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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 철

=Abstract=

A Study on the Attrition of Maxillary Canine in Korea

Lim Byung-Chul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Kimchun Junjor College

This study was aimed to help the construction of naturally dental prosthesis by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attrition position and attrition angle of maxillary canines. Therefore 163

complete cast of maxillary and mandibular extracted from the student of K. college were subjected

for this study, and result through the study are as follows.

1. None attrite rate of the maxillary canine was 7%, of examined teeth.

2. Throughout mesiodistal attrition of

1) Throughout mesiodistal attrition area of the maxillary canines showed that mesial area and

mid area of cusp was more frequence in attrition than distal area of it.

2) Sex, dental arch type, vertical overlap, horizontal overlap, did not affect significantly to

throughtout mesiodistal attrition statistically

3. Througout labiolingual attrition area

1) Throughout labiolingual attrition area of the maxillary canines showed that attrition of the

from lingual to labioncisal edge was more frequence than it of linguoincisal edge

2) It showed that attrition of the from lingual to labioincisal edge was more frequence when the

length of horizontal overlap is shorter, by horizontal overlap

3) The attrition of the from lingual to labioincisal edge in maxillary left canines showed that

male was more frequence in attrition than female.

4) Dental arch type, vertical overlap, did not affect signioficantly to labiolingual attrition,

statistically.

4. Attrition angle

1) It showed that average attrition angle of the maxillary right canines were 19±11.02 dagree,

and it of left canines were 18±11.83 degree.

2) It showed that famale have a bigger attrition angle than male, by sex.

3) It showed that attrition angle was bigger when the length of horizontal ovelap is bigger, by

horizontal overlap.

Key word ; Maxillary canines, Attrition area, Attriti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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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모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치아를 반복사
용하므로서 나타나는 교합면의 마모현상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오징어 등과 같이 많은
저작을 요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심
하다. 교모가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전치의 절
단연과 구치의 교두 및 융선 부위이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교모가 나타나는 부위와 교모
의 형태 및 각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상악 견치는 심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국민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치과보철에 대한
환자들의 욕구는 단지 심미적인 것보다 자연
스러운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에 있다. 자연스
러운 보철은 개체의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작한 보철은 개체의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
도록 제작한 보철을 의미하며, 특히 전치에 관

한 보철을 제작할 때는 최대의 발음과 심미의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
을 가장 성공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자연치
아가 있던 위치에 인공치아를 위치시키는 것
과 자연치아의 색깔과 해부학적인 치아의 형
태를 재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모에 의한
치아의 형태적 변화를 예측하고 삭제하여 환
자의 특성에 조화 시켜야 한다.
그러나 교모에 관한 연구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교모의 소면이 넓어지는 특성 때문에
법의학적 측면으로부터 비롯 되었으며, 저작운
동과 교모와의 관련성도 옛부터 주목되어 일
본에서는 失埼을 시작으로 山口, 山田 등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한국인에 대한 연구는 장의
측절치 교모에 관한 연구와 박의 중절치 교모
에 대한 연구등이 보고되어 있지만, 개인특성
과 교모를 연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개인 특
성별 교모에 관한 연구로는 저자가 보고한 상
악 중절치와 교모에 관한 연구와 상악측절치
와 교모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치과 임상기공에서 전치부의 보철을 심미적

이며 자연스럽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견치도
색깔이나 치아형태를 자연 치아와 같게 부여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 특성에 따라서 교모
형태를 재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치과
기공 의뢰서 및 모형을 관찰하고 치과 기공사
가 쉽게 알수 있는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상악 견치의 근원심적 및 순설적
교모부위와 교모각도를 밝혀 개인적인 치과
보철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통계
학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치과
임상기고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K. 대학의 학생들로부터 채득한 208개의 상
하학의 석고모형 중에서 견치를 보철한 모형,
견치가 파절등으로 결손이 있는 모형, 견치가
발거된 모형, 견치가 기형인 모형, 그리고 견치
가 반대교합인 모형 등 45개를 제외하고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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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석고 모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1))  개개인인 특특성성의의 구구분분
개인 특성 중 성별 구분은 학생 기록부에 기

록 된 내용으로 하였으며, 악골형태는 濱野의
변법으로 방형악골, 원형악골, 첨형악골 등으
로 구분하였다. 수평 피개량과 수직피개량은
Vernier caliper로 측정하여 기록장에 기록한 다
음에 계급값을 2mm이하, 2.1∼4mm, 4.1mm
이상으로 하여 계급을 구분하였다.

