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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mouth rehabilitation on the patient with maxillary anterior
diastema and posterior bite collapse with orthodontic treatment
Seon-Ki Lee*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Daejeon Dental Hospital, Wonkwang University, Daejeon, Republic of Korea

A patient with severe periodontitis has causative factors that cause pathological tooth movement, the occlusion is disintegrated, and
the vicious cycle of worsening periodontitis is repeated. In particular, when pathological tooth movement occurs in the maxillary
anterior region, the patient has an aesthetic sense of atrophy, and the quality of life was reduced. Therefore, when orthodontic
treatment was added to patients with severe periodontitis, it promotes the formation of new bone, reduces periodontal cysts, and
obtains clinical attachment, which leads to favorable results in prosthetic restoration, thereby enabling ideal occlusion, function
and aesthetics. Periodontal treatment, orthodontic treatment, natural tooth restoration, and implant prosthesis were planned for
patients with pathological tooth movement in the anterior region due to loss of occlusal support in the posterior region. As a result,
an ideal restoration space was secured, a stable restoration of occlusal contact was formed, and the maxillary anterior teeth were
aesthetically improved. (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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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심한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는 잔존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됨에 따라 치아의 병적이동이 증가하고 치아 상실

치아의 병적이동은 중증도의 치주염에서 발생하는 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특히, 구치부의 교합 지지를 상

한 합병증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대합되는 치아의 상실,

실하는 경우에는 상악 전치부에 과도한 교합력이 작용하

짧은 악궁, 과개 교합, 구치부 교합 지지 상실, 부적절

여 전치부의 치간 이개나 치열의 벌어짐(flaring)이 발생

한 교합간섭 등이 있다. 상악 전치부의 병적 이동으로 인

하게 되므로 전치부의 심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치간 이개는 구치부의 교합 지지가 상실될 경우 발생

교정치료가 고려될 수 있다. 활동성 치주질환이 진행되는

할 수 있으며, 과도한 교합 하중을 전치부에 가중시켜,

경우에는 교정치료가 치아지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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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적절한 치주 처

Craddock 은 이러한 상악 전치부의 치간 이개가 이차성

치와 부착된 치은의 정도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시행하

교합 외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교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여 적절한 구강위생 관리가 유지된다면 교정치료는 더

위해서는 구치부 교합 지지의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하였

나은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3 다른 보철수복 치료에

다. 따라서 치아의 병적 이동을 해결하고 환자의 저작기

비해 합병증과 위험성이 낮아 환자의 치료 만족도 또한

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주치료, 교정치료와 보철치료

높게 나타난다.4 따라서 심한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잔존 치아의 적절한 치주치료와 더불어 교정치료를 통해

치아 동요도를 증가시키고 골 소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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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치아위치를 확보한다면, 상실된 구치부의 교합

상치관의 길이가 상악 치아보다 길게 제작되어 비심미적

지지를 회복하고 치주질환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다. 또

인 보철물 상태였다(Fig. 1). 방사선 사진상에서 상악 우

한 구치부 지지를 통한 안정적인 교합 상태를 유지하는

측 제1대구치와 하악 좌측 제1, 2대구치에 잔존 치근이

것은 잔존한 지대치의 치주낭 깊이를 감소시키고 임상부

있었고,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주위에 방사선 투과성 병소

착을 회복하여 전치부의 이상적인 심미를 유지하는 것을

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잔존 지대치에 심한 치조골 흡

가능하게 한다.

수가 관찰되었다(Fig. 2). 치주낭 탐침 결과, 중증도 이상

본 증례는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 구치부 지지가 상실

의 깊은 치주낭을 보였다(Fig. 3). 측방 두부 방사선 사진

되고 상악 전치부가 벌어진 환자에서 치주치료 및 교정치

을 분석한 결과, 프랑크포르트 수평면과 교합평면을 분

료를 동반하여, 자연치아 및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계획

석했을 때 15도로 정상 범위 보다 컸고, 상악 전치 치축

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적인 수복 공간 확보 및 안정된 교

이 정상보다 크게 순측 경사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환자

합 접촉 회복을 형성하였고, 상악 전치부만의 심미치료

는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 병적인 치아 이동이 발생되어,

가 아닌 구치부 교합 회복을 통한 기능적인 전악 수복을

상악 전치의 돌출과 구치부의 근심경사로 인한 부적절한

통해 심미적인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교합평면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교합평면
을 형성하는 것으로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환자의 전

