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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치관 수복 후 인접면 접촉강도의 경시적 변화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보철학교실

나현준․강동완․오상호

본 실험의 목적은 인공 치관의 수복을 통해 인접치간 접촉강도의 경시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인공 치관을

통한 단일 치관 수복이 필요한 12명의 성인에서 치아 삭제 전과 인공치관 적합 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접촉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적합 직후의 인접치간 접촉강도는 처음 삭제 전의 접촉강도보다 컸으며 1-2주 이내에 치아

삭제 전의 접촉강도와 유사한 양으로 변화하였고 2-4주 후까지 인접치간 접촉강도는 거의 변화가 없고 일정한

접촉강도를 유지하였다.

주요어: 인접치간 접촉강도, 치관 수복.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0:26(2):197~204)

서 론

인접면 접촉이란 같은 악궁에서 인접한 치아

와 가깝거나 결합되거나 접촉하고 있는 치아의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인접 치아와의 적절한 접

촉 관계는 치열의 안정과 유지뿐만 아니라 건강

한 치주 조직의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치아 사이의 접촉이 너무 약하면 음식물 삽입으

로 인한 치아우식, 구취, 치주질환 등이 야기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접촉은 치아 간에 쐐기작

용을 일으켜 바람직하지 않은 치아의 이동을 일

으킬 수 있다
3,4)

. 그러므로 인접 치아와의 적절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보철물

을 통한 수복으로 접촉을 새로이 부여해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인접치간 접촉강도를 평가하는 임

상적 방법으로 metal contact gauge, dental floss,

disclosing paper가 이용된다
5)

. 그 중 dental floss

즉, 치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편의성 때문에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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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 후의 인접 접촉강도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

어 왔으며 치실이 인접 치아 사이를 약간 저항감

있게 통과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6,7)

.

즉, 치실이 접촉부위를 통과할 수 없거나 들어갈

때 끊어진다면 접촉강도가 너무 긴밀한 것으로

판단하며, 반대로 치실이 접촉부위를 너무 쉽게

통과한다면 접촉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인접치간 접촉강

도의 미세한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고 술자의 주

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

접치간 접촉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

적절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8)

정확한 접

촉강도 부여를 위해 인접치간 접촉강도를 정량

화시키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Osborn
9)
은 치간부에 삽입된 얇은 금속판이 빠

져나올 때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인접치간 접촉

강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최초로 고안하여 인접

치간 접촉강도의 정량화를 시도하였으며 그 후

에도 여러 논문에서 마찰력을 이용하여 인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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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촉강도를 평가하였다. Dörfer 등
10)

은

0.05mm의 금속판을 교합면 방향으로 제거하는

장치를, Oh 등11)은 0.03mm 두께의 금속판을 인

접면에서 평행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Choi 등
12)

은 인접면에 삽입한

금속판을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일정 속도로 제

거하고 그때 발생하는 마찰력을 측정하여 접촉

강도를 평가하는 디지털 방식의 인접치간 접촉

강도 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적절한 인접치간 접촉강도의 중요

성이 치과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접촉 강도를 측

정하는 여러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인공치관

수복 시의 인접치간 접촉강도의 변화에 대한 연

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치관의 수복을 통해 인접치간 접촉을 새로

부여하고 수복 전과 비교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경시적인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피험자

본 연구에서는 22-29세(평균나이 24.1세)의

Class I의 정상 교합을 갖는 12명의 젊고 건강한

성인(8명 남자, 4명 여자)이 실험에 참여했다. 모

든 대상의 실험 치아로 상하 좌우 위치에 관계없

Fig. 1. Measuring device.

Fig. 2. Measurement of proximal contact tightness

between the left first molar and second

molar in the mandible.

이 제 1대구치를 선택하였으며 피험자는 건강한

치주 조직과 치간 총생이나 공극이 없는 건강한

치열을 가지며, 교정적 또는 인접면 수복에 대한

과거 치과 병력이나 TMD 증상 등을 보이지 않

는 환자군으로 이루어졌다. 단, 인접면을 포함하

지 않은 신경 치료나 파치증의 증상을 보여 단일

금관 수복이 필요로 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2. 측정 장치

이 실험에 사용된 인접치간 접촉강도 측정 장

치에 관해서는 이전 논문에 자세히 나와있다
12)

.