22))  교교모모 부부위위 측측정정
먼저 교모부위를 확대경을 통하여 육안으로

관찰하며 연필로 표시하고 상하 모형을 교합
시키면서 교모의 진위를 다시 확인 하였다. 그
리고 근원심적 교모부위, 순설적 교모부위를
Fig. 1과 Fig. 2와 같이 구분하여 기록장에 기

록하였다.
* 근원심적 교모부위의 구분
① 전체 교모 : Fig. 1의 A와 같이 절단연

전체에 걸처 있는 교모
② 근심반부 교모 : Fig. 1의 B와 같이 근

심우각부를 포함하며 절단연 원심반부
의 중간보다 근심쪽으로만 있는 교모

③ 중앙부 : Fig. 1의 C와 같이 절단연의
중앙부위에만 있는 교모로써 근원심우
각 부위를 포함하지 않는 교모

④ 원심반부 교모 : Fig. 1의 D와 같이 원
심우각부를 포함하며 절단연 근심반부
의 중간보다 원심쪽으로만 있는 교모

*순설적 교모 부위 구분
① 설절 교모 : Fig. 2의 A와 같이 설측

절단연에만 있는 교모
② 순절 교모 : Fig. 2의 B와 같이 설측으

로부터 순측 절단연까지 연장되어 있는
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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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assfication of throughout labiolingual attrition area

Fig. 1  Classfication of throughout mesiodistal attrition area



33))  교교모모 각각도도의의 측측정정
교모 각도의 측정은 저자가 고안한 Fig. 3과

같은 측정기로 견치의 절단연으로부터 반대측
제 1대구치의 근원심측 교두까지를 연결한 선
과 교모소면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교모면이 2개 이상으로 관찰 될 때는 절단
연쪽에서 가까운 교모소면의 각도를 측정하였
다.

개인 특성인 성, 악골형태, 수직피개, 수평피
개를 독립변수로 하고 좌우 견치의 근원심적
교모부위, 순설적 교모부위, 교모각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근원심적 교모
부위와 순설적 교모부위는 X2-test를 검정한
후 검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개인 특성에 대하여 평균 교모각도와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비교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분포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특성별로 가장 많은 빈도
를 나타내는 것은 성별로는 남자가, 악골 형태
별로는 원형악골이, 수직피개 및 수평피개량별
로는 피개량이 2mm이하인 연구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연구 대상 163개 모형 중 견치의
교모가 없는 것은 12명(7%)이었다.

11))  우우측측 견견치치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측 견치의

근원심적 교모 부위는 중앙부의 교모가 47%
로 가장 많았으며 근심반부는 46.4% 원심반부
는 6.6%로 나타났으나 절단연 전체에 걸친 교
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악골형태별, 수직피개별, 그리

고 수평피개별 등 개인특성은 근원심적 교모
부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22))  좌좌측측 측측절절치치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 견치의

근원심적 교모 부위는 근심반부(51.0%)> 중앙
부(45.0%)>원심반부(4.0%)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절단연 전체에 걸친 교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악골형태별, 수직피개
별, 그리고 수평피개별 등 개인특성은 근원심
적 교모부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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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liper and measurement of attrition angle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 people for this
study by charactor

unit ;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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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roughout mesiodistal attrition area of maxillary right canine
unit ; person(%)

Table 3.  Throughout mesiodistal attrition area of maxillary left canine
unit ; person(%)



11))  우우측측 견견치치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측 견치의 순

설적 교모는 순절까지 교모가 78.8%로 설절만
교모되는 빈도 2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개인특성별 우측 견치의 순설적 교모
부위는 수평피개별 우측견치의 순설적 교모부
위는 수평피개별로는 통계적으로 고도 고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05) 즉 수평피개별로 피개량이 적을
수록 순측 절단연까지 교모되는 빈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악골형태별, 그리고 수직 피개

별로는 우측 견치의 순설적 교모부위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좌좌측측 견견치치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 견치의 순

설적 교모는 순절까지 교모가 72.8%로 설절만
교모되는 빈도는 2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개인특성별로 좌측 견치의 ㅅ설적
교모부위는 성별과 수평피개별로는 통계적으
로 고도 고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5) 즉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
보다 순측 절단연까지 교모되는 빈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평 피개별로는 피개
량이 4mm 이하일 때 순측 절단연까지 교모되
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악골형태벼르 수직피개별로는 좌측

견치의 순설적 교모부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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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roughout labiolingual attrition area of maxillary right canine
unit; person(%)



11))  우우측측 견견치치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측 견치의

교모각도는 계급의 중앙값을 10。, 30。, 50。로
하여 통계한 결과 평균과 표준 편차가 19。±
11.01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특성별로 교모 각
도는 수평피개별로 피개량이 클수록 교모각도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  좌좌측측 견견치치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 견치의