증례보고

치부 임상 사진 및 진단모형 분석 결과, 치간 이개와 더불
어 과도한 과개교합을 보여주었다. 환자의 주소인 상악

46세 여자 환자가 씹을 때 오른쪽 어금니가 아프고, 앞

전치부 치간 이개를 보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단 분석

니가 벌어져서 보기 싫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양측 구

을 통한 결과, 각각의 치아 크기는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

치부의 치아 상실로 인하여 상악 전치부의 벌어짐과 순

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보철적으로만 환자의 주소를 해

측으로 경사된 치축을 가지고 있으며, 하악 전치부는 임

결하게 된다면 심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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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raoral photograph before treatment. (A) Upper view, (B) Right view, (C) Frontal view, (D) Left view, (E) Low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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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였다. 이에 상악 전치부에 대해 부분교정을 하
고, 대합치인 하악의 보철물은 이에 맞추어 재 수복하기
로 결정하였다. 하악 좌측 잔존 치근 및 예후가 불량한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대구치는 발거하였으며, 상
악 전치부 공간을 폐쇄하기 위하여 교정용 와이어를 부
착하였다. 약 4개월에 걸쳐 1차적인 상악 전치부 이개 부
위 공간을 감소시켰다(Fig. 4). 상악 공간이 감소함에 따
Fig. 2. Panoramic radiograph before treatment.

라 순측 경사되었던 환자의 상악 전치부가 설측으로 경
사되었고, 수평피개교합이 감소함에 따라 상악 치아 이
동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 심미적인 하악 보철물
을 제거 후 임시치아를 수복하였다. 이후 상악 전치부 이
개 부위 공간이 폐쇄된 것을 확인 후 OP finder® (Kuwotech, Gwangju, Korea)를 이용하여 환자의 교합평면
을 재구성하기로 하고 이상적인 교합 평면에 맞게 진단
왁스업을 시행하였다(Fig. 5).
상악 양측의 견치는 최종 보철수복을 위한 치아의 위
치를 결정하기 위해 기준 치아로 하였고, 상악 전치부가
배열된 후에 진단 왁스업을 함으로서 하악의 전치부 및
상악 하악 구치부 수복을 위한 예측 가능한 진단모형을
만들었다. 상실된 양측 구치부는 임플란트 보철로 수복

Fig. 3. Periodontal chart.

하고, 하악의 잔존 자연치아는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을
계획하였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진단용 스텐트를 제

A

B

Fig. 4. Orthodontic treatment for anterior spacing closure. (A) Pre-treatment, (B) 4 month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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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ig. 5. Diagnostic wax-up cast model. (A) Maxillary wax-up, (B) Frontal view, (C) Mandibular wax-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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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하고 식립 부위의 잔존 치조

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중심교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

골을 분석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후 2차 임시치아를 제작

어 최종적으로 교합평면이 수정된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

하였고, 하악의 우측 견치를 포함한 하악 우측 구치부를

기로 하고, OP finder®로 진단한 진단 왁스형성 모형을

수정하여 상악 우측 측절치가 구개측으로 이동할 수 있

이용하여 CAD-CAM 이중 중첩 테크닉을 이용하여 최

도록 하였다. 또한 교합이 불안정했던 상악 좌측 구치부

종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임시치아 장착 후 T scan

와 하악 우측 구치부의 교합관계를 재형성하였다. 이후

(Tekscan Inc., South Boston, USA)으로 균일한 중심 교

임플란트 임시 치아 보철물을 제작하였으며, 상악의 교

합점을 확인하였고, 측방운동 시 견치 유도 교합이 이루

정이 완료되어 유지장치를 장착하였다. 새로운 수직 고

어지도록 하였다(Fig. 6). 최종 임시 수복물을 장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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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visional restoration. (A) Upper view, (B) Right view, (C) Frontal view, (D) Left view, (E) Lower view, (F-H) T-scan
analysis of Rt Canine guidance, centric occlusion and Lt canine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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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환자의 측방 두부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였을 때,

의 수직 고경 및 교합 상태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고무

프랑크포르트 수평면과 교합평면은 초진 시 15도에서

교합 인기재(O-bite®, DMG, Hamburg, Germany)로 악

10도로 정상 범주 내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7).

