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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아 외상은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학령기의 
1/4, 성인의 1/3정도에서 영구치 외상을 경험하며, 9 - 10
세경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외상에 의
한 치아 손상은 주로 전치에 발생하며 남성에서 더 흔하

다. 이 중 0.5 - 3.0%에서 탈구를, 0.5 - 1.9%에서 함입성 
변위를 경험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가장 흔한 합병증은 
치아 유착이다.2

치아 유착은 치조골과 치근 표면의 비정상적 유합으

로 정의된다.3 치아 유착의 발생 기전은 외상 등으로 치
주인대가 손상되면, 치유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치조골

로 대체되고, 이후 점진적 치근 외흡수가 나타나 발생한

다. 이로 인해 치아의 생리적 혹은 교정적 이동이 제한되

어, 저작 및 교합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대표적으로 나타

나는 구강 내 소견은 유착치의 저위와 인접치아의 저위된 
유착치 상방으로의 경사이다. 

치아 유착은 발생 시기에 따라 국소적인 치아 치조골 
영역뿐 만 아니라 두개 안면 영역까지도 광범위하게 영
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아동에서 유착이 발생

할 경우 치조골 성장이 저해되어 전치부 또는 구치부 개
방교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치열 및 안모의 정중선 변
위, 개방교합에 따른 수직적 안모 변화로 인한 비심미적

인 안모 및 미소선을 보이며 저작 기능 장애까지 유발하

게 된다. 따라서 조기에 감별 진단하여 개개인에 맞는 치
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4 

유착치 치료에 있어 가장 흔히 시행되는 것은 발치이

다.2 성장기 아동에서 유착된 치아를 발치 하는 것은 해
당 영역에서 치조골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

고, 인접 치아들의 계속되는 맹출과 이에 따른 인접 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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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s of ankylosed incisor occurred during adolescence using 
alveolar bone distraction osteogenesis and decoronation: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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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common complications of dental injury is tooth ankylosis. Unlike adults, when tooth ankylosis occurs in the adolescents, 
ankylosis interfered the growth of the adjacent alveolar bone, resulting in the developmental failure of the alveolar bone and 
subsequent open bite. The most common treatment option for ankylosed tooth is extraction. However, when prognosis of 
ankylosed tooth after extraction is expected to be poor due to severity of infrapositioning or prosthetic replacement cannot be 
performed immediately, various treatment options should be considered. This report suggests multidisciplinary treatment that 
might bring functionally and esthetically favorable result included alveolar bone distraction osteogenesis and decoronation of 
ankylosed maxillary anterior tooth with orthodontic and prosthetic treatments. (J Dent Rehabil Appl Sci 2017;3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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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정상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어 결손부위 치조

골의 성장을 도와준다. 그러나 유착 치아의 저위가 심하

거나, 향후 보철 수복까지 오랜 시간이 남았을 경우, 단
순히 발치를 시행하면 치조골 및 치주조직의 결손 정도

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치료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 중 단일 치아 절단술(single tooth 
osteotomy)을 동반한 치조골 신장술(alveolar bone 
distraction osteogenesis)이 고려될 수 있다.5,6 이 방법은 
유착치를 포함한 치조골을 절단한 후, 3차원적으로 이동

시켜, 치조골을 유도하여, 심미적인 위치로 치아 및 치조

골을 재위치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치조골 신
장술 이후, 치근과 인접 치조골의 유착은 여전히 남을 수 
있으며, 만기 치조골의 잔여 성장에 의해 치조골의 수직

적 위치 차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성장기 아동에서 유착치 치료의 한 방

법으로 적용한 치조골 신장술 후에 나타난 수직적 재발

(open bite)과 유착치의 치근 외흡수를 치관 절제술 등을 
포함한 다분야 협력치료를 통하여 적절히 해결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환자 개요 및 진단

최초 11세 11개월에 본원에 내원한 여아로, 7세 때 책
상 모서리에 부딪혀 상악 중절치(#11, 21)에 외상을 입
었다. 당시, 절치들은 재식되었으나, 점차 좌측 중절치

(#21)가 유착되었다. 내원 당시, 구내 임상 소견상, 외상 
이후 발생한 상악 좌측 중절치 유착으로 인해, 치조골의 
성장이 저해되었다. 이로 인해 전치부 개방교합이 발생하

였으며, 인접치아의 유착 치아로의 쓰러짐이 관찰되었다. 
좌측 중절치에서 8 mm 이상, 우측 중절치에서도 1 mm
의 개방 교합이 관찰되었다(Fig. 1).

