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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CCESS

The treatment of  oligodontia is a minimally invasive method to preserve the remaining deciduous 
teeth and orthodontic space closure. However, it is difficult to obtain esthetic satisfaction, and long-
term prognosis can lead to various problems such as root resorption and caries. With other treatment 
methods, after extraction of  the deciduous teeth, the implants can be placed on the partial edentulous 
area and the prosthesis can be restored. In this case, through the co-work with pediatrics, orthodontics, 
prosthodontics, and oral surgery, the treatment is established and we achieved an esthetically and 
functionally satisfying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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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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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분 무치증은 제 3대구치를 제외한 6개 이상의 치아가 선천적으로 결손된 경우를 말한

다. 영구치에서 선천적 치아 결손은 상악과 하악에서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며, 가장 흔한 

결손치는 상악 측절치와 하악 제 2소구치라고 알려져 있으나, 인종,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난다1, 2. 대부분의 부분 무치증 환자에서, 만기 잔존된 유치를 가지고 있으며, 

저위교합같은 불안정한 교합을 가진다3. 또한 치아-치조골의 특징으로는 원추형 모양의 

치관, 위축된 치조제, 비정상적인 마모, 깊은 수직 피개, 정중이개 등이 있으며, 안모의 특

징은 후퇴된 상하악골, 하악골의 전방 회전, 낮은 하안모 길이, 깊은 비순각 등이 있다4.

이러한 선천적 치아 결손 환자에서의 치료는 크게 최소 침습적인 치료 방법과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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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방법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최소 침습적인 치료 방법은 만기 잔존된 유치를 보존하고, 

교정적으로 공간을 폐쇄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심미적인 만족을 얻기 힘들고, 장기간의 예후를 봤

을 때 치근 흡수, 이차 우식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기적인 재치료의 가능성이 높다5. 두 번

째,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만기 잔존된 유치를 발거한 후 결손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고정성 

보철을 수복할 수 있다.이 방법은 주기적인 재치료의 가능성은 적으나, 발거한 유치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부분 무치증 환자에 있어 임플란트 치료는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Filius 등6은 부분 무치증 환

자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구강 회복 증례에서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임상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

를 얻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부분 무치증 환자는 영구치 치배의 부재로 인해 치조제가 위축되어 있

어 임플란트 식립 시 주의해야 한다7.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경우 골 증대술이 필요

한 경우도 있다.

본 증례는 부분 무치증 환자에서 만기 잔존된 유치의 발치 및 교정 치료를 선행하고 임플란트를 이용하

여 전악 고정성 보철 수복하였으며,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례 보고

본 증례는 15세 여자 환자로 치아가 고르지 못하다는 주소로 본원 교정과에 내원하였다. 초진 시 파노

라마 사진에서 유치(1E, 2E, 3C, 3D, 3E)가 만기 잔존되어 있었고, 다수 영구치(#12, 14, 15, 22, 25, 32, 

33, 34, 35, 42, 43)가 결손된 상태였다(Fig. 1). 구강 내 소견으로 상악 전치부 치간 이개 존재하였고 원

추형의 치관 형태를 가졌으며, 대구치부를 제외한 모든 치아에서 개교합 양상을 보였다. 상하악 모두 좁

은 치열궁을 가졌고, 아말감으로 수복했던 유치(1E, 2E, 3D)는 2차 우식이 있었다(Fig. 2).적절한 전방 

Fig. 1. Panoramic radiograph taken at the initial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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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와 교합을 형성하고 심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유치를 보존하고 

교정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만기 잔존된 유치를 모두 발거

하고, 교정 치료를 통해 공간 확보 후 무치악 부위(#12, 15, 32, 33, 35)에 임플란트 식립을 동반한 보철 

수복을 계획하였다. 

먼저 본원 교정과에서 만기 잔존된 상악 우측 제2 유구치와 하악 좌측 제2 유구치를 발거한 후, #12, 

15 무치악 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상악 전치부 치간 이개 해소를 위해 약 2년 10개월

간 교정 치료 진행하였다. 공간 확보 후 구강외과에서 #12, 15부위에 임플란트(#12: 3.0×10 mm, #15: 

4.2×10 mm, ONEQ, Dentis, Daegu, Korea)를 식립하였고, 하악 좌측 유견치와 제1 유구치를 발거하였

다(Fig. 3). 보철과에 재내원하여 진단 및 재평가 시행하였다. 악관절 평가 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Willis 방법, 자유로 간격(freeway space) 등 평가 시 수직 고경의 소실은 보이지 않았고, 양측 대구치에서 

적절한 수직고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진단을 위한 인상 채득, 안궁 이전 시행하고 반조절성 교합기에 부

착하였다. 상실된 전방 유도를 회복하고 적절한 교합 및 심미를 위해 상,하악 전치 및 소구치와 깊은 우

식으로 치료한 상악 양측 제1 대구치까지 수복하기로 최종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좌,우측 측방운동 시 

견치유도교합, 전방운동 시 #11,21에 의한 전치유도 교합 교합 형성하여 진단 납형 형성하였다(Fig. 4).

