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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permanent first molar
taurodontism and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primary molars and permanent first molar taurodontism.
Methods: Among the 10,113 children who underwent panoramic radiography at a dental hospital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19, 685 children (404 boys, 281 girl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Results: Six children (0.8%) and 98 children (14.1%) showed taurodontism of the primary molars
and permanent first molar, respectively. All of the children with taurodontism in the primary molars
had at least one taurodontism in the permanent first molars.
Conclusions: Early diagnosis of taurodontism in primary molars might allow dentists to make treatment plans in accordance with tooth development.
Key Words: Deciduous tooth, Permanent tooth, Prevalence, Taurodontism

를 taurodontism으로 명하였다. 이와 반대로 치아의 중심부분이 치조

서 론

정 위에 존재하는 형태의 치아는 식육목의 동물과 사람에서 관찰되었
우상치(Taurodontism)는 길고 넓은 치수강, 근첨부에 위치하는

으며 이 형태의 치아를 cynodont라 이름붙였다. 1928년 Shaw3)는 우

치수저, 짧은 치근을 특징으로 하는 발육성 형태 이상이다. 우상치는

상치의 심도에 따라 hypotaurodont, mesotaurodont, hypertaur-

정상치아에 비하여 근관의 입구를 쉽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근관

odont 등으로 분류하였다. 1966년 Keene4)은 방사선사진상에서 계측

치료 시 기구조작과 근관충전이 어려우며, 치조골 내 표면적이 적어서

할 수 있는 수치들로 우상치를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Taurodont

1)

보철치료 시 지대치로써의 안정성이 부족하다 .

index (T-index)를 고안하였다. 이후 1978년 Shifman과 Chanan-

다수의 선학들에 의하여 치수강이 큰 영구치들이 보고되어 왔으
며, 이를 1913년 Keith2)는 황소 등의 유제류 이에서 중심부분이 치

nel5)은 T-index의 계산을 인용하며 지표에 의한 값의 분류 기준을 현
실적인 배경에 맞게 변경하였다.

근부로 확장되어 있는 형태학적 특징을 언급하며, 그리스어로 황소

제1대구치는 만 6세경 맹출하는 영구치로, 어린이의 식이습관, 구

를 뜻하는 tauro와 치아를 뜻하는 odontos를 기원으로 하여 우상치

강위생관리의 어려움 및 최근 대두되는 MIH (Molar incisor hypo-

(taurodont)라는 단어로 처음 명하였고, 이러한 치아의 특징 및 상태

mineralization) 등으로 인하여 우식 유병률이 높은 영구치이다6).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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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의 형태를 보이는 제1대구치의 경우 치수저가 낮게 위치하며, 근

방사선 사진을 1회 이상 촬영한 2001년부터 2011년도 출생의 환자

관의 형태의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치수절단술과 근관치료를 비롯한

10,113명(남자 5,745명, 여자 4,386명)에 대하여 일차 검토를 시행하

7,8)

치수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였다(Fig. 1). 한 환자에서 8개의 유구치와 4개의 제1대구치가 모두 존

현재 우상치의 병인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요인

재하는 증례들을 선별하였다. 치근단 성숙이 완료되지 않은 치아에서

10,11)

. 영구치뿐만 아니라 유구치에서

는 우상치 확인을 위한 수치화가 불가하기 때문에, 성숙된 치아에 대

우상치가 보고된 바 있으며, 영구치와 유구치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한 명료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Demirjian 등14)의 치근성장 분류

는 많지 않다12,13).

법에 준하여 H단계의 하악 제1대구치가 확인되는 증례들로 선별하였

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유치와 영구치에서 단국대학교 부속치과병원 소아치과

다. 또한 한 대상에서 여러 장을 촬영하였을 경우에 첫 번째 방사선 사

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Shifman과 Chanannel이 제시한 우상치

진에서 유구치와 미성숙된 제1대구치가 확인되고, 두 번째 방사선 사

분류법을 사용하여 영구치와 유치에서의 우상치 유병률을 확인하고

진에서 치근성숙이 완료된 제1대구치가 확인될 경우, 첫 번째 방사선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에서는 유구치를, 두 번째 방사선 사진에서는 제1대구치를 분석
하였다. 방사선 사진이 실패한 경우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유구치와
제1대구치에 결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001-2011

연구대상 및 방법

년에 태어난 685명(남아 404명, 여아 281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
이 연구는 단국대학교 부속치과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

였다(Table 1). 유구치를 분석하기 위해 선택된 방사선 사진의 평균 연

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IRB No: DKUDH

령은 7.24±1.47세이며, 영구치를 분석하기 위해 선택된 방사선 사진

IRB 2020-07-005).

