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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관점에서
병태를 진단하기 위한 세 가지 지표

 태를 진단하기 위한 세 가지
병
지표란
교합의 여러 문제, 치주질환, 환자 자신과 질병의 시
간에 따른 변화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는 교정 작업의 연속이다(프랑수아 자코브)”라는 말처
럼 악구강계의 여러 조직과 기관도 영구불변한 것이 아
니라 환경에 적응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다시 말해서 생체는 시간축 안에서 변화하고, 그 결

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병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과 ‘적응’이나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을 파악해

① 병태 분석: 악구강계 질환을 환자 개별·악안면·치

가는 것이 종합적인 진단이며 치료 개입의 옳고 그름

열교합·치아치주의 병태로 나누어 파악한다.

을 결정하는 것이다.  

② 염증과 힘: 염증과 힘에 의한 병태를 해석한다.
③ 시간축: 시간축 안에서 환자와 환자가 가진 질환

병태 분석
치과임상에는 예전부터 ‘일구강단위’ 검사의 필요성

을 검사한다.
그림 2-1에 보인 것처럼 ‘병태 분석’과 ‘염증과 힘’의

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서 ‘일구강단위’라는 어딘가 애

둘로 나누어, 입을 통해 질병을 관찰하고 여기에 더해

매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계통을 세워 이해하기 쉽

환자의 life stage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같은 ‘시간

게 만든 것이 ‘병태 분석’이다.

축’ 속에서 재평가를 반복하면서 병태와 개체차를 파

이는 악구강계 질환의 요인을 ‘환자 개별’, ‘악안면’,
‘치열교합’, ‘치아치주’의 4개 단위로 나눠 분석하고, 더

악한다.
거기에는 항상 adaptation, compensation, remo

불어 각 단위의 인과관계나 연관성을 고찰해 질환의 실

deling에 의한 생체 반응이 작용한다. “생명은 끊임없

태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진단법이
다[이 병태 분석은 고 Tsutsui Masahide(筒井昌秀)
선생님이 고안하신 분류법을 참고로 변형 개정했다].
치주질환은 감염으로 인한 병태이므로 원인을 파악

병태 분석
환자 개별
악안면
치열교합
치아치주

시간에 따른 변화 ―

염증과 힘

하기 쉽고 비교적 수월하게 진단에 이르지만, 교합과

세균 감염과
교합 스트레스

관련한 병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어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다. 환자를 앞에 두고 단지 막연
하게 진찰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시간축

― Life stage

재평가
병태, 개체차의 파악
Adaptation, compensation, remodeling
그림 2-1. 포괄적인 관점에서 병태를 진단하기 위한 세 가지 지
표. [Tsutsui Masahide(筒井昌秀) 선생님의 강의에서 변경 인용]

위에서 언급한 거시적 단위에서 미시적 단위에 걸
치는 네 가지 병태에 각각 주목해 악구강계에 나타난
signs(징후: 타각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와
symptoms(증상: 자각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부분)를
해석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보인다.
그림 2-2a는 악안면·치열교합·치아치주의 병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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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1 병태 분석: 악구강계 질환의 분석과 통합을 위해
병태를 분석해 signs(징후)와 symptoms(증상)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자 개별의 병태, 악안면의 병태, 치열교합의 병
태, 치아치주의 병태로 나누어 파악한다(거시적 단위~미시적 단위).

a: 치료 전

b: 치료 후

그림 2-2. 59세 여성. 악안면, 치열교합, 치아치주 등 각각의 level에서 병태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a는 치료 전의 모습이다. 안면두
개는 mesofacial, 하악골은 brachyfacial, 골격성 Ⅲ급으로 턱관절은 정상이고 하악편위는 없다.

나타낸 치료 전의 모습이고, 그림 2-2b는 치료 후의

끝났을 때의 상태로, 치주조직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모습이다. 치료 전의 세팔로 방사선사진에서는 악안면

을 개선한 후 통합성이 있는 치열교합관계를 부여했다.

