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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자가치아이식술은 소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유용한 방법이다.하지만 자가치아이
식술에서도 합병증은 보고되고 있으며,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술 전 및 술식 중
의 요소가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본 연구에서
는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에서 자가치아이식술을 시행한 전체 환자 중 최소
6개월 이상 검진을 시행한 313명 환자에 대하여,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각 합병증
에 따라 분류하였고,이 중에서도 1년 술 후 검진에 응한 환자를 대상으로는 술
전 및 술식 중의 요소와의 관계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술 후 검진은 최소 6개월부터 최장 10년 3개월까지 이루어졌으며,이 중에서 나
타난 합병증은 유착,치환성 치근 흡수,염증성 치근 흡수,치주적 문제,기타 원인
으로 분류하였다.또,평가된 전체 환자 중에서 1년 술 후 검진에 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유착 및 치주적 문제가 발생한 그룹에 대해서는,환자의 성별,연령,구
강 외 소요시간,공여치의 종류,수여부의 상태,근관치료의 방법,초기 고정도와
같은 술 전 및 술식 중의 요소와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는,평가된 전체 환자 313명 중에서 유착이 27예,치환성 치근 흡수가
3예,염증성 치근 흡수가 10예,치주적 문제가 14예,기타 12예로 나타났다.1년 검
진 환자에 대한 술 전 및 술식 중의 요소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유착의 경우,본
연구의 구강 외 소요시간의 범주 (즉시~23분 18초)내에서는 구강 외 소요시간과
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수여부의 상태 및 연령과 상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즉,치아를 발치하자마자 이식한 경우보다 골 내로 와동을 형성하
여 이식한 경우가,또 연령이 40대 이상보다 40대 이하에서 유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치주적 문제의 경우,환자의 연령,공여치의 종류,초기 고정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즉 환자의 연령이 많을수록,단근치 보다 다근
치에서,또 초기 고정도가 약할수록 치주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발치된 증례에 있어서는 평가된 환자 313명 가운데 총 21예에서 발치를 시행
하였으며,합병증에 따라서 보면,염증성 치근 흡수로 3예,치주적 문제로 8예,기
타 원인으로 10예에서 발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치아이식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과 술 전 및 술식 중
의 요소와의 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이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연구가 계속되
어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자가치아이식, 합병증, 유착, 치근 흡수, 치주적 문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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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가가가치치치아아아이이이식식식술술술 환환환자자자에에에서서서 술술술 후후후 검검검진진진을을을 통통통해해해 나나나타타타난난난 합합합병병병증증증과과과 술술술
전전전 및및및 술술술식식식 중중중의의의 요요요소소소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지도교수 이이이 승승승 종종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박박 수수수 빈빈빈