Fig. 1. (A) Pretreatment extraoral and intraoral photographs (1st treatment). The patient was 11 years old. (B) #21 was 
ankylosed and located infraocclusionly more than 8 mm due to trauma at 7 years. Anterior open bite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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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적 소견에서 치주인대강의 소실과 치경부에

서의 미약한 치근 외흡수가 관찰되었다. 외상 기왕력과 
방사선학적 소견, 임상 소견 등을 토대로 상악 좌측 중절

치의 유착으로 진단하였다. 전후방적 골격 평가에서는, 
II급 견치 관계가 관찰되고, ANB 7.9도의 skeletal Class 
II division 1 malocclusion이라고 평가되었다.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에서 CVM stage 5로 평가하여, 최대성

장 급등기를 지났으리라 판단하였다(Fig. 2).
다양한 치료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환자의 나이와 

기능적, 심미적 목적을 위해서 통상적인 발치 및 보철치료

는 제외되었다. 상악 중절치와 주위 치주조직의 수직적 위
치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치료법을 고려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이환된 단일 치아를 외과적으로 재위치하여, 
인접치아와 수직적 위치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
우, 8 mm 이상의 과도한 치아 위치 변화가 요구되었고, 
그로 인한 치은연의 수직적 차이로 비심미적 결과가 야기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광범위한 치아 이동이 요구될 때 고

려해볼 수 있는 치조골 신장술(alveolar bone distraction 
osteogenesis)이다. 이 방법은 많은 양의 골편의 이동도 
가능하며, 경조직뿐 만 아니라 연조직도 함께 리모델링

되어, 치은 피개도 함께 개선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유착된 좌측 중절치의 치조골 신장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치부 교합 개선 및 중절치 공간 확보를 위한 교정치

료 먼저 시행한 후 교정용 expansion screw를 변형하여 
customized tooth-borne alveolar bone distractor를 제
작하였다(Fig. 3). 이후, 장골의 골신장술과 마찬가지로, 
유착치를 포함한 치조골 절단술을 시행하고, 5일간의 휴
지기를 거친 후, 골을 신장하였다. 치조골 신장은 하루에 
0.5 - 1.0 mm를 신장하는 것을 권고하므로,7 조직 저항이 
강할 것이라 예상되는 초기 4일간은 하루에 1.0 mm를 
신장하고, 이후에는 조직 생성을 위해서 속도를 늦춰 하
루에 0.5 mm 만큼 신장하였다. 사용된 expansion screw
는 1번 활성화 시, 0.25 mm 확장되므로, 원하는 만큼 정
확한 양을 조절할 수 있었다. 향후 재발을 고려하여 1 
mm를 과신장시켰다. 이후, 2주간 경화기를 거쳐 유착치

아의 위치를 개선, 치료를 마무리하였다. 전체 치료 기간

은 13개월이었으며, 종료 시 환자의 나이는 13세 2개월이

었다(Fig. 4).
유지 평가 기간 동안, 구치부 관계는 양호하게 유지되

었으나, 전치부에서 유착치 인접 치조골의 수직적 성장이 
지속되었고, 점차 인접치와의 절단연의 차이가 발생하여, 
전치부 개방교합이 나타났다. 치조골의 성장 저해로 치
은연 역시 수직적 차이가 나타났다. 6년의 유지 기간 이
후, 환자의 나이가 18세 3개월이 되었을 때, 좌측 중절치

에서 2 mm의 개방교합이 관찰되어 재교정 치료를 시행

하기로 하였다(Fig. 5).

Fig.  3.  Intraoral  appl iance for  #21 distract ion 
osteogenesis after single tooth osteotomy. Distraction 
was carried out 0.5 - 1.0 mm per day. 

Fig. 2. (A) Pretreatment lateral cephalograph, periapical 
and panoramic radiographs (1st treatment). (B) Lamina 
dura of #21 was disappeared in radiographic. (A - C) #21 
was located infraocclusi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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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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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sttreatment intraoral photographs, panoramic and periapical radiographs (1st treatment).

Fig. 5. (A, B) Follow-up (after 6 years) photographs, panoramic and periapical radiographs. The external root resorption 
on #21 was occurred. (C - G) The vertical position of #21 was infraocclusion and pink spot of cervical area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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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임상소견에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경부에 pink 
spot이 관찰되었으며, 좌우 중절치의 치은연 수직적 높이

의 차이가 나타났다. 수평 피개교합은 4 mm였으며, 좌
측 전치부에서 개방교합이 나타났다. 좌측에서 II급 견치 
및 구치 관계였다. 상하악 제2대구치가 이소맹출 되었다. 
방사선학적 소견을 보면 파노라마 상, 상악 좌측 중절치

의 저위로 인해 해당 치조골의 성장 저해가 나타나고, 중
절치 치경부 치근 외흡수가 관찰되었다. 측모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상, 하악골이 후방에 위치한 skeletal Class II 
division 1이었으며, 수직적으로 hyperdivergent skeletal 
pattern을 보였다. 상,하악 전치는 순측 경사되었다. 