의 평균 연령은 10.59±2.03세였다(Table 2).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국대

숙련된 1명의 조사자가 PACSPLUS Viewer (MEDICAL STAN-

학교 부속치과병원에 검진 또는 치료 목적으로 내원하여 파노라마

DARD, Seongnam, Korea) 0.1 mm 단위로 파노라마 사진 상의 치
아에서 계측항목을 측정하여 우상치 여부를 구분하였다.

The patients who took the
panorama radiograph
in 2010 2019 and
was born in 2002 2011
(N=10,113)

였다(Fig. 2). 이 분류에 따르면 우상치는 백악법랑경계에서 치수강저
강의 교합면측 최하방점으로부터 가장 긴 치근의 치근단첨까지의 거

Table 2. Age of surveyed population

N=685

Age

Fig. 1. Criteria of patient selection.

Table 1. Birth year of surveyed population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이 연구에서는 Shifman과 Chanannel의 우상치 분류법을 사용하
의 최상방점까지의 거리가 2.5 mm 이상을 만족하는 치아에서, 치수

Excluded (N=9,428)
Radiographic failure
Absence of any primary molar
or permanent first molar
Permanent first molar lower
than Demirjian stage H

Birth year

2.1. 우상치 분류 기준

Number of person
Male

Female

Total

8
27
61
53
56
58
36
36
29
23
17
404

6
28
42
47
39
28
22
24
19
16
10
281

27
39
48
60
58
86
95
100
103
55
14
685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Mean±SD

Number of person
Primary molar

Permanent molar

1
12
71
133
169
166
92
33
7
1
0
0
0
0
0
0
7.24±1.47

0
0
0
2
14
71
131
165
113
74
48
36
14
9
7
1
10.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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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치수강의 교합면측 최하방점으로부터 치수강저의 최상방점까지

전체의 20% 이상인 경우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의 거리의 비가 0.2 이상 0.3 미만일 때 hypotaurodont, 0.3 이상 0.4

Kruskal-Wallis test를 통한 유의성 확인 후 Mann-Whitney U test

미만일 때 mesotaurodont, 0.4 이상일 때 hypertaurodont로 분류한

로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다.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치아는 cynodont로 분류하였
다.

연구성적
1. 유치 우상치의 유병률

2.2. 관찰자 내 신뢰도
관찰자 내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대상 중 100명의 환자
들의 방사선사진에 대한 검사를 3주 간격으로 2번에 걸쳐 Cohen’s

1.1. 성별에 따른 유병률

kappa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우상치 유병률에 대한 관찰자 내 신
뢰도를 평가한 결과 0.89로 중등도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 685명 중 총 6명(0.8%)에서 12개의 우상치가 관찰되
었으며, 이 중 남아가 2명이고, 여아가 4명으로 여아가 많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P=0.200, Table 3).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통계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21.0; IBM

1.2. 위치 별 분포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유치

악궁에 따른 발생빈도는 상악에서 1명(0.1%), 하악에서 6명(0.9%)

와 제1대구치 우상치의 유병률에 대한 자료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

으로 하악에서 더 많은 빈도로 확인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하여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으며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않았다(P=0.124, Table 4). 특히 하악 제1유구치에서 9개(75%)로 나
타나 가장 많았다. 좌우측 분포에 있어서는 우측은 7개, 좌측은 5개로
나타났다.

Table 3. Prevalence of taurodontism in primary molar

A

CEJ
V1

V3

Male
Female
Total

B

Taurodont

Cynodont

P-value*

2 (0.5%)
4 (1.4%)
6 (0.9%)

402 (99.5%)
277 (98.6%)
679 (99.1%)

0.234

*P-value determined by Fisher’s exact test.
V2

Table 4. Prevalence of taurodontism

No. of person (%)
Apex

Primary molar

Fig. 2. Method of measuring the three variables by Shifman and
Chanannel. A, the lowest point of the roof of the pulp chamber; B, the
highest point in the floor of the pulp chamber; Apex, the apex of the
longest root; V1, height of pulp chamber; V2, roof of pulp chamber to
root apex; V3, cementoenamel junctions to floor of the pulp chamber.

