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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Andrews에 의하여 정상교합(normal occlu-

sion)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과 기준(six keys to nor-

mal occlusion)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부정교합

의 분류에 있어서는 Angle에 의해서 정의된 제1대구치 관

계, 즉 하악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 구(buccal groove)에 

대한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두(mesiobuccal cusp)

의 근·원심 관계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그림 1-1).

Angle은 구치부 교합(molar relationship)과 악골관계

(skeletal relationship)는 서로 일치한다고 가정하였으므

로 부정교합의 분류에서 II급과 III급의 경우에는 상·하악

골 간의 부조화가 존재하며, I급의 경우에는 상·하악골 간

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I급의 경

우에도 골격의 횡적 또는 수직적인 부조화 등이 있을 수 있

으나 교정치료에 대한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하여 여기서는 

잠시 접어두기로 한다.

교정치료는 크게 다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악정형치료(orthopedic treatment)

2. 치열교정치료(orthodontic treatment)

악정형치료는 상악과 하악 간 부조화가 있는 경우 상악 또

는 하악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촉진함으로써 상·하악의 부

조화를 개선하는 치료를 말한다. 악정형치료는 환자의 골격

적인 성장이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성장 완료 후에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반면 치열교정치료는 치아를 움

직이는 치료이므로 성장 완료 전이나 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가능한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즉, 골격적인 부조화를 동반하

는 II급 또는 III급 부정교합은 악정형치료가 필요하므로 골

그림 1-1. 구치부 관계에 따른 부정교합의 종류. A, I급. B, II급. C, III급.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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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초진 시 얼굴 사진.

그림 1-2-2. A, 치료 전 측면 안모. B, 치료 시 목표하는 안모. 환자 안모의 변화를 상상해 본 사진이다.

격적인 성장이 완료되기 전 치료가 시작되어야 하고, 골격적

인 부조화가 없는 I급 부정교합은 치열교정치료만 필요하므

로 치료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 환자의 성장완료 시점이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상 증례를 살펴보면서 악정형치료와 치열교정치료의 개

념이 실제로 어떻게 치료계획에 적용되는지 이해해보기로 

하자.

	1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증례(그림 1-2)

16세 2개월의 환자로 “이가 고르지 못해서 보기 싫다”

라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정면에서 본 얼굴은 비교적 긴 

편이며(dolichocephalic), facial balance는 적절하고 lip 

competency(입술이 편하게 잘 다물어지는 정도)는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Smile 사진에서는 gummy 

smile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잇몸이 정상보다 덜 노출되는 

느낌을 준다. 측면 안모에서는 중안면부(midface)가 약간 

함몰되어 보이는 오목한 안모(concave profile)를 보이며, 

코와 입술이 이루는 nasolabial angle이 정상보다 감소된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상악의 열성장에 의한 III급 부정교

합인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1-2-1).

환자를 진단할 때는, 물론 치과의사로서 구강 내 상태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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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보게 되지만 이와 같이 먼저 얼굴에 대한 관찰을 하

는 것이 교정적인 진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환자의 얼굴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

안면부의 발육을 촉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얼굴만 

보고도 예측할 수 있다면 교정치료의 진단과 치료계획의 큰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그림 1-2-2).

다음으로 환자의 안모를 염두에 두고 구강 내 사진을 살

펴보자(그림 1-2-3). 

환자의 구치부 교합관계는 III급이며, 상악과 하악에서 

각각 약 4mm의 crowding을 보이고 있었고, 전치부의 부

분적인 반대교합과 구치부에서 양측성 반대교합 양상을 나

타내고 있었다. 또한 하악 전치부는 설측으로 경사져 있어

(retroclined) 상악과 하악의 골격적인 부조화에 대한 치성 

보상(dental compensation)이 이루어져 있었다. 즉, 골격

성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할 수 있다. 골격성 III급 부정

교합은 상악의 열성장(retrusive maxilla)이나 하악의 과

성장(protrusive mandible) 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

날 수 있고, 치료 방법 또한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달라져

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진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때 결정적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환자의 안모에 대한 평가이다. 즉, 

이 환자에서 중안면부의 전방이동에 의해 환자의 안모가 정

상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그림 1-2-2) 이 환자의 III급 부

정교합은 상악의 열성장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으로 옳을 것이다.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lateral cephalo-

metric radiograph)을 통하여 상악의 열성장이나 하악의 

과성장을 평가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

법은 아니며, 실제로 얼굴에 대한 평가와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의 계측치가 서로 상반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면 당연