간 관계 기록을 채득하였다. VITA Shade guide® (Vita

처음 내원 시와 비교하여 환자는 상악 전치부의 공간

North America, Yorba Linda, USA)를 이용하여 적절

감소로 인한 심미적인 개선과 구치부의 저작기능 회복

한 색조를 선택하였고, CAD-CAM 이중 중첩 기술을 이

에 적응 및 만족하여 최종 수복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

용하여 진단 왁스업 모델을 주모형에 중첩시켜 지르코

였다. 개인 트레이를 제작한 후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

니아 보철물(Zirmon® S&TS, Kuwotech)을 제작하였다

(Honigum®, DMG, Hamburg, Germany)를 지대치 및

(Fig. 8). 최종 보철물을 환자의 구강에 장착하였고 최소

개인 트레이에 주입하여 최종 인상 체득을 시행하였다.

한의 교합조정을 시행하였으며, T scan을 이용하여 양쪽

교차 마운팅을 위해 상악 최종 임시수복물 상태에서 안

구치부의 균일한 중심교합 상태를 확인하였고, 측방운동

궁 이전을 시행하였고, 반조절성 교합기(Protar7, KaVo,

에서 견치 유도 교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Biberach, Germany)에 상하악 모형을 부착하였다. 환

9-11). 교정치료와 보철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턱

자 고유의 과로각과 절치로각을 반조절성 교합기에 반

관절에서 특이한 병적인 변화와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

영하기 위해 베이스플레이트 왁스를 이용하여 편심위 체

며, 최종 보철 후 환자의 치료 전 후의 안모사진을 비교한

크 바이트를 채득하였고, 과로각과 절치로각에 맞게 맞

결과 돌출되었던 측안모가 심미적으로 개선되었다(Fig.

춤 전방 유도판을 제작하였다. 적응된 최종 임시 보철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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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mean
FMA

Before
After
treatment treatment

24 ± 5

26

26

FH to OP

9±4

15

10

Y axis to FH

60 ± 3

64

63

SNA

81 ± 3

83

83

SAB

79 ± 3

81

81

ANB DIFF

3±2

2

2

106 ± 5

120

114

Mx #1 to SN

Fig. 7. Cephalometric analysis. (A) Lateral Cephalography before treatment, (B) Lateral Cephalography after treatment, (C)
Comparison of cephalometric analysis on the patient and the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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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D-CAM double scanning. (A) Right view, (B) Frontal view, (C) Lef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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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g. 9. Definitive restoration. (A) Upper
view, (B) Right view, (C) Frontal view, (D)
Left view, (E) Lower view.

Fig. 10. Panoramic radiograph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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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Forc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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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1):60-8

Fig. 11. T-scan occlusal analysis. (A-C) Rt Canine guidance, Centric occlusion
and Lt canine guidance, (D) Relative force of Centric oc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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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stein 등10은 상악 전치부 이개를 진단하고 치료
하기 위해 임상부착 여부와 골 흡수 여부에 따라 일차성
과 이차성 교합외상으로 분류하였고, 대합치 접촉, 구치
부 지지 상실, 교합 간섭 등을 기준으로 치료법을 제시하
였다. 본 환자는 대합치 접촉이 있으나, 구치부가 상실되
어 교합 지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치주치료를 기반으
로 임플란트를 통해 구치부 교합 회복 및 교정치료를 통
한 상악 치아의 심미적 이동 및 연결고정을 목표로 하였
다. 치료 전 전방두부 사진 분석에서 하악이 우측으로 편

Fig. 12. Patient profile. (A) First visit, (B) Definitive prosthesis delivery.

위되어 있었고, 교합평면이 기울어져 있었다. 따라서 새
로운 교합평면의 설정을 목표로 하였으며, Hobo 등6의
제안한 상호 보호 교합을 통해 견치유도를 통한 구치부
보호와 안정적인 구치부 교합 지지 회복으로 전치부 보
호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고찰

치주 건강은 교정치료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 교정용 브라켓과 고무줄은 치태의 효과적

상악 전치의 병적 이동은 치조골 소실, 치아주변의 급

인 제거를 방해하며, 치은염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임

성 염증의 존재, 그리고 3개 이상의 구치 소실과 관련이

상부착의 소실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Ericsson과

있다고 하였다. Hobo 등 에 의한 상호 보호 교합은 생리

Thilander11는 치열에 교정력이 가해지지 않고 치태 관리

학적인 교합에 유리하며, 견치 유도 교합을 통해 전치가

가 잘 이루어 질 때, 치은염의 위험은 감소하며, 적절하게

구치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구치부 교합이 전치를 보호한

정렬된 치아는 청소하기 쉽고, 생리적인 교합을 유도하여

다고 하였다. 적절한 치주조직을 가진 치아가 과도한 교

더욱 건강한 치주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합력으로 인해 일차적인 교합성 외상이 나타나면, 심한

