후에 A-NiTi 상에 코일스프링을 위치시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그림 14-5C 참조). 구치 튜브를 통해 호선이 전방

으로 미끄러질 수 있어야 하고, 이때 호선은 약간 길게 하여 튜브에

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악궁 형태를 유지하기 위

해 코일스프링에 의한 힘은 약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힘이 너

무 약해 전치가 전방 경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다. 만일 크라우딩이 뚜렷하게 비대칭적이라면 다음의 변형된 방법

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14-7.  절치를 배열하기 위해 견치 견인의 고정원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

치와 소구치 치근 사이 치조골에 미니스크류를 식립하고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이다. A, 직접적으로는 미니스크류에 elastomeric chain이나 NiTi 스프

링을 연결하여 견치 견인의 힘을 발휘하거나, B, 간접적으로 미니스크류와 제1대구

치를 단단하게 연결하여 구치의 전방 이동을 제한한 후에 구치의 부착물을 이용하

여 견치를 견인할 수 있다.

A

B

그림 14-6.  초기 배열을 위한 초탄성 선재가 가진 하나의 문제점은 ‘미끄러지

는(travel) 경향’으로 선재가 한쪽으로 미끄러지면서 한쪽 구치부의 튜브에서는 후

방으로 삐져나오고 반대편 튜브에서는 빠지는 현상이다. A, 이 파노라마 방사선사

진은 선재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하악지를 뚫고 거의 하치조신경을 마취하는 듯

한 깊이로 들어간 모습을 보여 준다(흥미롭게도 환자는 단지 약간의 불편함만을 나

타냈다). B, 미끄러지는 경향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웃한 2개의 브

라켓 사이 호선에 split 튜브를 꽉 끼워 주는 것이다. Stop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최근에는 기성 A-NiTi 호선에 과도하게 선재가 미끄러지는 걸 막기 위해 정중선에 

홈(dimple)을 넣어 제작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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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인 크라우딩의 배열

거의 모든 크라우딩이 한 부위에 있을 경우 잘 배열되어 있는 다

른 부위의 치아들에 견고한 호선을 삽입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탄

성이 좋은 호선이 필요하게 된다. 이 세상에는 순수한 행운이란 없으

며, 초탄성 선재의 극단적인 탄성은 비대칭적으로 배열된 치열에 결

찰했을 때 크라우딩이 있는 부위에서 먼 치아들도 이동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매복된 견치는 비대칭적인 부정배열의 좋은 예이다. 이

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연속된 초탄성 선재를 

매복된 견치와 인접한 측절치 및 소구치에 삽입하게 되면, 견치가 올

바른 위치로 견인되는 것과 같은 양만큼 전치와 소구치가 견치 쪽으

로 경사지게 된다. 만약 측절치가 반대교합으로 인해 악궁에 갇혀 있

다면(blocked out), 그리고 제 위치로 이동되어야 한다면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측절치를 배열하기 위해 초탄성 선재를 사용하면 인접한 

견치와 중절치를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동하게 된다.

변위된 치아 하나(또는 둘: 2개의 치아를 작은 분절로 하여 같은 

기전을 적용)를 제외한 모든 치아에 견고한 주 호선(16 또는 18 강

선재)을 결찰하고, 부가적인 스프링으로써 작은 직경의 초탄성 선

재를 추가하는 것은 쉽다. 초탄성 NiTi 분절은 브라켓의 주 호선 위

쪽으로 묶을 수도 있고, 앵커 치아들의 하방으로 결찰하고 변위된 

치아의 브라켓에 결찰할 수도 있다(그림 14-9). 몇몇의 최신 브라

켓에는 이러한 결찰을 위한 부가적인 튜브가 있다(그림 10-35 참

조). 이렇게 배열하면서 NiTi 선재에 의해 변위된 치아를 배열하기 

위한 적절히 약한 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나머지 치아 부위에 상

호력(reciprocal force)을 분산시키게 된다. 이로써 악궁 형태를 훌

륭하게 보존하면서 변위된 치아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변위된 치아가 적절한 위치로 거의 근접하였을 때 강철 선재는 제

거하고 부가적인 NiTi를 브라켓 슬롯에 묶는다.

견고한 강선재에 대해 부가적인 초탄성 선재의 두 가지 이득에 

주목해야 한다. 악궁 형태가 뒤틀리려는 경향을 조절하는 것과 움

직일 치아에 대한 약한 힘이다. 현대 교정학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부가적인 장치가 일반적으로 추천되지만 특히 치조골이 소실되고 

치주인대가 감소한 치주조직이 안 좋은 성인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교합의 개선

치료의 첫 단계에서 구치부의 반대교합과 전치부의 경미한 반대

그림 14-8.   ‘Drag loop’와 같은 초탄성 선재로 심한 크라우딩의 하악 전치를 배열하는 모습. A, 치료 전 교합면 사진. B, 75gm의 힘을 제공하는 초탄성 코일스프링으

로 견치를 견인하면서, 50gm의 힘을 제공하는 역Spee 만곡이 부여된 초탄성 NiTi 선재로 하악 전치를 배열. C, D, 치료 5개월 후 견치 견인과 전치부 배열이 완료된 모습.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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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한두 개의 변위된 치아)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반대로 전

치부의 심한 반대교합(모든 치아)은 대개 통상적인 교정치료의 두 

번째 단계까지 개선되지 않거나 수술로 교정될 때까지 남겨질 수도 

있다. 전치부와 구치부의 반대교합은 골격성과 치성으로 구분하는 

것과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진단 

단계에 대해서는 제6, 7장에서 논의한 바 있고, 여기에서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 선택되었다고 가정하고 감별진단에 기초한 치료계획

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한다.

