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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치아건강

우리 아이 교정 치료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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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과 의사에게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교정 시작 시기’에 관한 것이다.
구강 관리에 관심이 많을 경우 치료가 가능한 시기보다 일찍 치과에 내원하기도 하지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치료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더 흔하다.
우리 아이의 교정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만 6세부터 교정 치료 가능

아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교정 치료

아동기는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치아와 턱뼈
의 성장을 겪는 시기다. 아동기에서 잘못된 교합
이나 턱뼈의 성장을 방치하면 추후 성인이 되었을 때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로는 주로 입안
에 넣었다 뺐다 하는 가철식 구내 장치가 사
용된다. 턱 성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로는 가철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교정 치료는 치아의 정상적인 교합을

식 구내 장치뿐만 아니라 머리에 썼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가철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턱뼈의 정상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기

식 구외 장치가 사용된다. 두 장치 모두 환아가 직접 착용해야 하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양악 수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할 가능성

는 장치이기 때문에 환아의 협조도가 치료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

을 낮출 수 있다. 아이들의 교정 치료는 위턱 가운데 앞니가 구강

을 미친다. 특히 구외 장치의 경우 자는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에

내에 출현하는 만 6세경부터 대부분 가능하다.

13~14 시간 정도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환아는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원해 장치가 변형되지는 않았는지, 치료 효과가 잘 나

가지런한 치아와 균형잡힌 턱 성장 유도

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아이들은 사춘기가 지날 때까지(여

아동기의 교정 치료는 크게 △구강 내 치아 문제를 치료해 주는 것

아의 경우 대략 10~12세, 남아의 경우 대략 12~14세) 위턱과 아

과 △위턱과 아래턱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래턱의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 치아와 턱의 상태가 변한다. 때문

치료(악정형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성장기 어린이에서 주로 관찰되

에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6

는 치아 문제로는 총생(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모자라 삐뚤게 나 있

개월 간격으로 임상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치료 종료 시

는 것), 치아의 상실, 위아래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것, 맹출 장애

기를 결정한다. 치료가 종료되었어도 신체 성장이 완료되지 않았

(매복치 등) 등이 있다. 턱 성장 문제로는 주로 주걱턱(아래턱이 위

다면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내원해 치료 결과가 잘 유지되고 있

턱보다 많이 자라는 것), 무턱(아래턱이 위턱보다 적게 자라는 것),

는지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대칭(아래턱의 가운데 부분이 좌우 중 한쪽으로 치우친 것) 등이
있다. 특히 아이가 코로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성인이 된 후 추가 교정 치료로 심미적 기능적 교합 달성

가 있으면(비염, 알러지 등) 교합과 턱뼈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아동기 교정 치료의 목표는 정상적인 영구치의 배열과 교합을 유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이비인후과적인 치료와 더불어 교정 치료

도하고, 정상적인 턱뼈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를 진행해야만 비정상적으로 턱뼈가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으로 치아를 완전히 배열하거나 돌출입 등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보다 완전한 심미적, 기능적인 교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교정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구내에 장착된 가철식 장치

Head gear
무턱인 아이가 장착하는 구외 장치

Face mask
주걱턱인 아이가 장착하는 구외 장치

Graber 6판. 16장 교정, 안면 치열 악정형 치료의 최적화: 치료 시기와 혼합치열기 치료 인용

악궁을 횡적으로 확장시켜주는 Schwartz plate

아래턱과 치열의 성장을 돕는 Twin bl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