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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동요도
임상에서
C A S얼마나
E 고려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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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치아 동요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났을 때 치아 동요도가 최대로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치아가 대합치와 교합되지 않아 약간 정출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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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을 하는 동안에 저작하고 연하도 하여 치아가 교합되면서 원위치로 되돌아가 치아 동요도는 정상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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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치아 동요도
증가하는(진행하는) 치아 동요도를 병적 치아 동요도하고 한다. 일정 기간을 두고 치아 동요도를 여러 번 측정하였을 때 이전 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증
가된 치아 동요도만을 병적 치아 동요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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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치아 동요도(Increased tooth mobili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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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 지지 조직의 소실 즉 골소실
2. 치은이나 치근첨 주위의 염증이 치주인대로 확산

치아동요도의 원인

3. 치주 수술: 치주 수술 후 약 4주간 치아 동요도가 증가되어 있다.

1. 치조골의 소실 : 일반적으로 치주염이 진행하여 발생하는 골소실이다.
2. 치주인대에 염증 발생 : 치주염이 치주인대까지 확산하여 염증이 발생한 경우이다.

4. 임신, 생리시 또는 피임제의 사용시 치아 동요도가 증가된다.
5. 악골에 발생한 질환

3. 외상성 교합 : 치아 지지조직이 수용할 수 있는 외력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경우이다.

치아 동요도의 측정
치아동요도의 분류

1.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치아의 협설면을 손가락으로 잡고 협설측으로 흔들어 치아 동요도를 측정한다.

* 조기 치아동요도(Initial tooth mobility) 및 이차 치아동요도(Secondary tooth mobility)
* 가성 치아동요도(False tooth mobility) 및 진성 (잔존) {True (Residual) tooth mobility}
* 생리적 치아동요도(Physiologic tooth mobility) 및 병적 치아동요도(Pathologic tooth mobility)
* 증가된 치아동요도(Increased tooth mobility) 및 증가하는 치아동요도(Increasing tooth mobility)

2. Periodontometer나 Periotest란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Periotest의 경우 치아에 강한 충격을 준 후 치아가 얼마나 흔들리는 지 측정하는 기
계이기 때문에 검사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3. 정적 치아 동요도(Static tooth mobility): 개구한 상태에서 치아의 동요도를 측정한 값으로 주로 Miller’ s classification을 사용한다. 1도의 치아
동요도의 기준은 1 mm이다. 하지만 임상에서 술자에 따라 1 mm기준이 모든 술자에게 일정하다고 하기 어렵다. 임상 경험이 없는 술자일수록 치
아 동 요도 값이 크게 나타나고 반면 임상 경험이 많은 술자 일수록 치아 동요도 값이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조기 치아 동요도(Initial tooth mobility) 및 이차 치아 동요도(Secondary tooth mobility)

4. 동적 치아 동요도(Dynamic tooth mobility, Fremitus): 교합시 측정한 치아 동요도의 값을 의미한다.

1. 조기 치아 동요도 : Periodontometer란 치아 동요도를 측정하는 기구에 100 pound의 힘을 주어 치아의 동요도를 측정하여

진동(Fremitus)

나타난 값을 의미한다.
2. 이차 치아 동요도 : Periodontometer에 500 pound의 큰 힘을 주어 치아의 동요도를 측정하여 나타난 값을 의미한다.
조기 치아 동요도와 이차 치아 동요도는 임상에서 큰 의미는 없고 연구에서 응용할 수 있다.

상악 치아의 협면에 손가락을 대고 중심 교합위 나 기능 교합시 느껴지는 치아의 진동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교합 조정 시 교합지에 찍힌 치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동을 느끼거나, 보면서 교합 조정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외상성 교합

구강에서 이루어지는 치아 동요도 측정의 허와 실
치주인대강(Periodontal ligament space)의 폭이 일정하고 치주조직에 염증이 없는 것을 필수 조

치아 지지 조직이 수용할 수 있는 교합력 이상의 힘이 치아에 가해 졌을 때 나타나는 치주조직의 손상을 의미한다. 교합력이 증가한다 할 지라고 치아

건으로 하고, 치아동요도를 검사하면 구강내에서 치관에 일정한 힘을 주고 치관이 얼마나 협설측으로

지지 조직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 이는 정상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일차 외상성 교합(Primary trauma from occlusion)은 치아 지지 조직이 수용할 수

이동하는 지를 측정하게 된다. 치조골의 소실이 없는 경우 (좌측 모식도) 치관에 일정한 힘을 주면 빨강

있는 힘 이상의 교합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것이고 이차성 외상성 교합(Secondary trauma from occlusion)이란 치아 지지 조직의 축소된 수용력에 의

색 화살표의 크기만큼 치관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반면 치조골의 소실이 심한 경우 (우측 모식도) 치관

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치아 지지 조직의 소실로 정상적인 힘이 가해져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에 일정한 힘을 주면 빨강색 화살표 크기만큼 좌측 모식도에 비해 치관이 많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치
관의 이동거리만으로 판단한다면 우측 치아의 치아동요도가 좌측 치아의 치아동요도 보다 훨씬 큰 것

