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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아의 병적 이동(pathologic migration)은 치간 이개, 
전치부 돌출, 치아 정출 및 회전 등으로 나타난다.1 이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조골의 파괴, 염증 조직의 압박, 비
정상적인 교합력, 이갈이나 혀내밀기 등의 습관, 구치부 
상실로 인한 교합고경의 붕괴 등과 같은 원인 요소에 의
해 발생되며2-4 이 중 치주조직의 파괴나 다수치 상실로 
인한 교합고경의 붕괴는 성인환자에서 치아의 병적 이동

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들이다.5,6

치주질환이나 우식으로 인해 다수 치아가 상실된 경
우에는 교합의 붕괴와 치아 접촉으로 유지되는 치열 궁
의 연속성(integrity)이 상실됨으로써 인접치의 경사 및 
대합치의 정출이 발생된다.6 특히, 교합고경을 유지해 주

는 구치부 상실이 오랜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하악의 전
방 이동이 유발되어 상악 전치에 외상교합(trauma from 
occlusion)을 일으키고 전치부 치아의 순측 이개(flaring)
를 야기하게 되며 치주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치주조직의 파괴와 치아의 병적 이동이 심화되면서 환자

의 심미적, 기능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치주 질환, 치아 우식 및 다수치 결손, 치아

의 병적 이동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가
지고 있는 환자에서 상실된 저작 기능과 심미성을 회복

하기 위해서는 치주, 교정, 보철 등 관련된 다과의 협력에 
의한 종합적인 진료(multidisciplinary approach)가 필요

하다.7 따라서, 환자의 초진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임상적, 방사선적 검사를 
통해 원인 분석을 시행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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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ho lost molars from dental caries or periodontitis have difficulty in maintaining their vertical dimension because their 
incisors and premolars also show vertical tooth movement. Missing posterior molars leads to occlusal interference and collapse 
of occlusal plane due to extrusion of opposite teeth and tipping of adjacent teeth. When this condition persists over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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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vere dental caries and periodontitis. (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4):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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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도 치료 정보를 공유하고 각 분야별 치료 결과를 확인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증례는 우식으로 인해 다수의 구치부가 상실되고 

치주 질환이 동반되어 치아의 병적 이동이 일어난 환자

에서 다과간 협력 진료를 통해 만족할만한 치료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보고

1. 환자 개요 및 초진 검사

47세의 여자 환자가 “앞니 사이가 벌어졌어요. 어금니 

보철 치료도 받고 싶어요”라는 주소로 조선대학교 치과

병원에 내원하였다. 초진 시 구강 검사상, 상하악 치아

가 전방으로 돌출되면서 치간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악 전치는 1 - 2도의 동요도와 함께 중등

도 이상으로 치근이 노출되었다. 다수의 구치(#15, 16, 
25, 26, 36, 37, 46)가 우식으로 인해 치근만 남아 있었고 
#27과 #35 치아는 정출된 상태였다(Fig. 1).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 전반적인 수평적 치조골 소
실과 치은 연상, 연하 치석이 관찰되었다. #24 치아는 
심한 우식으로 인해 보존과적 검사 결과 발거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었다(Fig. 2).
측모 두부계측방사선사진 분석 결과 상하악 전치 치

축은 전방 경사되어 있었다(Fig. 3). 

Fig. 1. Pretreatment intraoral photos.

Fig. 2. Pretreatment panoramic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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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계획

상하악 전치부의 순측 이동으로 인한 치간이개와 입
술이 돌출된 심미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실된 구치부를 
수복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치부 교합을 회복하는 것을 
최종 치료 목표로 하였다. 치아간 벌어짐의 원인이 후
방 구치부 상실로 인한 잔존 전치부 과부하에 의한 교합

외상과 만성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의 병적 이동의 결
과로 판단되는 상황이므로 우선 치주과에서 치주 치료 

및 잔존치근 발거를 선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교정과에

서 하악 전치부 후방 견인을 통해 정상적인 수평, 수직 
피개를 회복하고 동시에 치간 공간을 폐쇄시키기로 하
였다. 최종적으로 보철과에서 상실된 구치(#15, 16, 24, 
25, 26, 36, 37, 46)의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계획하였으

며 정출된 #27치아는 보존과에서 의도적 근관 치료를 
시행한 후 단일 금관으로 수복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치료계획은 최종적인 수복과 교합유지를 담당한 보철과

의 주도 하에 수립되었다(Fig. 4).