III...서서서 론론론

자가치아이식술은,같은 종의 동일 개체 내에서 이용 가능한 공여치(donortooth)
로 소실된 치아의 위치로 이식하는 술식을 의미한다 (Guralnick & Schulman
1962,Soder& Lindquist1973).자가치아이식술에는 자신의 성숙한 제 3대구치,
미성숙한 제 3대구치 및 교정 목적으로 발거하는 소구치가 공여치로 이용되어 시
술되고 있으며 (Clark& Tam 1955,Miller1956,Tam 1956),수술시의 외상,공여
치의 성장 단계,구강 외 시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재용,2003).
자가치아이식술의 성공률은 72-98% 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Pogrel등은
미성숙 영구치 302개를 자가치아이식하여 2년 동안 관찰한 결과 72% 의 성공률을
보고하였으며 (Pogrel,1985),Hernandez등도 10개의 미성숙 영구치를 자가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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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여 4년 동안 관찰하여 78%의 성공률을 보고하였다.이에 반해 Andreasen등
은 370개의 소구치를 이용한 자가치아이식술에서 1-13년간 관찰한 결과 95-98%
의 survivalrate를 보고하였고 (Andreasen,1990),BertilMejare등은 치근 첨이
완성된 대구치만을 이용하여 자가치아이식술을 시행한 50개의 증례에 있어서 4년
동안 관찰한 결과 survivalrate를 81.4% 로 보고하였으며 (BertilMejare,2004),
Nethander등도 치근 첨이 완성된 영구치를 자가이식한 70개의 증례에 대해서
12-20년간 관찰한 결과 91%의 성공률을 보고하였다 (Nethander, 1998).
Tsukiboshi는 20개의 미성숙 영구치와 230개의 치근 첨이 완성된 영구치를 자가
치아이식하여 2-15년간 관찰한 결과 82-90%의 survivalrate를 보였다고 보고하
였다 (Tsukiboshi,2002).이러한 survivalrate와 함께 자가치아이식술에서 발생하
는 합병증도 같이 보고되고 있으며,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술 전 요인이나 술식
중의 요인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자가치
아이식술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손상된 치주 인대세포로 인하여 발생하
는 유착,치환성 치근 흡수 및 염증성 치근 흡수 등을 들 수 있으며,치수 기원의
문제로 인하여 치근 흡수 및 치근단 병변이 나타날 수도 있고,그 외 치주적인 문
제점이 동반되기도 한다 (Andreasen1991).정재용 등은 자가치아이식술을 시행한
182개의 증례에 대하여 전체 증례 중 10.7%의 유착과 2.4% 의 치근흡수를 보고
하였으며,실패는 4.5%로 보고하였다 (정재용,2003).그렇다면 이러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술 전 및 술식 상의 어떠한 요소들이 이러한 합병증과 상관
성을 가지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보존과에서 자가치아이식술을 시행한 환
자 중에서 술 후 6개월 이상 검진에 응한 313개의 증례에 대하여,자가치아이식된
치아들의 경과에 대해 관찰하고,이 중 합병증이 나타난 증례들을 원인에 따라 분
류하여,술 전 및 술식 중의 요인들이 이러한 합병증과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고
찰하고자 하였다.



- 3 -

IIIIII...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22...111...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보존과에서 1995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자가 치
아 이식술을 시행한 전체 증례 중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술 후 검진을 시행한
313개의 증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각 증례에 대하여 수술시 및 술 후 검진시 진
료 기록부 및 MSword및 powerpointprogram 인 전산화 수술 기록지를 작성
하였으며 이를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22...222...수수수술술술 술술술식식식

가.술 전 준비
(1).공여치와 수여부의 술 전 검사
술 전에 CT (Computertomography)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공여치의 형태 및
수용부의 해부학적 구조를 상세히 검사하여 발치시 주의할 점 및 하치조신경관이
나 상악동과 같은 구조들을 인지하였으며,공여치 및 수용부의 폭과 길이를 측정
하여 공여치가 수여부에 잘 적합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공여치 모델의 제작
공여치의 모델 제작을 위하여 먼저 Denta Scan program과 CT Highspeed
AdvantageTM (Milwaukee,U.S.A)를 이용하여 치아의 3-D data를 얻은 후
computer-aidedrapidprototyping(CARP)을 이용하여 resin이나 starch로 치아
모델을 제작하였다
(3).수용부 악골 모델에서의 시술 준비
제작된 악골 모델 상에서 공여치를 수여부에 적합 시켜 봄으로써 수여부의 협설
길이가 공여치의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지,그리고 교합이 잘 될 수 있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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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평가하였다.이 과정은 실제 수술하기 전 시술자가 수용부에서 어떻게 골 형
성을 해야 하고 공여치를 어떤 방향으로 이식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치조골 삭제 및 치주인대 세포의 손상을 막아준다.