치료 목표

치료의 목표는 교합을 개선하고, 전치부 개방교합을 
해소하여, 보다 심미적인 결과를 얻는데 두었다. 

성인에서 유착 치아로 인한 전치부 개방교합의 개선은 
3가지 방법이 선택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유착치아를 그대로 두고, 보철수복을 통해 
개방교합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유
착치의 치경부 외흡수가 나타나 장기적인 치아의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또한 보철 수복을 통해 인
접치와 절단연을 일치시킬 경우 치아의 외형이 길어지고, 
치은연의 수직적 위치 차이 등 비심미적인 결과가 예상되

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유착치아의 발치 후 교정 및 보철치

료를 선택할 수 있으나, 발치로 인한 치조골의 퇴축으로 
향후 임플란트 수복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이에 심미적인 보철 수복이 가능하도록 치조골을 최대

한 보존하기 위해 발치 대신 교정치료와 함께 치관 절제

술(decoronation)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치관 절제술은 
점막골막피판(mucoperiosteal flap)을 형성하고 치관을 
제거한 치근을 잔존시켜, 새로운 치조골이 형성될 수 있
도록 하는 술식이다.8 건전한 치근이 잔존될 경우, 염증반

응은 미약하게 나타나며, 치근이 새로운 뼈 형성을 위한 
매개체로서 치조골을 유지시켜, 향후 더욱 심미적인 보철 
수복이 가능할 수 있다.9 따라서 치료 계획은 교합관계 
개선을 위한 교정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좌측 중절치 치
관을 제거하는 치관절제술을 통해 치조골을 유지, 임플

란트 수복으로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치료 과정

좌측 상악 중절치를 제외한 치아들에 022’ 슬롯의 브
라켓을 부착하여 적절한 수직피개 및 수평피개를 형성하

고, 구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II급 견치 및 구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에 
골성고정원(miniscrew)을 식립하고, 이를 고정원으로 이
용하여 전체 치열을 후방 이동하였다(Fig. 6). 

교합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완료된 교정 치료 7개월

Fig. 6. Intraoral photographs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2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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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에, 유착치의 치관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소 
마취 하에 점막골막피판을 형성하고, high-speed rotary 
handpiece를 사용하여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을 삭제

하였다. 치은이 치조골을 덮을 수 있도록 치경부에서 치
관을 제거하였다. 이 때 치조골의 생성을 도모하기 위해 
치근은 치조골 하방 2 mm까지 제거하고, 나머지 치근 부
위는 치조골 내에 남겨두었으며, 치수 내부 조직을 제거

하고 혈병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각화치

은 형성을 도와 주기 위해서 설측판막을 좀 더 협측으로 
당겨 봉합하였다. 절단된 유착 치아의 치관을 치조정에 
맞게 조정하고, 호선에 부착하여 공간유지를 위한 임시

치아로 사용하였다(Fig. 7). 술 후 교정치료 기간 동안, 임
시치아를 치조정에 맞게 주기적으로 재조정하였다. 

술 후 5개월 뒤, 치관절제술을 시행한 부위의 치은이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 잔존치근을 발거하여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려 했으나, 협측 치조골 두께가 얇아 식립 후 
심한 치조골 흡수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협측에 bovine 
bone material (Bio-Oss®, Geistlich Pharmaceutical, 
Wolhusen, Switzerland)과 collagen membrane (Bio-
Gide®, Geistlich Pharmaceutical, Switzerland)를 이용하

여 치조골 재생술(GBR)을 시행하여 치조골을 보강하였

다(Fig. 8). 

Fig. 7. Procedure of decoronation. (A, B) In order to create new marginal bone, the coronal part of the root surface was 
removed 2 mm below the marginal bone (C). The crown part of #21 was adjusted and placed like an artificial tooth.