Fig. 3. Pretreatment cephalometric radiograph and analysis. *,**,***, indicates that the value is beyond one, two or 
three times of the standard deviation.

Fig. 4. A diagram represent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

Multidisciplinary approach for a patient with teeth loss and pathologic teeth migration: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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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 과정

치주과에서 치석 제거 및 치근 활택술과 같은 비외과

적 치주치료를 시행하였고 잔존 치근 및 심한 우식 치
아를 발거하였다. 치주과 치료 후 치은의 안정을 위해 6
주 동안 기다린 후 교정과로 의뢰되었다. 교정과에서는 
#17, 47의 교합 상태로 수직 고경을 유지하면서 전방 경
사되었던 하악 전치를 후방 견인하여 치아를 재 배열하

고 전치부의 정상적인 수평, 수직 피개를 형성해 줌으로

써 외상교합을 제거하기로 계획하였다. 물론, #17, 47의 
치조골 소실 및 치주질환 이환, 인접치 상실로 인한 근
심경사로 수직 고경의 상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

다. 그러나, 하안면 고경 및 안모 평가, 기타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현재 수직고경이 임상적으로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

로 현 수직 고경을 유지하면서 하악 전치를 후방 견인하

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022'' 슬롯의 세라믹 브라켓을 부착한 후 니켈-티타늄 

와이어로 배열을 시작하였다. 치조골 흡수로 인한 지지

조직 부족을 고려하여 브라켓을 FA point의 하방에 부

착하였으며 배열 및 견인 시 약한 힘을 적용하였다(Fig. 
5). 

치료 8개월째, 하악 전치의 후방 견인 시 고정원을 얻
기 위해 양측 협측 치조골에 1.6 mm 직경, 6.0 mm 길이

의 미니 임플란트(Jeil Medical, Seoul, Korea)를 식립 하
였다. 스테인레스강 호선 상에서 하악 견치 후방에 형성

한 loop와 미니 임플란트를 elastomeric chain으로 연결

하여 하악 전치의 후방 이동을 도모하였다(Fig. 6).
치료 9개월째, 상악 우측 구개 경사면에 1.6 mm 직경, 

6.0 mm 길이의 미니 임플란트(Jeil Medical)를 식립 하
였다. #14 치아 설측에 button을 부착하고 미니 임플란

트와 elastomeric chain으로 연결하여 설측 교두 압하 및 
설측 견인을 시도하였다(Fig. 7). 

치료 1년 6개월째, 상하악 치간 공간이 모두 폐쇄되

고 전치 견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15, 16, 24, 25, 26, 36, 
37, 46에 직경 4 - 5 mm, 길이 11.5 mm의 임플란트(TS 
III, Osstem, Busan, Korea)를 식립 하였다(Fig. 8). #15
의 경우 협측 고정체의 노출로 치조골 이식이 동반 시행

하였으며, 모두 non-submerge type으로 치유지대주를 
체결하였다. 

Fig. 5. Intraoral photos showing full bonded appliances.

Fig. 6. Intraoral photos at 8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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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4개월 후(치료 1년 10개월 경과), 인상 
및 교합채득을 시행하였다. 교정치료로 인해 치아가 재 
배열된 후 교합고경은 치료전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

으므로 현재의 교합고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합채득을 
시행하였다. 아크릴 레진으로 임시 보철물(temporary 
crown)을 제작한 후 구강 내 지대주를 체결 하고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구치부가 오랜 기간 상실된 환자

는 전방부 치아로 저작하기 위해 하악이 전방 이동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 전
에 6개월 이상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여 구치부 저작이 

Fig. 8. Intraoral photos at 1 year 6 month, implant fixtures were placed to restore missing premolars and molars.

Fig. 7. Intraoral photos at 9 month, mini-screw was 
implanted on palate.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하악이 관절 내 정상적인 위치로 
재위치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향후 최종 보철물의 교합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환자에서는 임시 보
철물 장착 후 8개월 동안 6 - 8주 간격으로 교합을 확인, 
조정하였다. 구치부 교합이 임시 보철물로 유지된 상태

에서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전치부의 안정을 위해 상하

악 전치부 설측에 유지 금속강선을 레진으로 고정하였

다(Fig. 9). 
치료 2년 6개월째, #27은 정출로 인해 교합평면을 재

형성하는데 문제가 되므로 보존과에서 의도적 근관 치
료를 시행하였으며, 교합의 안정이 얻어졌다고 판단되

어 임플란트를 비롯한 최종 보철물을 완성하여 장착하

였다(Fig. 10, 11).

