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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Treatment of an impacted inverted tooth: A case report
Jae-Hwan Kim1, Sang-Ho Lee2, Nan-Young Lee2, Myeongkwan Jih2*
1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2

An impacted tooth may occur in horizontal, vertical, centripetal, or inverted form. The inverted form often occur in a mesiodens, but a
permanent tooth may also take this form. Various treatments are available depending on the depth of the impaction, the space between
the dental arch and the teeth, the relationship of the impacted tooth with the adjacent teeth, and potential future complications caused
by the impaction. Typically, a tooth deviating from its normal position is an indication for extraction, unless it is supernumerary, it is
often desirable to use a treatment method that preserves the impacted tooth. This case study described two successful cases involving
pediatric patients at the Dental Hospital of Chosun University who were treated using surgical exposure and orthodontic 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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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매복치란 병리학적 의미로는 맹출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
고 치관이 맹출하지 않고 구강점막 또는 골내에 묻혀있는 치아

여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고려된다. 과거에는 맹출 경로가 정상
경로에서 많이 벗어난 치아들은 발치의 적응증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매복치아가 과잉치가 아닌 이상 최대한 보존적인 방법
을 통해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를 의미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아직 맹출 시기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매복치가 역위된 상태로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맹출에

치아의 형태, 위치, 방향, 맹출 공간 등을 고려할 때 맹출하지 않

장애를 주는 물리적인 장애물 및 잔존 유치 발거 후 관찰로는 매

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아도 포함한다. 가장 흔하게 이환되는 치

복치를 적절히 치료하기 어렵다. 최소한 외과적 노출 및 교정적

아는 상·하악 제3 대구치들이며, 하악 제1 대구치의 매복은 비

견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 치료 방법이 최대한 보존적인 방법일

교적 드문 편이다[1].

것이다. 외과적 노출 및 교정적 견인에 실패하거나 어렵다고 판

매복은 수평적, 수직적, 근심 경사, 원심 경사 또는 역위된 형
태로 발생할 수 있다[2]. 역위된 매복치의 경우 대부분 정중과잉
치에서 발생하지만 영구치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3].
역위된 매복치의 매복의 깊이, 악궁과 치아와의 공간, 주변 치
아와의 관계, 매복치가 향후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 등을 판단하

단된다면 매복치를 이식 또는 발거한 후 보철치료나 공간 폐쇄
를 시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위된 형태로 매복된 치아를 주소로 조선대
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외과적 노출 및 교정
적 견인을 시행하여 맹출을 유도한 두 가지 증례에 관하여 보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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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보고

아에 부착된 설측 버튼의 결찰 강선 사이에 있는 교정용 고무줄
을 매일 교환하도록 교육하였다.

증례 1

정기적인 임상검사가 매 1개월마다 시행되었다. 장치 장착
10개월 후 매복치의 치축의 개선과 바른 견인 방향을 위하여 매

9세 남자 환아가 송곳니의 위치 이상으로 개인치과에서 조선
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의뢰되었다. 상악 좌측 유견치의

복치의 외과적 노출 후 교정적 정출로 설측 버튼의 부착을 치관
협측부위에 시행하고 교정용 고무줄로 견인하였다.

임시수복물은 파절되어 있었으며 방사선사진에서 치근단 방사

매복치의 치관이 충분히 치은 밖으로 노출된 이후 브라켓을

선 투과상이 관찰되었고 상방의 상악 좌측 견치는 역위 매복된

직접 치관에 부착하는 direct bonding system을 이용하여 치아

양상을 보였다(Fig. 1A). 상악 좌측 유견치는 임시수복물 상태로

의 배열을 시행하였다(Fig. 2C). 치료 시작 26개월 후 상악 좌측

보호자는 과거 치수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상

견치는 적절한 위치에 배열되었고 치료를 종료하였다(Fig. 2D,

악 좌측 견치 매복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는 상악 좌측 유견

3). 치아의 동요도 검사 및 치수생활력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치를 발치한 후 공간유지장치 장착 하에 정기검진하기로 하였

치아의 배열은 이상이 없으나 부착치은의 양이 부족하여 차후

다.