간단히 요약하면 측정장치(Fig. 1)는 sensor part,

motor part, body part와 measuring part로 구성되어

있다. 인접면에 삽입되는 폭 2mm, 두께 0.03mm

의 금속판이 나사로 고정되어 8mm/s의 일정한

속도로 제거되며 90도 각도로 구부러진

measuring part의 끝부분은 후방 구치부에서 인접

치간 접촉강도의 측정을 용이하게 제작되었다.

3. 인접치간 접촉강도 측정

초기 인접치간 접촉강도 측정은 상하 제 1대

구치 삭제 전의 근원심 인접면에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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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ubjects
Baseline T-S 3 days 1 week 2 weeks 4 weeks P value

1 1.34 1.59 1.45 1.32 1.31 1.32

.000

2 1.05 1.46 1.43 1.13 1.13 1.08

3 1.03 1.28 1.17 1.03 1.00 1.02

4 1.63 1.85 1.67 1.63 1.66 1.52

5 1.50 1.56 1.57 1.57 1.53 1.51

6 0.98 1.21 1.18 1.18 1.09 1.07

7 0.98 1.28 1.08 1.11 1.08 0.97

8 1.14 1.38 1.19 1.17 1.18 1.13

9 1.03 1.22 1.11 1.09 1.08 1.06

10 1.26 1.55 1.32 1.28 1.28 1.26

11 1.19 1.36 1.29 1.30 1.25 1.22

12 1.14 1.26 1.21 1.17 1.18 1.15

(Statistical analysis : Friedman test)

Table I. Values(N) of proximal tooth contact tightness between the second premolar and first

molar(n=12). (Unit : N)

피험자는 실험 시작 전에 최소 1시간동안 정좌

위(upright position)로 있도록 요구되었고 실험 시

작 1시간 전부터 실험이 완료될 때까지 어떤 것

도 먹지 않도록 하였다. 먼저 피험자를 치과용

의자에 정좌위로 앉힌 후, 피험자의 모든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안정 상태를 유지시켜 상,하악

간의 치아 접촉이 없게 하였다. 인접 접촉면을

공기 분사기로 건조시킨 후, 금속판을 인접면에

삽입하여 위치시켰다(Fig. 2). Measuring part의 시

작 버튼을 누르면 금속판이 일정한 속도로 제거

되는데, 제거 시 나타나는 최대값을 기록하였다.

측정은 동일 부위에서 각각 5번씩 반복하여, 이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값

을 그 치간부의 대표값으로 결정하였다. 매 측정

시 마다 2분 이상의 휴식간격을 부여하였다
13)

.

해당 치아는 삭제 후 인상 채득하여 단일치 전

부 주조관을 통해 수복하였으며 보철물은 교합

양상에 따른 인접치간 접촉강도의 변화를 방지하

기 위해 3점 교합 접촉을 회복하였고 인접면 접

촉양상은 면 접촉 형태로 제작하였다. 보철물 장

착 시의 접촉강도는 치실을 사용하여 임상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태로 부여하였으며, 이때

의 접촉강도를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동일한 방법으로 치관 보철물을 임시 장

착한 직후, 장착 3일 후, 1주일 후, 2주일 후, 4주

일 후의 인접치간 접촉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러

한 모든 술식은 술자 1명에 의해 시행되었다.

4. 통계분석

Window용 SPSS(Release 12.0,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보철물 장착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접치간 접

촉강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Friedman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P < .05의 경우를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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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ubjects
Original T-S 3 days 1 week 2 weeks 4 weeks P value

1 1.10 1.48 1.35 1.14 1.11 1.11

.000

2 0.94 1.45 1.40 1.01 0.95 0.96

3 0.90 1.23 1.06 0.92 0.88 0.88

4 1.47 1.60 1.55 1.56 1.52 1.50

5 1.22 1.37 1.35 1.27 1.25 1.26

6 0.94 1.08 0.96 0.95 0.96 0.96

7 1.18 1.31 1.26 1.23 1.20 1.17

8 1.06 1.16 1.10 1.09 1.07 1.07

9 1.19 1.43 1.38 1.31 1.27 1.26

10 1.22 1.35 1.22 1.24 1.22 1.21

11 0.99 1.28 1.12 1.05 1.00 1.00

12 1.00 1.26 1.17 1.10 1.05 1.05

(Statistical analysis : Friedman test)

Table Ⅱ. Values(N) of proximal tooth contact tightness between the first molar and second

molar(n=12). (Unit : N)

결 과

제 1대구치 수복 전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인

접치간 접촉강도의 값이 Table I, II와 Fig. 3, 4에

Fig. 3. Time serial changes in proximal contact

tightness(N) between the second

premolar and first molar after single

crown restoration.