나.수술
통법대로 국소 마취 후 수용부의 피판을 열고,수용부 골에 모델 치아가 잘 적합
되고 적절한 교합을 이룰 때까지 surgicalbur를 사용하여 골 성형을 시행하였다.
공여치의 경우는,가능하면 수술 전에 근관치료를 구강 내에서 완료하였으며,여의
치 않는 경우 수술 중에 구강 외에서 근관치료를 시행하거나,술 후 구강내로 시
행하고 이를 기록 하였다. 공여치의 발치 후,치아의 치근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
록 주의하여 형성된 골 와 내로 치아를 옮겼으며,이 때 근관치료에 따른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치근단 절제술 및 역충전을 시행하였다.만일 수용부가 치주적 문
제로 발치를 하게 되거나 그로인한 큰 골 결손이 존재 시에는 수용부의 치아를
발치 후 바로 수술하지 않고 4-8주간 수용부의 골 치유를 유도시킨 후 이식술을
시행하였다.고정은 이식 후 초기 고정이 좋으면 봉합사와 치주 팩만으로 고정하
였으며 중등도 이상의 동요도가 있을 때에는 wire-resinsplint로 상태에 따라 2-8
주간 시행하였다.

다.술 후 관리
항생제 및 소염 진통제를 3일간 투여하였으며,1주간 Chlorhexidine 0.1%
[Hexamedin TM (부광약품,Korea)]으로 구강 세척 하였으며,1주일 후 치주팩과
봉합실을 제거하였다.

라.술 후 검진 및 평가
술 후 1개월,3개월,6개월,1년 후에 주기적 검진을 계획하였으며 1년 이후에는
6개월마다 주기적 검진을 시행하고자 하였다.술 후 검진 시 환자의 주관적 증상,
치아의 동요도,타진과 저작 시 통증 여부,치주낭 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
였으며 이식치의 상태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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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술술술후후후검검검진진진 결결결과과과 합합합병병병증증증이이이 발발발생생생된된된 치치치아아아의의의 분분분류류류

가.유착을 보인 증례
진단에는 동요도,타진 및 방사선 사진을 이용했는데,동요도는 반대측 동명치에
비해 적을 경우 초기의 유착을 예측할 수 있었고,타진음은 건전치와 같은 탁음이
아니라 마른 금속음일 경우 광범위한 유착을 추측할 수 있었고,방사선 사진 상에
서는 치조백선은 결여되고 치근막 공간도 소실되었을 경우 유착으로 판단하였다.

FFFiiiggg111...Ankylosisfollowingautotransplantation.

나.치환성 및 염증성 치근 흡수를 보인 증례
치환성 치근 흡수 여부는 방사선 사진 상에서의 치아 외형을 기존 방사선 사진과
비교하여 치조백선의 소실 및 치아 외형의 변화유무 및 정도를 조사하고,골의 대
치 정도를 확인 하였으며,염증성 치근 흡수의 경우 치아 외형의 변화 및 임상적
인 염증 소견의 확인을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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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222... Replacementresorptionfollowingautotransplantation.

FFFiiiggg333... Postoperativeincidenceofinflammatoryre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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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주적 문제를 보인 증례
방사선 사진을 통한 치조골의 소실량을 바탕으로 하였다.치주낭 형성은 탐침을
통해 조사하였으며,치아의 동요도 정도와 발적 및 부종 등의 임상적 소견을 참고
하였다

FFFiiiggg444...Periodontalproblemsaroundautotransplantedtooth.

라.기타 원인으로 문제를 나타내는 증례
앞의 세 가지 원인 이외의 원인으로,근관치료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치근 파절
등의 이유로 염증 소견이 지속되어 치아의 동요도가 증가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치하게 된 경우로 하였다.

222...444...술술술전전전및및및 술술술식식식중중중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소소소들들들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자가치아이식술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 요소로는 환자의 나이 및 성
별,구강 외 소요시간,근관치료의 방법,초기 고정도,이식치의 종류,수여부의 상
태 등을 생각할 수 있다.술 후 1년 시 내원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앞서 언급
한 합병증 중에서 유착 및 치주적 문제를 나타내는 치아에 있어서,각 요소들과의
관계성을 Chi-squretest,Fisher'sexacttest및 Logisticregressionanalysis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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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과과과

111...전전전체체체 증증증례례례
평가된 313개의 증례에서 성별 비는 남자 162명,여자 151명이었으며,환자의
수술시 연령은 10세부터 67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38세였다.모든 환자에서 수술
을 시행함에 금기시되는 전신질환은 없었다.공여치는 상악 제 3대구치가 120개,
하악 제 3대구치가 159개였으며 대합치가 없는 제 2대구치의 경우 상악이 6
개,하악이 3개였다.그리고 전치 및 소구치가 25개였다.가급적 모든 환자를 술
후 1개월,3개월,6개월 이 후 매 6개월 마다 검진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며,본 연
구에 포함된 모든 증례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고 10년 3개월까지 검진을 시행하
였고,평균 술 후 검진 기간은 2년 3개월이었다.환자의 술 후 검진 시기에 따른
내원 분포 표는 Table1.과 같다.