치주수술을 계획하고 있다.

상악 좌측 유견치 발치 6개월 이후 방사선 투과상은 사라졌으
나 상악 좌측 견치의 위치 변화는 없어 교정적 견인치료를 시행

증례 2

하기로 하였다.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를 촬영했고(Fig. 1B), 환아의 협조도 및 치아의 위치를 고려했

8세 남자 환아가 상악중절치가 맹출되지 않는다는 주소로 개

을 때 수술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전신마취 하에 외과적 노출술

인치과에서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로 의뢰되었다. 개인

을 시행하여 치관의 설면에 결찰 강선을 연결한 버튼(button)을

치과에서 작성된 의뢰서에는 상악 우측 유중절치 치수치료 이

부착하였다(Fig. 2A). 이후 고리가 달린 가철성 장치와 결찰 강

후 염증 증상이 발생하여 치아를 발거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었

선 사이에 교정용 악간 고무줄을 이용하여 치아 견인을 시행하

다. 방사선사진 촬영 결과 상악 우측 중절치는 만곡치의 모습을

였다(Fig. 2B). 환아로 하여금 가철성 장치의 고리와 매복된 치

보이며 치관은 상방을 향하여 있었다(Fig. 4A). 상악 우측 중절

A

A

Fig. 1. (A) Initial panoramic view of
case 1. Maxillary left canine inversion
and a periapical lesion of the primary
maxillary left canine were observed
(arrow). (B) After 6 month, preoperative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The maxillary left canine remains
inverted.

B

B

C

D

Fig. 2. Intraoral view of case 1. (A) Lingual button was attached to the lingual surface of the maxillary left canine’s crown. (B) After 2 weeks, a
removable appliance with a hook for traction was applied. (C) After the crown of the maxillary left canine was sufficiently exposed, a direct bonding system was used to perform the arrangement. An auxiliary NiTi wire was overlaid on the stabilizing arch wire. (D) After 26 months of treatment, the maxillary left canine reached the normal occlus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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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상실로 상악 좌측 중절치와 상악 우측 측절치는 근심이동

매복치 치근의 만곡으로 인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교정적 견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악 우측 중절치의 맹출 공간이 상실되어

인 치료의 실패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호자는 성

있었다. 정확한 매복치의 위치 및 주변 치아와의 관계 확인을 위

공 가능성이 낮아도 보존적인 치료를 시도해보고 싶어하였다.

해 CBCT를 촬영하였다(Fig. 4B).

매복치의 교정적 견인 실패 이후 발거 가능성 및 공간유지장치
장착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한 후 치료를 시작하였다.
상악 우측 중절치를 견인하기에 앞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 능동적 교정장치(active plate)를 장착하고 핑거 스프링(finger spring)을 활성화시켜 공간을 확보하였다. 상악 우측 중절치
의 맹출 공간이 확보된 후 외과적 노출을 시행하여 치관의 설면
에 버튼을 부착하였다. 이후 교정용 악간 고무줄을 이용하여 견
인을 시작하였다. 이후 약 9개월 동안 교정적 견인을 진행한 후
치아의 경사를 고려하여 버튼을 협측으로 재부착한 뒤 다시 교
정적 견인을 진행하였다. 버튼의 위치를 변경한 뒤 6개월 후 매
복치가 치은 밖으로 맹출하였으며 처음 교정적 견인을 시작한
지 15개월 후에 치아의 배열을 위하여 direct bonding system

Fig. 3. Posttreatment panoramic view of case 1. After 26 months of
treatment, the maxillary left canine reached the normal occlusal level
(arrow). The root of the tooth was slightly bent.

A

A

C

으로 상악 치아에 브라켓 부착 후 치아의 배열을 시작하였다
(Fig. 5A, B). 치아의 맹출이 완료된 후 탄성 고무 사슬을 이용하
여 상악 전치부 치간공간을 폐쇄하였다(Fig. 5C). 치료를 시작한

B

Fig. 4. (A) Initial panoramic view of
case 2. Maxillary right incisor inversion and mesial movement of the
maxillary left incisor and the maxillary right lateral incisor were observed
(arrow). (B)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view.