골격의 대칭성 및 하악편위 등을 평가할 수 있고, 치열

상악은 전치부만 보존하고 over denture로 수복했다.

사진에서는 치열 형태나 교합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치주외과 사진에서는 외상성 병변이나 치조골의 치아
지지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염증과 힘을 해석한다
치주질환은 치주낭 안의 세균에 의한 염증이라는 직

또한 치료 후의 치열 사진에서는 술전의 치열 및 치

접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생체 반응의 결과로서 치주

은치조골의 복잡하고 흐트러진 형태가 간결하게 정리

파괴를 초래한 질환이지만, 거기에는 교합이 잠재적 또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치은의 두께, 치경선, 치축,

는 이차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Spee 만곡, Wilson 만곡, 기능교합면의 연속성 등).

염증과 교합으로 인한 병태는 서로 깊은 관계를 가

그림 2-2b의 오른쪽 아래는 remargining 전의

지면서 진행하여 악순환을 만든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형태와 치은의 모습인데, 치주조직과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치주조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주치료와

finishing line의 설정과 염증이 조절된 건강한 치주

교합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조직을 볼 수 있다.

증례 2는 갑갑한 교합 및 간섭과 관련한 중등도의 치

그림 2-3a는 provisional restoration을 이용해 하

주염에 대해 치주치료와 교합치료를 시행했다. 일상적

악위, 치열의 형태적 조화, 상하 교합관계 등을 재평

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증례는 이처럼 염증과 힘에 의

가할 때의 모습이다. 그 후 치은이식을 통한 치조제증

한 치주조직의 파괴와 그에 이은 교합 파괴의 양상을

대술을 시행했고, ovate pontic의 조정을 통해 심미

보일 때가 많다.

적이고 유지관리가 쉬운 치주환경으로 개선했다(그림

그림 2-5에 치료 전의 상태를 보인다. 하악 대구치

2-3b: 치열모형 제작을 위한 픽업 인상을 채득할 때).

는 근심설측으로 경사되고 매우 긴밀하게 물린 교합상

그림 2-3c에 최종 보철물을 보인다.

태가 되어 있는데, 비작업측의 교합간섭도 더해져 하

그림 2-4a는 초진의 상태로 중도의 만성 치주염으로

악운동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2대구치 근심부에

인한 치열교합의 붕괴를 보인다. 그림 2-4b는 치료가

는 교합도 관여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수직성 골흡수
제 2 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병태를 진단하기 위한 세 가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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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visional restoration

b: FGG & CTG. 픽업 인상을 채득할 때

c: 최종 보철물 장착

그림 2-3. 치주조직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개선을 통한 형태의 단순화와 provisional restoration을 이용한 재평가에 기초한 교합재구성.

그림 2-4a. 초진(2001년). 중도의 만성 치주염으로 인한 교합붕괴. 강건한 골격 형태이므로 악안면 level의 붕괴는 없고, 주로 치아치주
level이 붕괴. 염증과 이차성 교합성 외상이 합병된 교합붕괴 증례. 치주치료 후 교정치료를 통해 치열과 골의 leveling을 거치고 나서
provisional restoration을 이용한 재평가 후 교합재구성.

10

包括的�科診療入門.indb 10

2020. 5. 27. 오후 3:40

그림 2-4b. 교합재구성 후(2004년). 처치내용: 치주 기본치료, 치주외과치료, 치은치조점막수술, 교정치료, provisional restoration, final
restoration.

■ 증례 2 염증과 힘: 염증과 힘의 합병으로 인한 치주조직의 파괴

a: 근심설측경사

b: 갑갑한 교합상태

c: 근심경사와 골흡수

d: Debridement

c: 18년 후(2012년)

d: 18년 후

그림 2-5. 치료 전(42세 여성, 1994년).

a: Metal provisional restoration b: 9년 후
그림 2-6. 치료 후 및 유지관리.

가 보인다.