Table1.Numberofpatientspresentingforarecallcheck-up

222...술술술 후후후 검검검진진진결결결과과과 합합합병병병증증증이이이 발발발생생생된된된 치치치아아아의의의 분분분류류류

가.유착을 보인 증례
유착은 평가된 313명의 환자 중에서 총 27예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최초 발견
시기는 술 후 2개월부터 42개월까지 다양하였다 (Table2.).구강 외 소요시간은
최저로는 즉시 이식된 것에서부터 최장 23.3분이었다.

6month< 1year 2year 3year 4year<
Male 162 76 39 32 18
Female 151 58 26 22 14
TTToootttaaalll 333111333 111333444 666555 555444 333222



- 9 -

나.치환성 및 염증성 치근 흡수를 보인 증례
치근 흡수는 평가된 313명의 환자 중에서 총 13예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그
중에서 치환성 치근 흡수는 3예,염증성 치근 흡수는 10예에서 나타났다 (Table3,
Table4.).치환성 치근 흡수의 시작 시기는 각각 12,24,30개월 검진시 확인 되었
으며,모두 유착의 과거력이 있었다.염증성 치근 흡수는 치경부에서 흡수된 경우
가 8예,치근부에서 흡수된 경우가 2예이며,Table4.에서 보듯이 10예 중에서 3
예에서 유착의 과거력이 있었다.치근 흡수의 시작 시기는 6개월부터 42개월까지
다양하였다.치환성 치근 흡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나 아직 발치된
예는 없었고,염증성 치근 흡수로는 3예에서 발치되었다.

다.치주적 문제를 나타낸 증례
치주적 문제는 평가된 313명의 환자 중에서 총 14예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
(Table5.),이 중에서 발치한 예는 10예가 있었다.치주적인 문제를 일으킨 원인
으로는 공여치의 치주 상태가 불량했던 경우가 6예로 가장 많았고,이차적으로 구
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치주염이 동반된 경우가 4예,이식 부위의 치주 상태가 불
량하거나 치조골이 부족하였던 경우가 3예,발치와가 너무 커서 적합 시키기가 어
려웠던 경우가 1예 있었다.

라.기타 원인으로 문제를 나타낸 증례
평가된 313명의 환자 중에서 총 12예에서 나타났다 (Table6.).각각의 증례를 살
펴보면 공여치의 짧은 치근 길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증례가 4예 있었고,술
후 근관 치료가 예정이었으나 환자가 내원하지 못하여 뒤늦게 치근단 병변이 발
생한 증례가 2예,초기에 식립 방향을 잘못 잡아서 초기 고정을 얻지 못했던 2예,
수술 후 사용하던 중 치근 파절된 1예,수술은 성공 했으나 보철 전략적인 이유로
발치한 1예,식립시 인접 치근을 손상시킨 1예,적절치 못한 공여치를 선택하여 실
패한 1예가 있었다.이 중에서 발치된 예는 8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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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Contributingfactorsinthecasesexhibitingankylosis

*Areaofop.:donortoothnumber-recipientsite
*EOtime:Extra-oraltime
*RCT method:I-intraoralmethod(술 전 or술 후),E-extraoral(술 중)
*Initialstability:G-good(mob(+)이하),M-moderate(mob(+)~(++)),W-weak(mob(++)이상
*Recipientstate:E-Extraction후 바로 이식한 경우,M-Missingstate에 이식한 경우
*Firstdetection:처음 병변을 발견한 시기
*-:수술기록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CCCaaassseee
NNNooo... AAAgggeee SSSeeexxx AAArrreeeaaaooofff

oooppp...
EEEOOO tttiiimmmeee
(((mmmiiinnn...)))