B

D

Fig. 5. Intraoral view of case 2. (A) An
auxiliary multistranded steel wire was
overlaid on the stabilizing arch wire.
(B) The maxillary right central incisor
reached the normal occlusal level. (C)
An elastic chain was used to close the
intermaxillary incisor space. (D) After
24 months of treatment, all devices
were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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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협면에 버튼을 부착하는 시술을 한번 더 진행하여 수술
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첫 번째 증례에서는 교정적 견인을 시작한지 10개월 뒤, 두
번째 증례에서는 9개월 뒤에 두 번째 외과적 노출술을 시행하여
매복치의 치관 협측 부위에 교정용 버튼의 부착을 시행하였다.
외과적 노출술을 두 번 시행한 이유는 설측에 부착된 교정용 버
튼만을 이용한 견인으로는 힘의 방향이 매복치를 정상적 위치
까지 견인하기에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Fig. 6. Posttreatment panoramic view of case 2. Twenty-fourth
months later, the treatment was finished. The root of the maxillary
right central incisor was bent.

두 증례 모두 치관에 브라켓을 부착할 수 있을 정도로 매복
치가 치은 밖으로 견인된 이후 direct bonding system을 이용
하여 매복치를 배열하였다. 초기 배열과 레벨링 단계에서 치아
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는 작고 지속적

지 24개월 만에 모든 장치는 제거되고 역위된 매복치의 교정적

인 힘이 가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초기

견인 치료를 마무리하였다(Fig. 5D, 6). 치아의 배열은 마무리

교정 와이어는 매우 유연해야 하고 최소의 변형을 보여야 한다

되었으며 부착치은의 양이 부족하여 차후 치주수술을 계획하고

[4]. Multistranded stainless steel 와이어와 Niti 와이어는 이러

있다.

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6]. Multistranded stainless steel 와이어는 탄력성의 영향 없이 3개의 가

고 찰
매복된 치아를 교정적 견인을 시도하여 치료하는 데에 있어

는 와이어를 꼬아 강성을 보강시킨 와이어로 불규칙한 표면으
로 인해서 마찰력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지만 임상적으로 큰 문
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세 가지 범주는 외과적 노출 방법, 부착 방법, 그리고 미

일반적으로 교정치료를 시행할 때 치아의 악궁마다 모든 치

맹출 치아에 가해지는 교정력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외과적 노

아를 하나의 와이어로 연결하는 배열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러

출 이후에 치관 부위를 덮지 않고 노출시킨 상태에서 치아를 견

나 매복치는 인접치아에 비해 상·하방으로 변위가 심한 상태

인하는 개방술(open technique)은 외과적으로 치아를 노출시

로 direct bonding system을 이용하여 배열을 시도할 때, 안정

키고 교정장치를 부착한 후 다시 덮어주는 폐쇄술(closed tech-

화된 와이어 상방에 부가적인 와이어를 위치시키는 오버레이

nique)에 비해 치조골의 상실 및 부착치은의 폭경이 감소할 위

(overlay)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이는 매복치에

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폐쇄술을 사용하였다. 부착 방법

가해지는 과도한 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주변 치아들이 매복치

으로 치아에 브라켓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부피가 작아 적용하

방향쪽으로 쓰러져 치열궁 형태가 상실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고 제거하기 쉬운 버튼을 복합 레진을 이용하여 직접 부착하였

있다. 부가적인 호선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한 부위에만 탄성을

다. 마지막으로 매복치아의 교정력은 치아가 치은 밖으로 맹출

부여하고 그 이외 부위는 견고하게 악궁 형태를 유지하게 해준

하여 적절히 브라켓을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철성 장치와

다. 이는 특히 치조골이 소실되고 치주조직이 좋지 않은 성인에

고무줄을 이용하여 견인력을 부여하였고 이후 치아의 적절한

게 사용하기에 좋은 방법이지만 매복치를 갖고 있는 소아·청소

배열을 위하여 direct bonding system으로 상악 모든 치아에

년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술식이다. 위 증례들에서 연속된 초탄

브라켓을 부착하였다.