남아있는 상악 좌측 제2 유구치를 발거하고, 상악은 양측 제 2대구치를 제외한 전 치아를, 하악은 좌

측 중절치부터 우측 제2 소구치까지 지대치 삭제하고 진단 납형을 이용하여 제작한 1차 임시 수복물을 

장착하였으며, #12, 15 임플란트는 나사 유지형태로 임시 수복하였다(Fig. 5). 1차 임시 수복은 약 6주간 

Fig. 2. Pre-treatment state.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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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으며, 사용 도중 우측 측방 운동 시 좌측 제2 대구치에서 교합 간섭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

면서 더욱 정교한 교합을 부여하고 임시 치아의 심미적인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2차 임시 수복을 진행

하기로 하였다. 교합조정을 시행하여 상악 우측 제 2대구치의 협측 교두각을 낮춘 후, 상악 우측 견치의 

교두각을 약간 더 증가시킨 임시수복물을 제작하였다. 2차 임시수복물은 CAD/CAM(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을 이용하여 PMMA(Polymethyl methacrylate) 계열의 레진 블

록(PMMA block, HUGE, Shandong, China)으로 제작하고 구강 내 장착하였다(Fig. 6). 2차 임시 수복 

기간 동안 구강외과에서 #32, 35 부위에 임플란트(#32: 3.0×8 mm, ONEQ, Dentis, Daegu, Korea/ 

#35: 3.6×7 mm, Superline, Dentium, Seoul, Korea)를 식립하였으며, 약 2개월의 치유 기간 후 나사 유

지형태로 임시 수복하였다. 

약 12주간의 임시 수복 기간 동안 좌,우측 측방운동 시 견치유도교합 및 전방운동 시 #11,21에 의한 

Fig. 3. After completion of orthodontic treatment.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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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agnostic wax-up.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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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유도 교합 잘 유지되었으며, 환자가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하여 최종 인상 채득하기로 하였다. 현

재 임시 수복물 상태를 복제하기 위해 비가역성 하이드로콜로이드 인상재(Aromafine Plus, GC Co., 

Tokyo, Japan)로 인상 채득 후 안궁 이전 시행하였다.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Aquasil XLV, Mono-

phase, Dentsply, Milford, DE, USA)를 이용하여 임플란트와 지대치 인상 채득하였고, 교합 관계 채득

은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Pattern resin LS, GC America Inc., Apsip, IL, USA)으로 제작한 bite-jig 

및 실리콘 교합 인기재(O-Bite, DMG, Hamburg, Germany)를 이용하였다(Fig. 7). 임시 치아 형태의 작

업 모형 제작 후 교합기에 부착하고(Fig. 8), 맞춤형 절치 유도판을 제작하였으며, 지대치 상태의 주모형

과 교차부착하였다. 임플란트에 티타늄 맞춤형 지대주(MIT, MIT Co., Yangsan, Korea)를 제작하고

(Fig. 9), 상,하악 전치부는 도재 전장관(IPS e.max ceram,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 상,하

악 전치부 임플란트는 도재 전장 지르코니아, 나머지 구치부는 단일구조 지르코니아(Pre-shade blank 

Fig. 5. 1st provisional restoration.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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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2nd provisional restoration. (A) Right lateral guidance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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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Upcera Co., Shenzhen, China)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제작하였다.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은 

RMGI(Resin-modified glass ionomer) 시멘트(FujiCEM2, GC Co., Tokyo, Japan)로, 자연치 고정성 보

철물은 이중중합형 레진 시멘트(RelyX U200, 3M ESPE, St.Paul, MN, USA)로 합착하였다.

최종 치료 완료 후 교합분석장비(T-scan III, Tekscan Inc., Boston, MA, USA)를 이용하여 최대 교두 

감합 시 안정적인 교합을 확인하였고, 저작기능과 심미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Figs. 10, 11). 