4. 치료 결과

상하악 전치의 치간 공간이 폐쇄되었으며 정상적인 
수평, 수직 피개를 회복하였다.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통해 구치 교합을 회복하였으며 정기적인 치주과 내원

을 통해 건강한 치주조직의 유지를 도모하였다.  치료 
전후를 중첩해본 결과, 심하게 전방 경사되었던 하악 전
치가 정상 치축을 회복하였고 하순이 후방 이동하여 개
선된 안모 양상을 보였으며(Fig. 12) 환자는 심미적, 기
능적으로 매우 만족하였다.

Multidisciplinary approach for a patient with teeth loss and pathologic teeth migration: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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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osttreatment intraoral photos.

Fig. 11. Posttreatment panoramic radiograph.

Fig. 9. Orthodontic appliances were debonded and temporary crowns were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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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uperimposition of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cephalometric radiograph. Dotted line, 
pretreatment; Full line, posttreatment.

고찰

치아의 병적 이동이 발생된 환자는 치료 전 진단 과정

에서부터, 치아 이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재발 방지 및 
최종 치료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Martinez 등8은 치아의 병적 이동 정도는 치조골 소
실, 치아 상실, 치은 염증과 같은 치주부착 조직의 파괴

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Proffit9는 혀와 입술, 뺨의 압
력은 다양하나, 혀의 압력이 대개 입술이나 뺨의 압력에 
비해 더 크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조직의 압력은 특
히 치주적 지지를 상실한 치아에서 정상 교합력보다 더 
큰 힘으로 작용하여 치아의 전방이동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만성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의 동요

가 관찰되었고 외력에 취약한 상태가 되어 혀의 압력으

로 전치부의 전방 경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치부 상실로 환자는 남은 잔존치아만을 이용하

여 저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합 중심이 잔존 지지치아

가 많은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치주지지 상실로 

저항 중심이 낮아진 잔존 전치부에 과도한 힘으로 작용

하여 전치부의 순측 이동을 가속화하였을 것으로 여겨

진다. 따라서 최종 치료 계획은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본 환자에서는 만성 치주염 
치료를 위한 치주적인 접근, 이동된 치아의 재위치 및 
공간 폐쇄를 위한 교정적 접근, 임플란트를 통한 상실된 
교합고경의 회복 및 추후 교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보
철적 접근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수립되었다.  

Ericsson과 Lindhe10에 따르면 외상교합과 치주염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치주 치료를 통한 염증

의 완화가 절대적 우선 순위에 있다고 했다. Folio 등11도 
치주-교정 복합 환자에게 있어 교정치료는 활동성 치주 
질환의 증상이 소실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활동성 치
주 질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아 이동을 일으키면 치
주질환의 급성 악화 또는 치조골 흡수가 일어난다고 하
였다. 이에 반해 치주질환이 소실된 상태에서 치아 이동

을 일으키면 흡수되었던 치조골을 교정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골 결손 감소 효과 및 골 침착의 자
극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12,13 본 증례의 환자에서

도 치석 제거술과 치근 활택술과 같은 비외과적 치주치

료를 통해 세균의 개체 수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킨 후 
교정치료를 시행하였고 치료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치주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치료 전 1 - 2도의 동요도를 보인 
하악 전치부 치아들이 교정 치료 후 변연골의 수직적 위
치 증가 함께 동요도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아의 병적 이동이 발생된 일부 증례에서는 치주치료

만으로 치아의 자발적인 재위치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
는 중격간 교원 섬유(transseptal collagen fiber)의 회복

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14 반면, 본 증례의 환자와 같
은 경우는 치주 치료만으로 자발적인 치아의 재위치를 
유도하기는 어렵다. 이는 기존 치아의 병적 이동 정도가 
크고(> 1 mm), 치조골의 심한 흡수와 구치부 교합 붕괴

로 인해 전치부의 외상교합이 잔존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외상교합은 치주조직의 혈관신생과 혈관 투과성을 증
가시켜 파골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치주질환

의 진행과 치아의 병적 이동을 가속화시킨다. 교정치료

를 통해 외상교합을 제거하면 골연하낭 병소가 완화되

고 치주낭 깊이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5,16 본 증례에서는 #17, 47의 교합으로 수직 고
경을 유지하면서 전방 경사되었던 하악 전치를 후방 견
인하여 정상적인 수평, 수직 피개를 형성해 줌으로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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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합을 제거해 주었다. 동시에 구치부 임플란트 수복