Maxilla
Mandible
P-value

First molar

1 (0.1)*
6 (0.9)*
0.124*

96 (14.0)**
17 (2.5)**
<0.001**

*P-value determined by Fisher’s exact test.
**P-value determined by Chi-squared test.

Table 5. Distribution of taurodontism

Left side
Primary teeth

Permanent teeth

Maxillary primary first molar
Maxillary primary second molar
Mandibular primary first molar
Mandibular primary second molar
Maxillary first molar
Mandibular first molar

Right side

Hyper

Meso

Hypo

Cyno

Hyper

Meso

Hypo

Cyno

0
0
1
0
0
1

0
0
0
0
5
0

0
1
2
1
78
11

685
684
682
684
602
673

0
0
1
0
0
1

0
0
2
0
7
0

0
0
3
1
76
15

685
685
679
684
602
669

Hyper, hypertaurodont; Meso, mesotaurodont; Hypo, hypotaurodont; Cyno, cyno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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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

1.3. 우상치의 심도
확인된 우상치 총 12개 중, 2개(16.7%)의 mesotaurodontism과
2개(16.7%)의 hypertaurodontism이 관찰되었고, 나머지 8개(66.7%)

우상치는 가장 흔한 발육 장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우상치는

의 치아는 hypotaurodontism을 보였다(Table 5).

치수치료를 시행할 때 근관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
하고, 기구조작과 근관충전이 어려우며, 치조골 내 표면적이 적어서
보철치료에서의 안정성이 부족한 임상적 문제가 나타난다7,9). 이에 따

2. 제1대구치 우상치의 유병률

라 유치뿐만 아니라 제1대구치에서 특히 우상치의 우식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1).

2.1. 성별에 따른 유병률
연구 대상자 685명 중 총 98명(14.3%)에서 194개의 우상치가 관

현재 치수강의 광화지연, 비정상적 발육양식, Hertwig’s 상피근초

찰되었으며, 이 중 남아 404명 중 50명(12.4%)에서 우상치가 관찰되

의 변이, 발육안정성의 저해 등이 우상치의 형태이상과 관련 있는 것

었으며, 여아 281명 중 48명(17.1%)에서 우상치가 관찰되었다. 성별

으로 보고되고 있다10,11). 병인설 중에서 치근의 형성 시 다근치로 분리

간 유병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84,

되는 과정에서 상피근초가 함입하는데 실패함으로 인하여 연장된 치

Table 6).

체, 확장된 치수강, 짧은 치근을 가진 치아가 형성된다는 Hamner 등10)
의 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인에서 우상치는 여러 인종에서 나타나고, 발생지역이 한정되

2.2. 위치 별 분포
악궁에 따른 발생빈도는 상악에서 96명(14%), 하악에서 17명

지 않았다는 연구보고들로 미루어 어떠한 인종학적인 특성을 가지지

(2.5%)으로, 하악보다 상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가족에서 발생한 다발적 우상치를 보고하며

(P<0.001, Table 4). 좌ㆍ우측 분포에 있어서는 우측은 99개, 좌측은

유전적인 요소를 언급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나, 우상치의 유전성에

95개로 나타났다.

대하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15). Lysell 등16)은 우상치에서 상아질
의 형성장애나 치수에서 조직학적인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
고하였다.

2.3. 우상치의 심도
제1대구치 우상치 총 194개 중 hypotaurodont는 180개(92.8%),

우상치는 또한 Klinefelter syndrome, Down syndrome, Van

mesotaurodont는 12개(6.2%), hypertaurodnt는 2개(1%)였다(Table

der Woude’s syndrome, tricho-dento-osseous syndrome등의 증

5).

후군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17,18).
영구치 우상치 유병률에 관하여 Shifman과 Chanannel5)이 이
스라엘에서 5.67%, Bronoosh 등19)이 이란에서 5.5%, Bürklein 등20)

3. 유구치 우상치와 제1대구치 우상치의 상관관계
유구치에서 우상치가 관찰되는 환아의 경우 100%에서 영구치 우

이 독일에서 2.25%, Darwazeh 등21)이 요르단에서 8%, Keene 등4)은

상치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유구치에서 우상치가 관찰되지 않는 환아

3.2%를 보고하였다. 전 등22)은 대한민국에서 9%를 보고하였다. 유구

(13.5%)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Table 7).