RRRcccttt
mmmeeettthhhoooddd

IIInnniiitttiiiaaalll
ssstttaaabbbiiillliiitttyyy

RRReeeccciiipppiiieeennnttt
ssstttaaattteee

FFFiiirrrsssttt
dddeeettteeeccctttiiiooonnn
(((mmmooonnn)))

###111 34 M 48-37 7.6 I W M 6
###222 30 M 38-37 - E M E 3
###333 23 M 48-47 3.5 I W E 24
###444 36 F 24-36 4.8 E W M 6
###555 36 F 18-47 8 E M M 6
###666 42 M 48-47 6.2 I W M 15
###777 25 M 48-46 6.3 I G E 24
###888 34 M 27-36 4.5 I M E 12
###999 32 F 18-46 5.6 I G M 12
###111000 60 F 38-37 10.1 I W M 3
###111111 27 F 28-37 17.6 E G E 18
###111222 49 F 48-17 11.4 I W M 24
###111333 29 M 46-27 7.8 I G M 18
###111444 47 M 18-17 12 I W M 12
###111555 27 F 18-46 15.8 E M M 6
###111666 21 F 38-47 18.8 E G E 3
###111777 40 M 48-47 6.7 I G M 2
###111888 42 M 38-36 5.8 E G M 3
###111999 13 M 24-44 즉시 norct W M 3
###222000 25 F 38-26 7.5 I G M 2
###222111 39 M 38-47 23.3 E G M 3
###222222 63 M 18-47 12.1 I G M 30
###222333 21 F 38-36 6 I G M 24
###222444 22 M 14-45 10.2 I M E 12
###222555 34 F 14-46 5.7 I - M 42
###222666 31 F 38-37 5.5 I - M 36
###222777 38 F 38-27 9.5 I W 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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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Contributing factors in the cases exhibiting replacement root
resorption

Table 4.Contributing factors in the cases exhibiting inflammatory root
resorption

* :발치한 경우를 표시함.

CCCaaassseee
NNNooo.AAAgggeeeSSSeeexxx

AAArrreeeaaa
ooofffoooppp...

EEEOOO tttiiimmmeee
(((mmmiiinnn)))

RRRcccttt
mmmeeettthhhoooddd

IIInnniiitttiiiaaalll
ssstttaaabbbiiillliiitttyyy

RRReeeccciiipppiiieeennnttt
ssstttaaattteee

FFFiiirrrsssttt
dddeeettteeeccctttiiiooonnn
(((mmmooonnn)))

AAAnnnkkkyyylllooosssiiisss
fffiiirrrssstttdddeeettteeeccctttiiiooonnn

(((mmmooonnn)))
###111 63 M 18-47 12.1 I G M 30 30
###222 21 F 38-36 6 I G M 24 18
###333 22 M 14-45 10.2 I M E 12 12

CCCaaassseee
NNNooo...

RRReeesssooorrrppp...
aaarrreeeaaa AAAgggeeeSSSeeexxx

AAArrreeeaaa
ooofff
oooppp...

EEEOOO
tttiiimmmeee
(((mmmiiinnn)))

RRRcccttt
mmmeeettthhhoooddd

IIInnniiitttiiiaaalll
ssstttaaabbbiiillliiitttyyy

RRReeeccciiipppiiieeennnttt
ssstttaaattteee

FFFiiirrrsssttt
dddeeettteeeccctttiiiooonnn
(((mmmooonnn)))

AAAnnnkkkyyylllooosssiiisss
fffiiirrrssstttdddeeettteeeccctttiiiooonnn

(((mmmooonnn)))
###111

cervical

33 F 28-37 5.2 I M M 18 no
###222 34 F 14-46 5.7 I M M 42 18
###333 22 M 18-46 - I M M 36 no
###444 51 F 28-36 2.7 none G E 18 no
###555 46 M 38-37 6.2 I M M 30 no
###666 22 M 28-37 15.3 E W M 12 no
###777 31 F 38-37 5.5 I - M 36 1
###888 50 F 28-37 11.7 I W M 30 no
###999 apical 50 F 18-36 11.7 E G M 6 no
###111000 38 F 38-27 9.5 I W E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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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Contributingfactorsinthecasesexhibitingperiodontalproblems

Table6.Contributingfactorsinthecasesexhibitingothercomplications

CCCaaassseee
NNNooo...AAAgggeeeSSSeeexxx

AAArrreeeaaa
ooofff
oooppp...