이 증례에 대한 처치로서 치근면과 치주낭의 debri

이와 같은 증례를 치료할 때 염증 조절 이상으로 중

dement, bite plane 요법, 치관 형태의 수정, 견치유도

요한 것은, 하악위를 고려한 교합관계의 개선이다. 다

의 부여를 시행했고, 교합면 형태의 개선과 치근막 감

시 말해서 하악운동을 강하게 규제하는 대구치 부위의

각을 활용하기 위해 metal provisional restoration

긴밀한 교합에 자유도를 부여해 근육의 긴장을 제거하

을 통해 재평가했다.

고 치아, 치주, 턱관절에 가해지는 압박(compression)
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림 2-6에 치료 후의 상태를 보인다. 하악 구치
부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metal provisional
제 2 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병태를 진단하기 위한 세 가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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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3 시간축: 나
 이가 들면서 생기는 압도적인 변화 속에서 여러 조직과 기능의 유지·안정은 가
능한가

a: 치료 전(62세, 1988년)

b: 유지관리 중(70세, 1996년)

c: 21년 후(83세, 2009년)

d: 28년 후(90세, 2016년)

그림 2-7. 28년 동안의 하안면 변화와 구강 내 변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아와 수복물도 피로가 축적된다.

restoration을 그대로 최종 보철물로 사용하게 되었는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느낀다.

데, 9년 후와 18년 후의 경과에서도 양호한 교합상태

증례 2와 같이 18년 동안 치주조직의 건강이 유지되

를 유지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와 환자의 노력으로 치은

는 증례도 있는데 그 배경에는 환자의 구강 건강에 대

과 치조골이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을 보이고, 구강 내

한 의식의 전환과 매일의 막대한 노력이 있었고, 정기

표준 방사선사진을 보면 약간의 치아 직립과 치조골의

적인 유지관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안정이 얻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증례에서는 염증의 재발이나 이차우식 또는 과
도한 힘의 축적으로 인해 치아와 수복물의 파괴가 진

시간축 안에서 검사한다

행되어 간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압도적인 변화의

악구강계의 여러 조직과 기능을 오랜 기간에 걸쳐 유

틀 속에서 악구강계 여러 조직과 기능의 유지·안정이

지·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염증으로 인한 치주조직 파괴

가능한 것일까? 변화의 예로는 전신질환의 발현에 따

와 구강 내외의 파괴적이고 과도한 힘을 조절해, 힘의

른 구강환경의 악화, 구강청소의 저하, 타액량의 감소

균형이 이루어진 교합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로 인한 치근면 우식, 치아 경조직의 피로 축적 등을

러나 그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적다.

들 수 있다.

맨 처음에 서술했듯이 구강의 건강 상태는 생활환경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해 교합재구성을 시행한 구

이나 심리적 변동과 같이 질병구조의 배경에 있는 현상

강 내는 시간축 속에서 살펴봐야 진정한 재평가를 받

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우리가 구사하는 치료기술

는 것이다.

의 우열보다 오히려 생활환경이나 심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환자측의 요인이 주는 영향이 클 것이다.

증례 3(그림 2-7)은 약 28년 동안(62~90세)의 안모
와 구강 내 변화이다. 이 증례와 같이 구치부 교합지

왜냐하면 현시점의 병변은 원래 그 환자의 생활환

지가 약하고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아 지지능력이 저하

경이나 습관의 흐름 속의 한 시점에서 증상이 나타난

된 치열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잔존치를 상실해 가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축’을 가지고 환자

는 경우가 많다.

와 그 질환을 관찰하면 구강 내 상태가 불변하는 것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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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분석

[Ⅰ] 개별적 진단

교합에서 유래하는 병태는 그림 3-1a에 보인 것처

찰하고 통합해 가는 것을 ‘종합적 진단’이라 한다.

럼 치아의 교모부터 하악편위, 악안면두개의 왜곡, 심

그리고 이 둘을 총칭해서 ‘병태 분석’이라 부른다(그

지어 전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림 3-1b). 여기서는 각 단위의 요점을 순서에 따라 설

나열된 다양한 병태를 4개의 단위로 정리하고 분석

명하기로 한다.   