성 와이어를 매복치를 포함하여 상악 모든 치아에 적용한다면

역위 매복된 치아의 외과적 개입은 다른 유형의 매복치보다

매복치가 견인되는 동시에 인접한 치아들이 매복치 쪽으로 경

더 복잡한데 이는 치관의 비정상적인 위치 때문이다. 뼈의 삭제

사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 증례 모두 초기 배열 단계에서 매

량이 많고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 치관까지의 접근이 다른

복치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를 먼저 배열한 이후에 이 치아들을

형태의 매복치에 비해서 어렵다. 역위된 매복치의 치관에 버튼

연결한 안정화된 와이어에 부가적인 와이어를 적용한 오버레이

을 부착할 때 가능하면 협면에 부착하는 것이 견인 시 힘의 방향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매복치를 배열할 수 있

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겠지만 위 증례들의 경우 CBCT 촬영

었다(Fig. 2C, 5A).

검사로 매복치의 위치를 봤을 때 협면에 버튼을 부착하기에 많

매복치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 현재까지 과잉치나 낭종 등

은 골삭제 및 접근의 어려움으로 수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의 물리적 장애, 영구치 치관 완성시기에 외상성 충격, 전신질

판단하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 치아의 경사도와 위치가 개선된

환, 그리고 유치의 감염 등이 보고되었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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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치근단 병소는 계승 영구치의 변위 및 맹출 이상에 직접

발적인 맹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과적 노출술 및 교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2가지 증례 모두 매

적 견인을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위된 매복치

복된 치아의 이전 유치에서 치근단 염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의 경우 매복된 위치 및 치관의 방향 때문에 외과적 수술과 교정

된다. 이 매복치들이 역위로 변위된 것은 매복치 상방에 위치하

적 견인 모두 일반적인 정방향의 매복치의 치료보다 술자의 세

는 유치의 치근단 염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유치 치근

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단 감염이 치료되지 않고 방치된 시간이 길수록 계승 영구치에
주는 영향은 크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유치의 치수치료 후에도
치근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치아의 빠른 발거가 더 큰 문제를 예
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증례 모두 이른 시기에 발견되어
유치가 적절한 시기에 발치되었다면 치아의 심한 역위 매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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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치과의사들은 치근단 감염이 발생한 유치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수치료 또는 발치를 시행해야 하며 만약 치수치료
를 시행한 치아가 치근단 감염이 발생하였다면 빠른 발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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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계승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과적 노출 및 교정적 견인 치료가 모두 끝난 두 증례 모두
매복치의 생활력의 상실은 없었으며 특별한 임상적인 증상은
없었지만 몇몇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었다.
첫 번째 증례에서 배열이 끝난 매복치의 치아의 색을 주변 치
아들과 비교해보면 치관이 저광화된 양상의 변색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었다. Bauer [13]와 Messer 등[14]
은 유치의 치수감염에 의하여 계승 영구치의 저석회화 양상이
관찰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배열이 끝난 변색 매복치를 갖
고 있는 환자들 중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치아
미백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숙 영구치에서 c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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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de peroxide 같은 미백제를 사용하는 것은 치수의 큰 사이
즈 및 민감성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이 추천된다. 따라서 치과
의사는 환자의 미백치료를 청소년기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함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15].
두 번째 문제점은 좋지 않은 예후의 치은이다. Vanarsdall과
Corn [16]은 매복치아를 치료할 때 치은 퇴축이 발생할 수 있으
며 부착치은의 상실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논문의 두 증례들 모
두 치아의 배열은 교정치료로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치주
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부착치은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Ryu 등[17]은 매복치의 맹출을 유도할 때 근단변위판
막술을 시행하여 오히려 인접치아보다 더 많은 양의 부착치은
을 확보한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매복치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근단변위판막술을 시행한 것으로 오히려 비심미적인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복치의 배열 이후 부착치은을
증가시키는 치주 수술을 시행해주는 것이 심미적으로 더 큰 장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역위된 매복치의 맹출 경로가 정상 경로에서 많이 벗어났을
지라도 최대한 보존적인 방법을 통해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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