EEEOOO
tttiiimmmeee
(((mmmiiinnn)))

RRRcccttt
mmmeeettthhhoooddd

IIInnniiitttiiiaaalll
ssstttaaabbbiiillliiitttyyy

RRReeeccciiipppiiieeennnttt
ssstttaaattteee FFFaaaiiillluuurrreeecccaaauuussseeesss

###111 26 M 18-46 3.7 I G E 이식시 방향설정 잘못
###222 29 M 28-36 9.1 E M E boneprep시 인접 치근을 손상
###333 52 M 28-47 - I W E shortroot,2ndperio
###444 57 F 18-46 11 - - shortroot
###555 46 M 48-26 - I G E shortroot
###666 50 F 38-26 11 I W M 이식시 방향 설정 잘못함.
###777 37 F 38-17 7.6 I W M shortroot
###888 29 M 18-37 6.1 - W E noRCT
###999 32 F 37-36 9.2 I G M 2ndmesialrootfx.
###111000 46 M 28-37 1.2 - G E noRCT
###111111 37 F 34-26 3.6 I G M 보철 전략적 문제
###111222 26 F 38-36 18.2 E W E 공여치 상태:mesialangulation

CCCaaassseee
NNNooo.AAAgggeeeSSSeeexxx

AAArrreeeaaa
ooofff
oooppp...

EEEOOO
tttiiimmmeee
(((mmmiiinnn)))

RRRcccttt
mmmeeettthhhoooddd

IIInnniiitttiiiaaalll
ssstttaaabbbiiillliiitttyyy

RRReeeccciiipppiiieeennnttt
ssstttaaattteee

FFFiiirrrsssttt
dddeeettteeeccctttiiiooonnn
(((mmmooonnn)))

CCCaaauuussseeesss

###111 43 M 48-37 7.7 I W M 5 poordonorperio.
###222 34 F 18-17 - I W M 48 2ndperioproblem
###333 46 M 28-22 20.6 E W E 7 recipientbone

deficiency
###444 55 M 38-36 16.1 E W E 12 2ndperio
###555 54 M 48-46 - I G M 72 2ndperio
###666 39 M 18-45 5.9 I W M 3 poordonorperio
###777 50 M 48-46 7.5 I W M 5 poordonorperio
###888 60 M 18-47 6.1 I M M 6 poordonorperio
###999 59 M 28-27 16.4 I W E 12 poordonorperio
###111000 60 F 38-37 7.6 I G M 30 2ndperio.
###111111 28 F 28-37 4.5 I W E 3 poorapposition
###111222 50 M 28-37 7 I W M 36 poordonorperio
###111333 52 M 38-37 - - - E 6 recipientbone

deficiency

###111444 33 M 38-37 - - - E 6 recipientbone
de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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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발치된 증례 및 원인별 분류
평가된 313명의 환자 중에서 발치를 시행한 환자의 수는 총 21예 이었으며,발
치를 시행한 원인에 따른 분류는 다음 Table.7과 같다.