전치부 반대교합으로 된 개개 치아

한두 개 치아의 전치부 반대교합은 거의 항상 심한 크라우딩을 

반영하는 것이다(그림 14-10). 상악 측절치가 설측에서 맹출하기 

시작하여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점점 더 설측으로 힘을 받음에 따

라 발생하게 된다. 이런 반대교합의 교정 시에는 먼저 충분한 공간

을 얻은 후에 악궁 내의 바른 위치로 이동시켜야 한다.

교합간섭은 이를 어렵게 한다. 환자는 변위된 치아의 브라켓을 

탈락시키기 쉬우며, 치아가 바른 위치로 이동함에 따라(through 

the bite) 교합력은 교정장치에 의한 힘과는 다른 방향으로 치아를 

밀게 된다. 따라서 구치부를 이개시켜 전치부의 치아가 이동할 수 

있는 수직적인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임시로 bite plate를 장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일수록 bite plate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

하다. 어린 사춘기 환자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에는 bite plate 없

이도 전치부 반대교합에 갇혀 있던 절치를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아마도 그 이후의 나이에는 bite plate가 필요할 것이다.

정중구개봉합 이개에 의한 상악골 확장

사춘기 동안이나 사춘기 전에 정중구개봉합선을 이개시킴으로

써 상악골을 확장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반면, 환자의 연령이 증가

하면 봉합부 결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진다(그림 

8-30 참조). 정중구개봉합의 이개가 필요한 환자에서 심한 크라우

딩으로 인해 악궁 확장에도 불구하고 소구치 발치가 필요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에서도 봉합 이개는 발치나 배열 전의 치료

의 첫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후에 발치를 할지라도 제1소구치

는 측방 확장의 고정원으로서 필요하다. 그리고 측방 확장에 의해 

생기는 부가적 공간이 배열을 쉽게 해 준다. 

때때로 상악골 확장은 발치를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을 제

그림 14-9.  전치부 배열을 위한 부가적인 초탄성 선재의 사용. A, 치조골소실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불규칙한 전치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약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B, C, 우측 측절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이후에 치열궁 형태는 브라켓 슬롯 내의 강한 호선으로 유지하면서 측절치를 제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브라켓 하방에 

초탄성 선재의 분절을 결찰하였다. D, 배열 완료. 이러한 접근은 이동할 치아에 적절한 힘을 가하게 하고 남아 있는 치아들에 반응력을 분산시킨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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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도 하나, 정상적인 상악골 폭경을 가진 사람에게서 배열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정중구개봉합의 이

개는 주로 골격성 반대교합의 교정 방법으로서 좁은 상악골 폭경을 

정상 크기로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후기 혼합치열이나 초기 영구치열에서 정중구개봉합을 이개시키

기 위한 기본적 술식이 제13장에 서술되어 있다. 어린 환자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더 생리적인 완속 확장(이틀에 1번씩 스크류 

작동, 1/4mm)이 추천된다. 15세(골격연령)까지는 대개 봉합의 확

장이 가능하다(그림 14-11). 이후의 연령에서는 봉합 이개에 필요

한 미세파절(microfracturing)을 일으키기가 급속히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 환자일수록 확장용 스크류의 빠른 활성화가 추

천된다. 봉합이 이개되고 원하는 만큼 확장될 때까지 하루에 2바퀴

를 돌린다(종종 환자들은 봉합이 이개되는 소리를 듣거나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완속 확장은 치성 확장만을 유발하

는 경향이 있다. 만일 봉합이 2~3일 내로 이개되지 않는다면 수술

적인 확장만이 가능한 방법이다(제19장 참조).

혼합치열에서는 주로 접착식 확장장치가 밴드 고정식보다 이용

하기가 쉽다. 영구치열기 환자에서는 과도한 안면 고경을 가진 경

우 접착식 확장장치를 사용한다.3 이러한 장치는 구치의 교합면을 

덮고 교합판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확장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하

악의 후하방 회전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그림 14-12). 밴드 고정

식 확장장치는 치아가 이동하면서 교합 조기접촉이 발생하기 때문

에 거의 항상 하악의 회전을 야기하고 이는 단안모의 환자에서는 

그림 14-11.   사춘기에서의 구개 확장은 큰 힘(느린 확장은 2~4파운드, 급속 확장에서는 10~20파운드)이 필요하므로 단단한 구조물이 필요하다. 여러 다양한 확장장치

의 형태는 다르지만(제13장 참조) 결과는 비슷하다. A, 심각한 상악의 수축은 양측성 반대교합을 야기한다. B, C, 이 환자에서는 급속 확장이 진행 중이다. 봉합이 후방부보

다 전방부에서 더욱 확장될수록 중절치 사이의 공간이 커진다. D, 코의 바닥에서 경첩처럼 구개가 얼마나 열리는지 보여 주는 두개골의 확장. 

A B

C D

그림 14-10.   이런 젊은 성인에서 치성 반대교합의 교정을 할 때는 설측으로 변

위된 상악 측절치를 순측 치열궁 내로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수직적 간극

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바이트 플레이트는 수직적 간극(clearance)을 

얻기 위해 종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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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2.   A, B, 접착식 확장장치는 typodont에서 보여 주듯 밴드에 의한 형태보다 두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진다. (1) 구치부 아크릴에 대한 교합력은 상악의 확장에 흔

히 나타나는 하악의 후하방 회전과 정출의 양을 줄이며 이는 장안모 경향을 가진 환자에게 중요하다. (2) 접착식 타입이 혼합치열기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기 쉽다. C, 확장 

전후의 두부방사선사진의 중첩으로서 이 장치에 의한 확장이 시행된 후 미미한 양의 하악 회전을 볼 수 있다. D, E, 이런 유형의 접착식 장치를 제거할 때는 장치에 붙어 있

는 루프를 잡고 비틀어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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