외상성 교합의 임상 특징 및 방사선 소견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치조골정(Alveolar bone crest)의 한 점과 그 곳에서 가장 가까운 치근에 임의

1. 외상성 교합의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 치아에 치아 동요도가 증가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치아 동요도가 증가된 상태로 유지된다. 증가된 치아 동요

의 한 점을 정한 후 치아가 이동한 거리를 측정한다면 (좌우측 모식도에서 검정 원), 치조골이 정상이건

도는 외상성 교합의 가장 중요한 임상 특징이다. 증가된 치아 동요도는 외상성 교합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병적 치아 동요도는

치조골 소실이 있건 그 이동 거리는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임상에서 이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치관
보라색 화살표 : 치아 동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치관

의 움직임 정도를 치아 동요도로 측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치관이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병적 치아

에 가해지는 힘

동요도라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빨강색 화살표 : 치관에 가해진 힘에 의하여 이동한

아니다.
2. 치주인대강의 폭이 넓어지면서 치조골정의 흡수로 깔대기 모양(funneling)을 띠고 심한 경우에는 수직 골파괴 양상을 띤다.
좌측 임상 사진에서 상악 6전치의 설면에서

치관의 거리

심한 마모증이 관찰되고, 치아 동요도가 심하며

가성치아 동요도와 진성(잔존)치아 동요도

의 치주인대강이 넓어진 것이 관찰되어 외상성

우측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 상악 6전치
치주조직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치아 동요도를 가성 치아 동요도라고 한다.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을 철저히 실행하여 염증이 사라진 후에 측

교합으로 진단 할 수 있다.

정한 치아 동요도를 잔존 치아 동요도 또는 진성 치아 동요도라 한다. 환자가 내원한 첫 날 치주조직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치아 동요도로 그 치아의
치료 계획이나 예후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염증 치료를 한 후에 치아 동요도를 측정하고 그 치아의 치료 계획 및 예후를 판단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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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술

외상성 교합, 치주낭, 수직 골파괴의 상관 관계
하단의 모식도처럼 외상성 교합만으로는 치주낭이 형성되지 않으나 치주염이 있는 경우 외상성 교합이 가해진다면 치주낭이 더욱 악화된다. 치주 조직

치아를 함께 움직이지 않도록 연결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한다. 재료로는 복합수지, 철사, 보철물등으로 대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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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성 교합에 의한 수직골 파괴는 가역적 이기 때문에 외상성 교합만 제거된다면 골이 재생되나 치주염이 있는 상태에 외상성
교합이 가해져 발생한 수직골 파괴는 외상성 교합 제거 및 재생형 수술이 필요하다. 수직골 파괴가 있는 경우 재생형 수술이 필요한 지 감별 진단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치주낭 깊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치주낭 깊이가 정상이라면 수직골 파괴가 있다고 하여도 재생형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합조정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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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여도 파괴된 수직골의 재생이 일어난다.

Overload in Natural Tooth
TFO

Pocket Formation

Vertical Bone Loss

Healthy Site

Not Initiate

Reversible

Gingivitis Site

Not Initiate

Reversible

Periodontitis Site

Deteriorate

Irrever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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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수지를 이용한 고정술

元

철사와 보합 수지를 함께 사용한 고정술

증가된 치아 동요도의 치료 방법
1. 무엇 보다 우선 치주조직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교합조정술

G-Fix를 이용한 치아고정술.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매우 심미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정술(splint)
4. 교합조정술 및 고정술을 하였지만 기능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발치를 한다.

흔들리는 치아, 지대치로 사용할 수 있나?
치아 동요도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증상이 없고 환자가 그 치아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치아가 흔들려도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과거에는 Ante’ s

교합조정술

law에 위배되면 지대치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Ante’ s law를 재조명한 결과 매우 심각하게 축소된 치주조직을 가지는 치아도 지대치로 사용한 결과 생
좌측 방사선 사진에서 외상성 교합의 특징인 치주인대강 폭의 증가 및 치조골정에서 깔대기 형태

존율이 정상의 지지조직을 갖는 지대치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의 골흡수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원인 요소인 금관을 제거하면 외상성 교합이 사라지면서 치주인대
강의 폭 및 깔대기 형태의 골흡수는 정상으로 회복된다.

좌측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 #45번 치
아의 원심면에 수직골 파괴 소견이 관찰된다. 원
인 요소인 외팔보(cantilever) 보철물을 제거하
면 그 이상의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도 파괴된
수직골이 재생된다. 외상성 교합에 의한 수직골

좌측 파노라마 상에서 Ante’ s law에 위배되는 #45번치아와 #47번 치아를 지대치로 하여 고정성 연속금관을 장착하
고 15년을 넘도록 사용 후 촬영한 우측 파노라마상을 보면 더 이상의 치조골 파괴가 관찰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환자는 잘
사용하고 있다.

파괴인지 치주염에 의한 수직골 파괴인지 감별
진단하기 위하여 치주낭을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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