교모각도는 계급의 중앙값을 10。, 30。, 50。로
하여 통계한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는 18。±
11.83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별의 교모 각도
는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모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수평피개별로는 피개량이 클
수록 교모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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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roughout labiolingual attrition area of maxillary left canine
unit; person(%)

Table 6.  Attrition angle of maxillary right canine 
uinit : person(%)



1) 본 연구 자료는 대학생들로부터 채득한
모형이며, 연령별 분포는 20∼26세이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모의 소면이 더 넓어지
며 교모량도 더 많아지는 바, 연령의 폭이 좁
은 본 연구의 목적에는 더 부합된다고 사료되
며 거주지별 분포가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내
어 20∼26세의 연령층에서 거의 임의 추출한
자료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2) 악골형태별 분포는 방형악골이 17.2%이

고 원형악골이 56.4%이며 첨형악골이 26.4%로
나타난 바, 방형악골이 23.5%이고 원형악골이
60.1%이며 첨형악골이 16.3%이었다는 김의 보
고나 방형악골이 24.6%,이고 원형악골이
56.6%이며 첨형악골이 15.9%이었다는 저자의
보고와도 대차가 없다.

우측 견치의 근원심적 교모부위는 중앙부
(47.0%)와 근심반부(46.4%)에서 많고 원심반
부(6.6%)의 교모는 비교적 적으며 절단연 전
체에 걸친 교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좌측 견치의 근원심적 교모부위는 근심반부
(51.0%)와 중앙부(45.0%)의 교모가 많고 원심

반부(4.0%)의 교모는 비교적 적으며 절단연
전체에 걸친 교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K.D.RuDD등이 자연치아에서 근심우각과
원심우각 부위에서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중
앙부위에서도 교모가 관찰된다는 것과 대차가
없다. 대체로 상악 원심경사면의 교모는 하악
이 전방운동을 할 때 주로 이루어 지는 바, 견
치의 근원심적 교모가 교두의 원심 경사면보
다 교두정 부위와 근심경사면에서 더 많이 되
는 것은 견치는 하악이 전방운동을 할 때 교
모되는 것보다 오히려 구치들 처럼 좌우 측방
운동을 할 때 더 많이 교모되기 때문이라 추
정된다.

순설적 교모부위는 순측 절단연까지의 교모
가 우측견치는 78.8%이며 좌측 견치는 72.8%
로 나타난 바, 본 연구와 연구 대상자가 유사
하고 연구방법을 동일하게 한 중절치와 측절
치의 교모에 관한 저자의 보고에서 순측 절단
연까지 교모가 우측 중절치는 47.3%이고 좌측
중절치는 40.1%이며 우측 측절치는 31.5%이고
좌측 측절치는 32.2%였다는 것 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는 견치의 교모는 하악이 전방운동
을 할 때는 물론이고 측방운동을 할 때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절치나 측절치보다 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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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많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개인특성별로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순

측절단연까지 교모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
난 바, 이는 성별로 섭식 음식의 성상과 섭식
회수 그리고 음식물 저작 습관의 차이에 기인
한다고 추정되며 수평피개별로는 피개량이
4.0mm이하에서 순측절단연까지 교모되는 빈
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바, 이는 수평피개량이
적을 때는 하악골 운동방향에 대한 상하악 치
아의 경사 및 위치가 조화되지 않을 때 부조
화를 완충할 수 있는 수평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성별로 교모각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났으나 순측 절단연까지 교모되는 빈
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수평피개별로 교모각도는 피개량이 클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측 절단연까지 교모
되는 빈도는 피개량이 적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교모각도가 적을수록 순측 절단연
까지의 교모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여 준다. 이는 교모각도가 작으면 비록 교모량
이 적을지라도 순측 절단연까지 교모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상악 견치의 교모부위 및 교모각
도와 이에 영향미치는 특성을 밝혀 자연스러
운 보철물 제작에 이바지 하고자 K. 대학생들
로부터 얻은 163개의 석고 모형으로 시도하였
던 바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상악 견치의 근원심적 교모는 원심반부보
다 근심반부와 중앙부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 악골형태별, 수직피개별, 수평피개
별로는 상악 견치의 근원심적 교모부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상악 견치의 순설적 교모는 설절만 교모
보다 순절까지 교모되는 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 수평피개벼로 피개량이 적을수록 순측 절
단연까지 교모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좌측 견치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순측 절
단연까지 교모되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4) 악골형태와 수직피개는 상악견치의 순설
적 교모부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평균 교모각도는 우측견치가 19。±11.01。
이며 좌측 견치는 18。±11.83。로 나타났
다.

2) 성별로 교모각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수평피개별로 교모각도는 피개량이 클수
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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