A B C

Fig. 8. Extraction of the root rest and GBR procedure. (A, B) Remaining buccal alveolar bone thickness was too thin. 
(C) Guided bone regeneration procedure was performed on buccal area with bovine bone material and collagen 
membrane. (D, E) The crown part of #21 was used like an artificial tooth and adjusted to alveolar crest contour.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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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수술 과정에서 협측에 2 mm 이상의 잔존골

이 확보되면서 치조골 열개, 천공 등이 관찰되지 않아 별
도의 GBR 없이 3.5 × 11.5 mm fixture (Osstem, Seoul, 
Korea)를 식립하였다. 수술시에 연조직 형태 향상 위해 
추가적으로 협측면에 결합조직 이식술 시행하였다(Fig. 
9). 임플란트 식립 5개월 뒤, 연조직 형태가 양호함을 확
인 후 healing abutment를 체결 하였다. 이후 1개월 뒤 임
시 보철수복을 실시하였으며 10개월 뒤 최종 보철 수복

을 시행하였다. 전체 치료기간은 24개월이었다.

치료 결과

구내 소견 상, 유착으로 저위되었던 상악 좌측 중절치

가 발거되고, 전치부 개방교합이 개선되고 중절치 치은연

의 좌우 높이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임시치관 
수정에도 상악 좌측 중절치 치은연의 rolling이 나타났는

데, 이는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한 반흔 형성과 다소 구개

측으로 식립된 임플란트 fixture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소 맹출했던 상하악 제2대구치 역시 악궁내로 배열되

었다.
상악 전체 치열의 후방 이동을 시행한 결과, 순측 경사

되었던 상악 전치 각도가 개선되어, 양호한 상하악 절치

간 각도 및 교합이 형성되었다. 측모 사진 상, 과도했던 
수평피개가 2.3 mm로 개선되었으며, 측모 또한 양호하

였다(Fig. 10).

고찰

성장 완료 전 치아 유착과 이로 인한 저위가 발생하면, 
기능적, 심미적 이유 그리고 지속될 치조골 성장 때문에 
성인과는 달리 발거와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동시에 시
행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발치를 시행하고 성장완료시기까지 기다

리나, 치조골 성장이 저해되어 이미 저위된 유착 치아의 
경우, 발치로 인해 더욱 심각한 골소실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보철 수복이 가능한 시기까지 상당 시간이 남아, 추
가적인 치주조직의 퇴축이 야기되므로 적절한 치료 방법

이 아니다. 발치 후 성장이 완료되면 골 이식 등을 시행하

여 결손부위를 수복할 수 있으나 결손부위가 클 경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아직 성장이 많이 남은 아동에서 전치

부 개방교합을 개선하기 위해 유착 치아를 그대로 남겨

두고 상방에 치관을 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차후 유착치 치조골은 수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치아 
저위가 심화되어 심각한 기능적, 심미적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다. 보철 수복시, 치아의 길이가 인접치아의 절단연

까지 길어져야 하므로, 비심미적일 수밖에 없다. 
때때로 12 - 14세 이하의 어린이에서는 기능적, 심미

Fig. 9. After 6 months of GBR operation, implantation of fixture. (A, B) Procedure of implant placement. (C) The crown 
part of #21 was adjusted to alveolar crest contour. (D, E) Post-operative panoramic radiograph and standard periapical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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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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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유로 건전한 치주인대를 가진 다른 치아의 재식술

이 고려되기도 한다. 특히, 총생으로 인해 소구치를 발거

해야 할 경우 대안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치조골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그러

나 몇몇 보고들에서는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고 하나,10 
아직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치근첨이 완
성된 연령에서는 다른 치아의 재식술이 선택되기 어려다. 
본 증례에서는 재식을 치관 수복은 임상 치관 길이가 과
도하게 길어져, 비심미적 결과가 예상되어 시행할 수 없
었으며, 교정치료 또한 비발치 치료였으므로 이 방법은 
선택되지 못 했다.

그 외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이 유착 치아의 외과적 재위

치이다. 이 방법은 수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기간에 유
착치를 원래 자리로 위치시켜 인접치와 수직적 위치를 맞
출 수 있다. 그러나 연조직 신장의 한계, 술후 골편의 치
유를 위한 재혈관화 등의 요소로 치료 전 인접치아와의 
치은연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
다. 또한 외과적 재위치술은 장기간의 예후가 좋지 못한

데, 퇴축된 치조골은 변하지 않고 유착이 오히려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10 최초 내원시, 본 증례에서는 8 mm 이
상의 과도한 치아 위치 변화가 요구되어 이 방법 역시 선
택할 수 없었다.