나와 있다. 보철물의 최초 장착 시의 접촉강도는

삭제 전의 인접치간 접촉강도보다 유의성있게

증가하였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여 삭제

전의 접촉강도와 유사한 값으로 수렴하였다. 제

Fig. 4. Time serial changes in proximal contact

tightness(N) between the first molar

and second molar after single crown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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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구치와 제 1대구치 사이의 인접치간 접촉강

도는 장착 3일 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1주

일 후에는 삭제 전의 접촉강도와 유사한 값을 나

타냈으며 제 1대구치와 제 2대구치 사이의 인접

치간 접촉강도는 장착 후 1주일동안 서서히 감

소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삭제 전의 접촉강도에

수렴하여 2주 이내에 거의 유사한 값에 도달했

다. 그리고 4주간의 관찰 기간 동안 제 1대구치

의 근심 및 원심측 양측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촉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총괄 및 고안

상실된 치관 형태나 기능을 치관 보철물로 수

복하여 그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제작된

보철물이 치주 조직을 비롯한 악구강계와 조화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사들은 교합접

촉이 없는 안정 상태에서 치열궁 내의 인접치아

들은 서로 접촉하고 있다고 믿어왔다. Southard

등
14)

은 안정 시의 치아는 약간의 압력을 가지면

서 인접치아와 접촉한다고 하였고, 따라서 주조

수복물을 제작할 때, 인접접촉을 확실히 부여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15,16,)

.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치실을 이용하여 임상적으

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태로 접촉 강도를 부

여하여 인공치관을 장착하였다.

인접치간 접촉강도 측정을 위해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장치는 인접면에 얇은 금속판을 삽입한

후, 금속판을 잡아당기는 동안에 발생한 마찰력

을 이용하였다. 이 장치는 기능 시에도 인접치간

접촉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되었

는데, 인접면에 삽입한 금속판이 전기모터에 의

해 일정한 속도로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또한 구강 내에 들어가는 부위의 부피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제 1,2대구치 사이에서도 쉽게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장치의 최대 측정

범위인 98N 내에서의 측정 오차는 ±0.02N으로,

안정 시와 교근의 50% MVC(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clenching에서의 인접치간 접촉강도

가 0.1-23N 범위 내에 있다고 하였을 때, 그 측정

능력은 만족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마

찰력이 낮은 속도에서는 속도와 무관하다는

Coulomb의 발견
17)

과 0.83-8.33mm/s의 범위에서

는 속도가 마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Fuhrmann 등18)의 보고에 근거하여 금속판을

8mm/s의 일정한 속도로 제거함으로써 접촉 강도

에 대한 제거 속도의 영향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치아로 제 1대구치를 선택

하였다. 1대구치는 맹출 및 악궁 내의 위치로 보

았을 때 교합 발육의 초석이 되며 주 기능을 담

당하는 치아로 구치 교합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또한 다근치이므로 치아 동요도를 배제

할 수 있으며 근원심 양측에서 접촉강도를 측정

할 수 있어 비교적 정확한 인접치간 접촉강도 측

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접치간 접촉강도는 치아의 위치 및 형태, 시

간의 변화, 저작 활동, 개구량, 자세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논문에서 접촉강도가 전치에서 구치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치부

와 구치부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12)

.

시간의 변화에 대한 Dörfer 등
10)

의 연구에 의하

면 인접치간 접촉강도가 치주인대의 피로와 점

탄성 성질의 변화로 인해 하루 일과 중 오전에

증가하다가 오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였지만, 그 변화량은 극히 적다고 하였기 때문에
19)

본 실험에서의 측정 시점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아는 기능 시 가해지는

힘의 수직적 요소에 의해 치조골 내로 함입되고

수평적 요소에 의해 근심측으로 변위하며
20)

악

골, 특히 하악의 치조골 변형이 발생하여 접촉강

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21,22) 식사 시

에 저작근의 활성이 가장 높아 접촉강도에 영향

을 줄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19)

. 그리하여 본

실험에서는 연하나 발음과 같은 기능 시에 발생

하는 교합 접촉이나 교합력을 제외한 치아 기능

으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측정 1

시간 전부터 모든 측정을 완료할 때까지 음식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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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제한하였다.