하는 것을 ‘개별적 진단’이라 하고, 그들의 연관성을 고

1 환자 개별의 병태
이것은 치과의료의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이다(그림 3-2). 구강 내에만 사로잡히

지 말고, 여러 가지 신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싸여
생활하는 환자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악안면의 병태
악안면두개와 거기에 부착하는 근육은 각각 골격 패
턴에 따라 특징적인 기능을 영위하고, 병태의 발현 방

해준다. 진단해야 하는 항목은 그림 3-3에서 보인 다
섯 가지이다.

법에서도 상반된 차이를 보인다. 치열교합을 담는 토대
가 되는 악안면 골격의 형태를 아는 것은 병태를 진단
하거나 치료방침을 결정할 때 필요한 많은 열쇠를 제공

1. 악안면두개의 골격 형태와 기능
악안면두개의 진단은 세팔로 분석을 이용한다. 그

a
다양한 병태

b
병태 분석

•치아치주: 교모, abfraction, 교합성 외상
•교합관계: 교합고경, 교합평면, 교합간섭
•턱관절: 턱관절원판, 인대, 하악과두, 중심위
•근육: 결림, 통증, 비대, 위축, 근신경계
•하악위: 수평적·수직적·3차원적 편위
•안면두개: 골격 형태, 왜곡, 두위
•감정·전신: 생활환경, 교합 스트레스, 자세

•개별적 진단
- 환자 개별의 병태
- 악안면의 병태
- 치열교합의 병태
- 치아치주의 병태
•종합적 진단
- 각 병태의 연관성

그림 3-1. 악구강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병태를 거시적 단위에서 미시적 단위로 분류하고 정리해 검사·진단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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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별의 병태
① 신체적 요인: 나이, 전신질환, 유전, 자세
② 심리적 요인: 성격, 가치관, 스트레스
③ 생활환경: 건강관, 직업, 식생활, 습관

그림 3-2. 성장·발육·성숙·노화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체는 시간축을 가지고 병태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신체적·심
리적 요인에 더해 생활환경은 병태의 발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여기서는 악구강
계에 나타난 질환을 검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인 문제에 싸여 생
활하는 환자를 아는 것이 목적이다.

악안면의 병태
① 악안면두개의 골격 형태와 기능: Facial pattern(Skull & mandible)
② 악안면두개에서 상악골과 하악골의 전후 위치관계와 기능: Skeletal class(Skeletal
relation of the maxilla and mandible in the skull)
③ 근 육·근신경계: 저작근, 구강주위근, 설근, 교합력, 씹는 습관, clenching, bruxism
④ 턱관절: TMJ condition, 인대, eminence, 중심위(Fossa-Disk-Condyle의 관계와 적응)
⑤ 하악위-교합고경-교합평면: 골격 형태의 이상에서 유래하는 병태

그림 3-3. 치열과 교합을 담
는 토대인 악안면두개의 성격
을 알고, 치열과 교합의 상위
에 있는 근육·턱관절·하악위
의 병태를 파악하는 것은 악
구강계 영역의 질환을 종합
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중요
하다.

정면 세팔로에서 판독할 수 있는 정보

ZR

13.5

AG

17.5

ZL

GA

•악안면 골격의 좌우 대칭성을 평가한다.
- 좌우 안면고경의 차이(ZR~AG : ZL~GA)
•비대칭이 있는가?
- 상악골의 측방편위와 경사도
하악골의 편위(기능적 적응)에 의한 것인가?
- 하악골의 측방편위와 경사도
형태적 비대칭(보상적 변화)에 의한 것인가?
- 상악골에 대한 상악치열의 편위
비대칭의 진단은 치료계획 수립에서 중요하다.
- 하악골에 대한 하악치열의 편위
•비대칭 부위가 하악골에 국한되어 있는가?
- 상·하악 치열의 교합관계
비대칭 부위가 중안면부, 상안면부까지 파급되어 있는가? - 교합평면의 경사도
•치돌기에 대한 안면두개의 회전
- 하악각의 경사도
•악안면두개는 입체적 구조물이므로 그 변형은
- 안면두개와 치돌기의 관계
3차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이극, 비중격의 왜곡

그림 3-4. 정면 세팔로에서는 안모의 관찰만으로는 볼 수 없는 악안면 골격의 비대칭이나 상악골과 하악골의 편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진단을 내리기 위해 중요한 자료이다.