골신장술은 Ilizarov11에 의해 고안된 치료방법으로, 외
과적 절단술을 동반하여 절단된 골편에 느리고 점진적인 
힘 부여를 통해 절단된 두 골편 사이의 신생골을 형성한

다. 치조골 신장술에서 최상의 치료 시기는 안면 성장이 
완료된 이후, 대략 15세 이후의 여성, 17 - 18세 이후의 남
성이라고 알려져 있다.12 본 증례의 환자는 최초 내원시, 
잔여 성장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급격한 성장 급등기는 
지났으리라 판단되었으며(CVM stage 5) 유착치와 인접

치간 수직적 위치 차이가 심하였으므로, 기능적, 심미적, 
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청소년기에 1단계 치료로써 치
조골 신장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성장기의 치조골 신장술을 시행하더라도 만약 
환자의 안면 성장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수직적인 치조

골의 높이 차이는 인접 치조골의 성장으로 인해 재발할 
것이다. 더구나 치조골의 수직적 성장은 안면성장 중에서

도 가장 늦게까지 지속되며, 심지어 성장이 완료되었다고 

Fig. 10. (A - C) Posttreatment extraoral and intraoral photographs. The final prosthetic restoration of #21 was 
performed. (D, E) Posttreatment panoramic radiograph and lateral cephalograp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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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성인에서도, 교합 관계에 따른 치열의 변화로 
치조골의 수동적 수직 성장은 계속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장기에 치조골 신장술 시행 이후 계속되

는 치조골의 만기 수직 성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
행 이후에도 유착치의 저위가 재발할 수 있다. 이 때 이의 
개선을 위해서 치관 절제술이 고려될 수 있다. 본 증례는 
1단계 치료 전, 이런 내용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진행하였

다. 이후 유지 기간 동안 치조골의 잔여 성장으로 유착치

의 저위가 재발하여 성장 완료 후 보철치료 전 치관 절제

술을 2단계 교정치료와 함께 시행하였다.
치관 절제술은 치수내 조직을 제거하고 근관 형성을 

시행하면 치수내로 주변 조직으로부터 기원한 혈액 응고 
인자가 들어차는 원리를 이용한 술식이다. 이러한 인자

들에 의해 신생골 형성이 일어나며, 이 때 치근은 신생골 
형성을 위한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흡수된 치근 상방으

로 얇은 층의 신생골이 형성되며, 치조정에서 새로운 치
주조직이 생성된다. 주변치아의 지속적인 수동적 맹출은 
치주조직에 있는 섬유들을 통해 골침착을 유도하게 한
다.13 이 방법으로 치조골의 폭과 높이를 보존할 수 있고, 
잔존 치근 상방으로 수직적 골 침착을 기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전 치조정 유지를 위한 좋은 방법

으로 고려될 수 있다.14

치관 절제술의 적절한 시기는 유착 치아와 인접 치아의

(1/8 to 1/4 is recommended)의 수직적위치 차이와 아
동의 연령, 성별, 성장 양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15 상기

의 환자에서는 유착 및 치경부 외흡수로 인한 pink spot
이 관찰되어 발치 및 보철 치료를 계획하였다. 교합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교정치료를 시행하고, 교정치료 완료 
후 치관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치관 절제술을 통하여 치
근측으로 내려간 치은연을 회복시키고,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GBR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만일 교정치료 전 발치

를 먼저 시행했다면, 발치 후 심한 협측 치조골 소실로 임
플란트 식립을 위해 block bone graft와 같은 광범위한 
골이식을 동반해야 하며, 이후 심미적으로도 불량했을 
것이다. 

결론

임상가에게 성장기 아동에서 발생한 유착치를 치료하

는 것은 쉽고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성인과 다
르게 치조골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즉시 
발치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 다

분야 협력 치료로써 치조골 신장술과 치관 절제술을 적
절히 이용하여 교정치료, 보철치료를 완료한다면, 기능적 
및 심미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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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에 발생한 유착치의 치조골 신장술과 치관 절제술을 이용한 심미적 개선  

치험례

권은영1, 손우성2, 박수병2, 김성식2, 김용일2, 최윤경1,2*
1부산대학교병원 치과진료센터 
2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교정학교실

치아 외상에 따른 흔한 합병증 중 하나는 치아 유착이다. 성인과 달리 성장기 아동에서 유착이 나타날 경우 유착치가 인
접 치조골의 성장을 방해하여 치조골의 발육 부전과 이에 따른 개방 교합을 야기한다. 그러나 저위된 유착치를 단순 발
치할 경우, 성장 완료 시까지 치조제의 상당한 소실을 유발하여 향후 심미적인 보철물을 수복하기가 어려워진다. 본 증례

에서는 성장기에 상악 전치의 유착이 발생한 환자에서 단일 치아 골절단술 후 치조골 신장술과 치관 절제술을 시행하여 
상악 전치부의 유착치를 심미적으로 결과를 얻었으므로 소개하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7;3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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