치 우상치 유병률에 관하여 Daito23)는 일본에서 0.54%, Siksek 등12)은
터키에서 2.46%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유구치에서 0.8%, 영구치에서 14.3%의 우상
치가 확인되었다. 비록 표본의 수가 적고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촬영
을 하지 않은 환자가 제외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유구치의 우상치가 확
인된 모든 경우에서 영구치의 우상치가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Table 6. Prevalence of taurodontism in permanent first molar

Male
Female
Total

Taurodontism

No taurodontism

P-value*

50 (12.4%)
48 (17.1%)
98 (14.1%)

354 (87.6%)
233 (82.9%)
587 (85.9%)

0.200

다. 이는 유구치에서의 우상치가 관찰될 때 영구치에서의 우상치 유병
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우상치의 발생빈도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여아에서 더 높게 나타
난다고 하였다19-21). 이 연구에서 유구치와 영구치 모두에서 여아의 우

*P-value determined by Chi-squared test.
Table 7. Prevalence of taurodontism in primary teeth and permanent teeth

Primary teeth
Taurodontism
Permanent teeth

Taurodontism
No taurodontism
Total

*P-value determined by Fisher’s Exact Test.

6 (100%)
0 (0%)
6

No taurodontism
92 (13.5%)
587 (86.5%)
679

P-value*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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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 유병률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23)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제1대구치가 맹출하기 전에 유치에

다. Daito 는 유치에서 하악 제1유구치의 우상치의 빈도가 가장 높음

서 우상치가 확인될 경우, 제1대구치의 우상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

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Daito의 연

면열구전색, 불소도포 등의 예방적 치료를 미리 시행하는 가이드라인

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유구치 우상치 표본의 수가 비교적 적기 때

을 제안하는 등의 구강보건학적 절차에 통계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문에 통계적인 검정력이 낮은 한계가 존재하였다.

것이다.

선행되어온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상치의 발생빈도는 연
구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연구 지역, 연구 대상자의 수,

결 론

연구 대상 치아, 형태적 분류방법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단국대학교 부속치과병원 소

우상치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1928년 현대 북아프리카인 치아

아치과에 검진 또는 치료를 위해 내원한 10,113명의 환자 중 연구에

를 외부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Shaw3)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

적합한 685명의 환자를 선별하여 유구치 우상치 및 제1대구치 우상치

24)

다. 그러나 1971년 Blumberg 등 은 백악질증식성 각기둥형 치근

의 유병률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구치 우상치와 영구치 우상치 유병

(hypercementotic prismatic root) 등 우상치와 외부형태가 유사한

률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향적 연구이다.

치아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외부구조보다 내부구조를 더 신뢰할 수 있

Shifman과 Chanannel 분류에 따라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유

는 기준으로 입증하였으며, 그 이후 내부구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우

구치 우상치의 유병률은 0.8%였으며, 제1대구치 우상치의 유병률

상치 여부를 확인하는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1966

은 14.1%였다. 제1대구치 우상치는 상악에서 유의하게 높은 유병률

4)

년 Keene 은 치근의 길이에 대한 치수강의 높이에 대한 비율을 의미

(14%)을 보였다. 유구치 우상치에서는 하악 제1유구치(75%)에서 가장

하는 T-Index 를 고안하였다. T-Index 값이 0-24.9%인 치아는 cyn-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제1대구치에서 우상치는 하악(2.5%)보다 상

odont, 25-49.9%는 hypotaurodont, 50-74.9%는 mesotaurodont,

악(14%)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또한 유구치 우상치가 관찰될 때,

75-100%는 hypertaurodont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1978년 Shifman

제1대구치 우상치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5)

과 Chanannel 등 은 T-Index를 인용하며 우상치 심도에 대한 분류

하였다.

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T-Index 값이 0-19.9%인 치아는 cyn-

따라서 유구치에 우상치가 확인되는 환자의 경우 진단 및 치료 계

odont, 20-29.9%는 hypotaurodont, 30-39.9%는 mesotaurodont,

획 수립 시 높은 제1대구치 우상치 유병률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

40-75%는 hypertaurodont으로 정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된다.

는 Shifman과 Chanannel의 분류법을 활용하여 제1대구치와 유구치
의 우상치 여부와 심도를 확인하였는데, 계승영구치 맹출에 의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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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유구치에 한하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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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며, 영구치에서의 우상치 유병률과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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