Alexander12는 구강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적절한

치조골 흡수로 인해 치조골이 상실되어 생리적인 힘에 의

유지관리는 영구적인 치주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

해서도 상악 전치의 벌어짐과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였다. 본 환자의 경우 치료과정 동안 치주처치와 치태조

5

6

7

Park 등 은 구치부 교합 지지가 상실될 경우 이차적인 교

절 교육을 통해 구강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으며,

합성 외상이 나타나며, 전치부의 이차성 교합 외상을 가

유지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치료 후 방사선

속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사진을 통해 교정치료를 시행한 전치부에서 치조골 결손

8

Amsterdam 은 구치 보호 기능의 점진적인 상실로 인

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해 상악 전치부의 하중 및 이동에 스트레스가 발생하

치료 전과 후의 측방 두부 방사선 사진 분석에서 상악

며, 상악 전치부의 과부하는 치아의 병적 이동을 발생시

전치의 치축은 구개측으로 이동하였지만, 초진 당시 정

켜 상악 치아의 돌출을 야기한다고 하였고, Ramfjord와

상보다 크게 순측 경사 되어있었고, 상악과 하악의 견치

9

Ash 는 하악 제1대구치를 상실한 경우 하악의 전방이동

이동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악 전치 치축

이 발생하며, 전치부의 새로운 지지 영역을 얻기 위해 상

을 정상 범주로 수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초진과 최

악 전치부에 가해지는 하중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결

종 임시치아 그리고 두 모델의 3D 이중 중첩을 분석한

국 치아의 조기 상실, 치아 사이의 선천적 공간, 치아 우

결과, 상악 견치 간 거리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상악 전

식 및 불량한 보철물, 치아 마모 및 부정교합, 구치부 교

치부가 초진에 비해서 구개측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합 지지 상실 등은 병적인 치아 이동을 발생시키며, 이를

수 있었다. 또한 상악 견치의 교두 위치를 3D 이중 중첩

해결하기 위해 치주치료, 교정치료 및 보철치료을 병행하

을 이용하여, 교정 치료 전과 후로 비교하였을 때, 협측으

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구치부의 안정적인 교합 지지를

로 벌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구치부 고정원 없이 견

통해 기능성과 심미성을 가진 효율적인 저작기능과 안정

치만으로 상악 교정이 시행되었기에 한계로서 나타난 결

된 교합접촉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과로 판단되었다. 구치부 임플란트를 이용한 최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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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치의 위치 교정은 환자가 장거리 내원이 어렵고, 치료
기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다.

6.

최종 치료의 결과로 구치부가 회복됨에 따라서 저작능
력이 개선되었고, 상호보호 교합으로 생리적인 안정을
나타냈다. 치료과정 동안 턱관절에서 특이한 변화가 관

7.

찰되지 않았으며, 최종 보철물 합착 후 6개월의 관찰기간
동안 저작기능 및 구강위생 관리가 양호하였다.

결론

8.
9.

본 증례에서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 구치부 교합 지지
상실과 상악 전치부 치아의 병적 이동을 가진 환자에서
교정치료와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수복을 통해 심미적이

10.

고 기능적인 구강회복을 보여주었다. 교정치료를 통해
안모 분석 및 심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잔존치아의 고정
및 유지를 통해 치주적인 안정성을 도모한다면, 더욱 보
존적이고 이상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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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상악 전치부 치간 이개와 구치부 교합지지 상실을 가진 환자에서 교정치료를 동반
한 완전 구강회복 증례
이선기* 임상조교수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심한 치주염을 가진 환자는 잔존 치조골의 흡수가 증가함에 따라, 병적인 치아 이동이 증가하고 구치부 교합지지 상실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 병적인 치아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는 심미적인 위축감과 삶의 질 저하를 경
험할 수 있다. 중증 치주염 환자에게 교정치료는 새로운 뼈 형성을 촉진하고 치주낭을 감소시키며, 임상적 부착을 얻어
보철 수복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상적인 교합과 기능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구치부의 교합지지 상실로 인해
전치부 병적 치아 이동이 있는 환자에게 치주치료, 교정치료,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함으로써 이상적인 수복공간 확보와
안정적인 교합접촉을 형성하였고, 구치부 교합회복을 통한 기능적인 전악수복을 통해 심미적인 결과를 얻었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2;38(1):60-8)
주요어: 전악수복; 교정치료; 치주염; 구치부 과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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