Table7.Causesoftoothlossintheproblematiccases

*발치된 증례 중,유착 및 염증성 치근 흡수가 동시에 나타난 증례는 원인이 염증성 치근
흡수 이었으므로 유착의 발치 증례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333...술술술 전전전 및및및 술술술식식식 중중중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소소소들들들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위에 나타난 합병증 가운데 유착 및 치주적 문제에 있어서 술 전 및 술식 중의
영향 요소들이 관계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그런데 모든 환자가 재검에
응하지는 않았고,또 재검에 응한 환자도 내원 시기가 검진 일정에 정확히 일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결과적으로 각 환자마다 기록된 검진 일정이 일정
하지가 않았다.그러므로 통계 처리를 위하여,술 전 및 술식 중의 영향 요소들과
의 관계성 분석은 술 후 1년 검진의 기록이 있는 증례만을 모아서 대상으로 하였
으며,이의 범위는 술 후 7개월에서 18개월 까지 내원한 환자로 하였다.이러한 기
준으로 분류된 1년 검진시 내원한 환자의 수는 134명이었으며,이 중 유착을 나타
낸 환자는 16명,치환성 치근 흡수를 나타낸 환자는 2명,염증성 치근 흡수를 나타
낸 환자는 7명,치주적 문제를 나타낸 환자는 12명이었다.이 증례들을 대상으로
유착 및 치주적 문제의 합병증을 나타낸 증례가 술 전 및 술식 중의 영향 요소들
과 관계성이 있는지 통계 분석해보았다 (Table8).

질질질환환환 발발발생생생 개개개수수수 발발발치치치 개개개수수수 발발발치치치개개개수수수///발발발생생생개개개수수수 (((%%%)))
AAAnnnkkkyyylllooosssiiisss 27 0 0
RRReeeppplllaaaccceeemmmeeennnttt
RRReeesssooorrrppptttiiiooonnn 3 0 0
IIInnnffflllaaammmmmmaaatttooorrryyy
RRReeesssooorrrppptttiiiooonnn 10 3 30.0
PPPeeerrriiiooodddooonnntttaaalll
ppprrrooobbbllleeemmm 14 10 71.43

기기기타타타 12 8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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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Relationshipbetweenthevariousclinicalvariablesandcomplicationsat
1-yearcheck-up

가.유착 증례에 있어서의 구강 외 시간,수여부 상태,연령과의 관계
구강 외 시간을 0-10분,10-20분,20분 이상으로 나누어서 그룹간의 유의성을 비
교한 결과 Table8.에서와 같이 유의할만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7694).수여
부의 상태에 따라서는 발치를 하자마자 이식한 경우보다 골 와동을 형성하여 이
식한 경우에서 유착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p<0.05).연령에 있어서는
40세 이상에서 보다 40세 이하인 경우가 유착 증례가 유의성 있게 더 많이 나타
났다(p<0.05).

VVVaaarrriiiaaabbbllleee 전전전체체체No. No.& % with
AAAnnnkkkyyylllooosssiiisss

P.
value

No.& % with
PPPeeerrriiiooo...ppprrrooobbbllleeemmm

P.
value

EOtime 0-10.0 86 10 11.76
0.7694

8 9.41
0.085110.1-20.0 32 5 15.63 2 6.25

20< 5 0 0 1 20.00
RCT
method

Intraoral 98 13 12.40
0.0946

10 10.20
0.0927Extraoral 22 2 9.09 2 9.09

None 12 1 8.33 0 0
Initial
Stability

Good 53 6 11.32
0.0520

0 0
<.0001moderate 34 5 14.71 2 2.94

weak 50 4 10.53 11 23.68
Donor
tooth

Mn.molar 63 7 9.52

0.3949

6 9.52

0.0003Mx.molar 52 6 11.54 6 11.54
Incisior,canine,
premolar 18 3 21.05 0 0

Recipient Missing 72 13 18.06 0.0203 7 9.72 0.7596Extraction 61 3 4.92 5 8.20
Sex Male 76 8 10.53 0.5634 9 11.84 0.1803Female 58 8 13.79 3 5.17
Age 0-20 10 0 0

0.0135

0 0

<.0001
21-40 53 10 15.87 1 1.59
41-60 47 4 8.51 8 17.02
60< 10 1 10.00 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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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주적 문제의 증례에서 초기 고정도,공여치의 종류 및 연령과의 관계
치주적 문제를 나타낸 증례에 있어서 초기고정도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즉 초기고정도가 약할수록 치주적인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
(p<0.05).공여치의 종류에 있어서는 상악 대구치인 경우가,연령에 있어서는 40세
이상에서 더 치주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다(p<0.05).