히 치료계획은 안모의 평가를 따라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치료 결과의 목표는 정상적인 계측치를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정상적인 안모를 만드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진단의 필수 보조 수단으로 쓰이는 측모 두

부 방사선사진을 분석하여 진단에 참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단 미루기로 한다).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 분석(그림 1-2-4)에서 이 환자의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과 이에 따른 상·하악 치아의 보상

그림 1-2-3. 초진 시 구강 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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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초진 시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 및 계측치.

(compensation)이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환자의 이상적인 치료를 위

해서는 열성장을 보인 상악골의 전방이동이 필요하므로 

facemask를 사용한 악정형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환자 

나이가 이미 성장의 정점(growth peak)을 지났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환자의 성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2차 성징의 발현 

유무로도 추측할 수 있으나 보조적으로 수완부 방사선사진

(hand-wrist radiograph)을 사용하여 평가해 보기로 하

였다(그림 1-2-5).

수완부 방사선사진상에서 환자는 성장의 정점을 이미 지

난 상태로, 성장이 거의 종료되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으므

로 악정형치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환

자의 치료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가 될 것이다.

1.  환자가 안모 개선을 원한다면 악교정수술(orthognath-

ic surgery)

2.  환자가 수술할 정도의 안모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면 치

열교정치료를 통한 절충치료(compromised treatment)

환자는 고르지 못한 치아 배열에 대한 개선만을 강력하

게 원했으므로 수술을 통한 안모의 개선 없이 치열교정치료

만 시행하기로 하였다(그림 1-2-6). 물론 골격성 III급 부

정교합의 부조화가 지나치게 심해 치열교정치료를 통한 절

충치료조차도 불가능했다면 이러한 시도조차 가능하지 못

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환자는 골격성 부조화(skeletal discrep-

ancy)의 개선 없이 고정식 교정장치(fixed orthodontic 

appliance)만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치료 결과를 얻었다 

(그림 1-2-7).

Measurement Mean 치료 전

SNA 82 77.5

SNB 80 81

ANB 2 -3.5

FMA 25 33

SN-MP 36 42

U1 to SN 106.5 101

U1 to NA(°) 25 24

L1 to NB(°) 28 10

IMPA 88 67

UL to E-line 1 -3.2

LL to E-line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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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초진 시 수완부 방사선사진.

그림 1-2-6. 고정식 교정장치를 사용하여 치아 배열을 개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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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환자는 치료 결과에 대하여 만족감을 보였으나 골

격성 부조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

로 전치부의 순설측 치축경사(inclination)는 골격성 부조

화에 대한 치축의 보상(dental compensation)이 더욱 증

가된 양상을 보였으며 안모의 개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

다(그림 1-2-8A, B).

전체적으로 이 환자의 치료 결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환자의 주소를 해결하였으므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론적이긴 하나 좀 더 어린 

나이(7~8세경)에 facemask 등을 통한 악정형치료를 시도

하여 열성장이 된 상악의 전방성장을 촉진해 주었다면 현

재보다 훨씬 더 개선된 안모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적

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

제로 이 환자는 현재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어린 나이여서 

아직 안모에 대한 개선이 주 관심사가 아닐 수 있지만 대학

생이 되거나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안모 개선에 대한 욕구

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라도 안

모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림 1-2-7. 치료 후 얼굴 및 구강 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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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A. 치료 후 상악 전치부의 순설측 치축경사가 보상작용에 의해 심해진 모습.

A

그림 1-2-8B. 치료 후 안모의 개선이 제한적으로 일어난 모습.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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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급	부정교합	환자의	증례(그림 1-3)

10세 7개월의 환자로 “이가 날 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주

소로 내원하였다. 정면에서 본 얼굴은 비교적 얼굴이 중간 

정도이거나 약간 긴 편이며(mesocephalic 또는 dolicho-

cephalic), facial balance는 적절하고 lip competency는 

정상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Smile 사진에서는 gum-

my smile을 보이지 않고 잇몸이 노출되는 정도는 정상범위 

안에 있었다. 측면 안모는 직선형 안모를 보였고 nasolabial 

angle과 입술의 돌출(lip protrusion) 정도는 정상적이었

다(그림 1-3-1).