측면 세팔로에서 판독할 수 있는 정보
•악안면 골격 형태의 차이에 따라 기능적인 특징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악편위, 턱관절 기능장
애, 심지어 교합붕괴 등의 병태 발현 방법에도 차
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골격형을 고려한 치료방침 수립이 필요
하고, 그때의 지표를 얻을 수 있다.
•세팔로 분석 항목 이외에도 하악골 형태, 하악과
두, 근돌기, 하악지 및 symphysis 형태, 교합력의
강약과 방향, 설골, 기도 등을 볼 수 있다.
•Adaptation, compensation의 적절한 작용 여부
를 평가할 수 있다.

-

Skeletal trend of the skull
Skeletal trend of the mandible
Skeletal class
Maxilla/Mandible differential skeletal
pattern
Maxillary skeletal location
Mandibular skeletal location
Lower facial height
Protrusion & inclination of the upper &
lower incisor
Occlusal plane, etc.

그림 3-5. 측면 세팔로는 facial pattern, skeletal class 외에도 하악골 자체나 하악과두·근돌기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교합재
구성을 위한 진단이 목적이므로 교정치료 때와 같은 상세한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다. 환자 고유의 대략적인 골격 경향을 파악할 수 있
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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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1, 2 서로 다른 facial pattern에 따른 병태의 발현 방법과 대응의 차이

교합붕괴의 병태는 환자 개별적이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치료를 할 때는 개체차를 고려한 개별
적인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며, 같은 교합재구성
에서도 악안면·치열교합·치아 level에서 조건이
전혀 다르고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다.

증례 1: Brachyfacial pattern

증례 2: Dolichofacial pattern

그림 3-6. 증례 1: 53세 남성. 증례 2: 44세 남성. 악안면두개의 골격 패턴에 따라 병태의 발현 방법도 서로 다르다.

■ 증례 3 Skeletal class의 차이에 따른 병태의 발현 방법과 대응의 차이

Before Treatment-Protrusion

증례 3: Skeletal class Ⅲ
그림 3-7. 59세 여성. TMJ normal. 하악위나 턱관절이 안정된 골격.

림 3-4, 3-5에 정면 세팔로 및 측면 세팔로에서 판독

는 크고 하악은 비교적 흔들리기 어려워 안정되어 있

가능한 사항을 보인다. 이어서 증례를 들어 해설한다.

다. 한편 dolichofacial은 high angle이어서 하안면

‘Facial pattern’을 세팔로 분석을 통해 진단한다.

고가 길고, 근육의 작용방향은 전후 요소가 증가한다.

증례 1은 강한 brachyfacial이고 증례 2는 극단적인

하악은 편위되기 쉬운 경향이 있으며 교합채득이 어려

dolichofacial이다(그림 3-6). 두 증례는 전혀 다른 골

운 경우가 많다.

격 형태를 보이므로, 그 형태에 따라 기능이나 병태의
발현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형태적 특징’으로 하악골, 하악과두, 근돌기, 하
악지, symphysis의 형태 차이를 볼 수 있다. 교합평면

‘기능적 특징’으로 brachyfacial은 low angle이어서

경사는 brachyfacial에서는 평탄하고, dolichofacial

하안면고가 짧고, 근육의 작용방향은 수직적이다. 교

에서는 급격한 경향이 있다. 그 외에 설골의 위치, 기도

합고경은 저하되기 쉬워 교합거상이 어렵다. 하악과두

협착의 정도 등 세팔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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