악관절을 안정시키고 새로 장착한 보철물의 보호를 위해 야간 보호 장치 제작하여 장착하도록 교육하

였다. 현재 6개월 경과 관찰하였고, 불편감 없이 적응 중이며 추후 주기적인 내원으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7. Final impression taking. (A) Bite registration, (B) Maxillary occlusal view, (C)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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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rticulator mounting. (A) Right lateral guidance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guidanc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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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ustom abutment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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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찰

부분 무치증 환자의 치료는 소아치과, 교정과, 보철과, 구강외과의 협진이 중요하며, 보철적 치료만으

로 이상적인 치료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8. 최종적인 치료 계획을 위해 초진 시,만기 잔존된 유치의 발거 

여부를 결정하고, 결손된 치아를 교정적으로 폐쇄할 것인지, 전통적인 보철물 또는 임플란트를 통해 공

간을 수복할 것인지 혹은 교정적 방법과 보철적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해야 하는지 심미, 기능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만기 잔존된 유치를 보존하고 교정적으로 공간을 폐쇄하는 방법은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는 성장

Fig. 10. Definitive restoration.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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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ost-treatment panoramic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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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환자에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정 치료를 통해 무치악 부위의 공간을 재분배하고 치축의 

교정 및 치아를 이상적인 자리에 재위치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분 무치증 

환자의 치아 형태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아 비심미적이고, 전방 및 측방 유도 역할을 하기 어려우며 유

치의 치근 흡수나 우식으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반면에, 잔존된 유치를 모두 발거하고 

임플란트 및 고정성 보철 치료하는 방법은 재치료의 가능성이 적고 심미적이나, 유치를 보존하는 방법

과 달리 치료를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성장기의 환자에겐 성인이 될 때까지 임플란트 수술이 불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증례에서, 초진 시 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가 개교합을 나타냈으며, 전

치부 치아 형태가 원추형으로 최소 침습적인 방법만으로 치료할 경우 적절한 전방 유도 및 교합을 형성

하기 어렵고, 심미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잔존 유치는 우식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어 

유치를 보존할 경우 장기간의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잔존된 유치를 발거하고 임플

란트를 동반한 고정성 보철 치료 계획하였고, 정중이개를 해소하고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 공간을 확보

하기 위해 교정 치료를 선행하기로 하였다.

부분 무치증을 가진 환자에서 임플란트 식립 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작은 근원심 치아 폭경, 좁은 치

열궁을 갖는 특징이 있고, 위축된 치조제로 인해 협설폭 또한 얇은 특징이 있다7, 10. 그래서 적절한 위치

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임플란트 식립 시 골증대술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러나 

증대된 골은 흡수에 취약하고, 장기간의 예후를 봤을 때 기존 골에 심었을 때보다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상부 보철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다면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골 증대 후 큰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보다 추천된다고 하였다6. 본 증례에서도 

골 이식 없이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부분 무치증 환자에서의 치료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 중요하다. 환자의 나이, 결손된 치아

의 위치 및 개수, 만기 잔존된 유치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본 증례의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시 18세로 성장이 완료된 시기였으며, 일반적인 경우 남성은 25세, 여성은 17세까지 성인 성장률

을 보인다고 하였다11. 또한, 여성의 경우 성장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임플란트의 침하가 1 mm 이내라고 

보고하였다11. 하지만, 본 증례에 경우에서도 치조골의 지연 성장 및 임플란트를 제외한 인접치아의 이

동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어, 주기적인 내원으로 교합이나 전치부 심미성 변화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lius 등12은 부분 무치증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가 장기간의 생존율, 환자의 만족도, 삶의 

질에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 증례에서도 잔존된 유치를 모두 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

여 공간을 수복하는 치료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부분 무치증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가 매

우 만족도가 높은 치료이지만, 일반적인 환자들에 비해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같은 합

병증에 더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진다고 하였다12. 따라서, 장기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과관찰

로 유지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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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증례는 부분 무치증 환자에서 만기 잔존된 유치의 발치, 교정 치료를 통한 공간 재설정, 임플란트 

식립 및 고정성 보철 수복으로 치료한 증례이다. 이런 적극적인 보철 치료 방법은 재치료의 어려움이 있

지만, 적절한 진단을 통해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통해 유지 관리를 시행한다면, 부

분 무치증 환자에 있어 만족도가 높고 예지성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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