개구량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외측익돌

근 하두의 활성에 의해 하악의 휨 현상이 나타나

게 되고 이로 인해 구치부간 거리가 좁아지고 이

는 인접치간 접촉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9)

. 그

러나 본 실험에 사용된 측정 장치는 금속판을 수

평 방향으로 제거하였으므로 교합면 방향으로

제거하는 장치와 달리 과도한 개구를 필요로 하

지 않았으며 인접면 접촉 강도에 대한 개구량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 시 개구량을

20mm 전후로 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근육이 이완

된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마찰력이

접촉면의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부위를 공기로 충분히 건조시킨 뒤 측정을 하였

다17). 마지막으로 머리의 위치 변화는 치주인대

의 혈류를 변화시키고 치아에 작용하는 중력을

변화시킨다. 사람이 정좌위와 앙와위 사이를 움

직일 때 근 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의 협조에 의

해 혈류량의 편중을 보상하는데 앙와위를 취하

면 venous return의 증가로 인한 심박출량의 증가

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확장기 동맥 혈압과 평

균 동맥혈압을 증가시키게 된다
23,24)

. 더 나아가

증가된 혈관의 압력은 생리적 상태 하에서 치아

를 움직이기에 충분한 힘을 가할 수 있게 된다25).

그리하여 실험에서는 피험자를 치과용 의자에

정좌위로 앉힌 후, 피험자의 모든 근육을 이완시

킴으로써 안정 상태를 유지시켰으며 측정 시간

을 10분이 넘지 않도록 하며 매 측정 시 마다 2

분 이상의 휴식간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보철물 수복

후의 인접치간 접촉강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삭

제 전의 접촉강도와 유사한 값으로 수렴하며 제

1대구치 근심의 인접치간 접촉강도는 장착 3일

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제 1대구치 원심의

인접치간 접촉강도는 장착 후 1주일동안 서서히

감소하여 장착 1주일 후에는 양측 모두 삭제 전

의 접촉강도와 유사한 값으로 수렴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실험에서 인접치간 접촉강도의 평가

시 교합력과 구강 내 환경에 대한 조건을 배제하

였으나 인공치관 장착 후에는 피험자의 기능, 습

관 등 구강 내 조건에 따라 인접치간 접촉강도가

변화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상,하악 사이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Vardimon

등
26)

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밖에도 Oh 등
11)

은

이악물기 시 교합접촉 부위에 따라 인접치간 접

촉강도가 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상악 치

아에서 교합접촉 부위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하

였다. 향 후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오랜 기간 시

간 경과를 살피고 피험자의 수를 늘려 새로 부여

된 인접치간 접촉강도를 비교 측정한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좀 더 광범위한

측정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 론

인접치간 접촉강도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상,

하악 제 1대구치에 인공치관이 장착된 경우 인

접치간 접촉강도를 장착 직 후, 장착 3일 후, 1주

일 후, 2주일 후, 4주일 후에 측정하여 인접치간

접촉강도의 경시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 비

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인공 치관 장착시의 인접치간 접촉강도는 처

음 삭제 전의 접촉강도보다 컸으며 1-2주 이내에

삭제 전의 접촉강도와 유사한 양으로 변화하였

고 2-4주 후까지 인접치간 접촉강도는 거의 변화

가 없고 일정한 접촉강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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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rial Change of Proximal Contact Tightness after Crown

Restoration

Hyun-Joon Na, Dong-Wan Kang, Sang-Ho Oh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observe the time serial changes in proximal contact tightness after single crown

restoration. Initial proximal contact tightness before crown preparation and after prosthesis restoration were measured

repeatedly in 12 subjects. In consequence proximal contact tightness of temporary setting on prosthesis was bigger than

contact tightness before initial preparation, contact tightness of the prostheses of 1-2 weeks after the setting was similar

to that before the preparation, tightness of 2-4 weeks after the setting showed little change and maintained constant contact

tightness.

Key word: proximal contact tightness, crown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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