구강 내 사진에서 환자의 구치부 교합관계는 I급이며 상

악에서 약 12mm, 하악에서 약 4mm의 crowding을 보였

다. 다만 leeway space를 고려할 경우 하악에서는 생각보

다 crowding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그림 1-3-2, 

1-3-3). 일반적인 crowding의 해소 방법에 있어서 상악보

그림 1-3-1. 초진 시 얼굴 사진.

그림 1-3-2. 초진 시 구강 내 사진.



제 1 장   “소아·청소년을 위한” 교정치료의 이해 9

01

다는 하악의 경우 보다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 그 이유

는 상악의 경우 hyrax expander 등을 이용하여 상악 자체

의 골격적인 확장을 통해 crowding 해소를 할 수 있으나, 

하악의 경우 골격적인 확장이 어려우므로 crowding을 해소

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환자의 경우 처음 환자를 관찰하였을 때 양쪽 상악 견

치의 맹출 공간이 거의 소실될 정도로 공간 부족이 심해 보

여 발치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리라 예측하였다. 그러나 상·

하악 공간 분석 결과 하악 공간 부족량이 그리 심하지 않았

고, 상·하악 간의 횡적 부조화(transverse discrepancy)

가 동반되어 있어서(구치부의 반대교합은 없었으나 상악 구

치부의 치축은 협측으로, 하악 구치부의 치축은 설측으로 

경사된 치성 보상을 보였기 때문) 상악의 구개 확장(palatal 

expansion)을 통한 상당량의 공간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

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 환자와 같은 I급 부정교합의 crowding 증례(Class I 

crowding case)에 있어서 치료의 방법은 크게 다음 두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발치를 통한 공간 확보 및 배열

2. 확장을 통한 공간 확보 및 배열

위의 두 가지 치료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있어

서 환자의 안모, crowding의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된다. 사

실 어느 누구나 교정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발치를 선호하

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발치를 하지 않

기 위해서는 crowding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거나 또는 

확장을 통해 치아를 배열하더라도 입술이 너무 튀어나오거

나 하는 등의 심미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또

한 지나친 확장은 전치부의 순측 경사가 지나치게 심해지

거나 치은 열개(gingival dehiscence) 등의 치주적인 문제

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I급 부정교합의 총생 증례에 

있어서도 이러한 치축의 순설측 경사도(inclination)를 확

인하기 위하여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의 평가가 필요하다(그

림 1-3-4).

이 환자의 경우 부모나 환자 모두 발치를 통한 치료를 원

하지는 않았으나 확장을 통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여 발치와 확장의 경계선상에 놓인 증례

(borderline case)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자에게 제

공한 치료의 방법은 일단 확장을 통하여 치아의 배열을 완

성한 후 다시 안모와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을 평가하여 발

치 여부를 최종 평가하기로 하였다(그림 1-3-5). 이렇게 함

으로써 직접 환자와 함께 비발치로 접근했을 때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비록 발치를 통한 치료보다 치료

에 걸리는 시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후회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3-3. 상·하악 crowding 양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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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통한 치아 배열 후의 구강 내 사진을 보면 상악

과 하악의 crowding이 모두 해소되고 치료가 마무리 단계

에 들어가는 상태인 듯 보인다(그림 1-3-6). 그러나 이 시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미 치료계획에서 언급한 대

로 치아의 배열이 안모의 심미적인 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상악과 하악의 전치부 치축 경사가 지나치게 순측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안모

의 평가(그림 1-3-7)와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그림 1-3-8)

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안모는 확장을 통한 치아 배열 후 입술이 튀어나오는 경

그림 1-3-5. 상악에서는 hyrax expander와 고정식 교정장치를, 하악에서는 고정식 교정장치만 사용해 확장을 통한 치아 

배열을 시도하였다(다른 환자의 사진을 참고한 것임).  

그림 1-3-4. 초진 시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 및 계측치.

Measurement Mean 치료 전

SNA 82 82

SNB 80 76

ANB 2 6

FMA 25 31

SN-MP 36 41

U1 to SN 106.5 98.5

U1 to NA(°) 25 12

L1 to NB(°) 28 21

IMPA 88 85

UL to E-line 1 0

LL to E-line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