을 통해 좌우 양측의 균등한 교합 접촉을 이끌어내었다. 
Pinho 등7은 후방 구치부 상실로 수직고경을 상실한 

환자에서 순측으로 이개된 전치부를 후방 견인하기 위
한 교정치료 시, 후방이동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치아 이
동 시 이동하는 치아의 접촉으로 인한 비정상정 교합력

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치부 임플란트를 먼
저 식립 한 후 식립 부위에 임시치아를 이용하여 낮아진 
수직고경을 높여 주고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반면, 본 증례에서는 교정적 균일화(levelling)
을 통해 순측으로 이개된 상하악 전치부의 후방 이동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구치부 임플란트를 식립 하는 순서

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본 환자의 경우 완전히 교합 고
경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17, 47을 통해 교합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므로 교합고경의 거상 없이 상하악 전
치부의 후방견인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전치부

를 정상적인 위치에 균일화 한 후 후방 공간 분석을 시
행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향후 보철적으로 임플

란트가 위치되어야 하는 이상적 위치를 확인 후 식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임플란트는 상실치를 대체하고 감소된 수직 고경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치아 이동을 위한 고정원

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미니 임플란트 또한 충분한 고
정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반작용으로 인한 다른 치
아의 이동 없이 원하는 치아의 이동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골성 고정원으로서 널리 활용된다.7,17 본 증례에서

는 다수의 구치 상실로 인해 충분한 고정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정출된 치아

의 함입과 전치의 후방 견인을 도모하였다.
Riedel18에 따르면 치조골의 지지가 부족한 치열은 교

정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이 크지만 정상적인 수평, 수직 
피개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교합관계와 치간 접촉이 형
성된 치열은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증례에서도 구치부 상실부위를 가철성 보철

치료가 아닌 임플란트 보철을 이용해 수복하여 안정된 
교합지지를 얻음으로써 교정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을 낮
출 수 있었다.  

치주의 건강은 교정 치료 후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소

이다. 치주낭의 세균이 재 증식하는 데 6 - 8주가 걸린

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19 Zachrisson20은 치주질환자

의 교정치료 시 치주조직의 부착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
은 치면 세균막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증례에서는 교정치료전과 과정 동안 지속적인 
치주 관리를 통해 치주낭의 세균 재 증식을 억제했기 때
문에 치주질환 및 교정치료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증례에서 교정치료로 인한 치주조직의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치아의 저항중심에 가깝게 브
라켓을 부착하고 약하고 지속적인 교정력을 가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치주상태에 따라 교정 치료 시 
역학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치주질환의 과거 병력을 가진 환자에서 치주관리는 
치아 이동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합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치주 관리가 필요하며 교
합의 안정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

성공적인 다과간 협력 진료를 위해서는 각 전문가들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수적

이다. 본 증례는 정확한 진단 및 원인 분석을 통해 보철

의가 최종적인 치료의 목표 및 계획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치주의, 교정의, 보존의가 각자의 전문 분야 진료

를 수행하여 목표로 하였던 치료 결과를 실현할 수 있었

다. 향후 치료 결과의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추적 관찰 
또한 치료에 참여하였던 각 과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 다과간 협력 진료는 치료 과정이 복잡하

고 상당한 치료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역
할과 함께 환자의 동기 유발과 협조 또한 성공적인 치료

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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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상실 및 치아의 병적 이동이 일어난 환자의 다과간 협력진료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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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이나 우식으로 인해 구치부 치아가 상실된 환자들은 잔존하고 있는 전치부 및 소구치부 치아로 안정된 교합고

경을 유지하기 어렵다. 구치의 상실로 대합치의 정출이나 인접치의 경사가 발생되는 경우 교합평면이 붕괴되거나 부적

절한 교합간섭을 야기하게 된다. 만약 치아 상실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는 하악의 전방이동으로 인해 상악 전치의 동요

와 순측 이개를 초래하게 되며 치주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치아의 병적 이
동이 일어난 환자의 치료는 보존 및 치주치료, 교정 치료를 통한 재배열, 그리고 상실된 치아의 보철수복을 통한 교합

고경의 재설정 및 유지와 같은 다과간 협력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4;30(4):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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