다.1년 검진된 그룹에서의 발치된 증례의 원인별 분류
1년 검진한 그룹에서는 발치된 증례는 총 12예이다.발치된 증례에 있어서 원인
에 따른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Table9.).

Table9.Causesoftoothlossintheproblematiccasesatthe1yearcheck-up

*발치된 증례 중,유착 및 염증성 치근 흡수가 동시에 나타난 증례는 원인이 염증성 치근
흡수 이었으므로 유착의 발치 증례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질질질환환환 발발발생생생 개개개수수수 발발발치치치 개개개수수수 발발발치치치개개개수수수///발발발생생생개개개수수수 (((%%%)))
AAAnnnkkkyyylllooosssiiisss 16 0 0
RRReeeppplllaaaccceeemmmeeennnttt
RRReeesssooorrrppptttiiiooonnn 2 0 0
IIInnnffflllaaammmmmmaaatttooorrryyy
RRReeesssooorrrppptttiiiooonnn 7 2 28.57
PPPeeerrriiiooodddooonnntttaaalll
ppprrrooobbbllleeemmm 12 3 25.00

기기기타타타 9 7 77.78



- 16 -

IIIVVV...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보존과에서 자가치아이식술을 시행한 환자의
술 후 검진 내용을 분석하여 자가치아이식술 후의 경과를 관찰하고 합병증이 발
생한 증례에 있어서 술 전 및 술식 중의 원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체 환자 중에서 최소 6개월에서 술 후 검진을 시행한 31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최고 10년 3개월까지 검진을 시행하였고,평균 술 후 검진 기간은 2년 3개월이
었다.술 후 검진은 임상 검사 및 방사선 검사로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 중에 술
후 문제를 보인 증례들을 각 병변에 따라 유착,치환성 및 염증성 치근 흡수,치주
적 문제,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유착은 평가된 313명의 환자 중에서 총 27예에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3예에서
치환성 치근 흡수를 나타내었다.유착이 발생한 증례 가운데 염증성 치근 흡수가
동반되어 이로 인해 발치된 증례는 3개가 있으나,유착이 원인이 되어 발치된 증
례는 없었다.유착의 발견 시기는 술 후 2개월에서부터 42개월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근 흡수는 평가된 313명 환자 중에서 총 13예에서 나타났으며,이 중에서 치환
성 치근 흡수가 3예,염증성 치근 흡수가 10예에서 나타났다.치환성 치근 흡수의
경우는 모두 유착을 보였었으며,세 증례 모두 치환성 치근 흡수의 발견 시기는
술 후 12개월 이상이었다.치환성 치근 흡수를 나타낸 3증례의 구강 외 시간은 6
분,10분 12초,12분 7초로 유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강 외 소요 시간보다는 발
치 과정이나 시술 과정 중에서의 치근면 손상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치근면 손상 정도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므로,이에 대해서는 부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또한 골 와동 형성의 마무리 단계시 발치된
공여치를 수용부의 골 와동에 적합 시키는 과정에서 치근 면에 손상을 주었을 가
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CARP모델을 미리 제작하여 수용부를
모델에 맞게 미리 성형함으로써 구강 외 시술 시간을 줄이고,치근손상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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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지만,유착 및 치환성 치근 흡수의 발견시기가 12개
월 이상이고 가장 길게는 30개월에서 나타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치환
성 치근 흡수를 나타내지 않은 유착 증례 역시 치환성 치근 흡수의 가능성은 있
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좀 더 장기적인 예후 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염증성 치근 흡수를 나타낸 10예 중에서 치경부 부위에서 염증성 치근 흡수를 나
타낸 경우가 8예,치근단 부위에서 나타낸 경우가 2예가 있었다.염증성 치근 흡수
를 나타낸 10예 중에서 발치한 개수는 3예가 있었다.Bardsen등은 자가치아이식
술을 시행한 408개의 증례에 대해서 20년간 관찰한 후 치근 흡수를 나타낸 증례
를 보고하였는데,치경부에서의 흡수가 40예(9.8%),치근단 부위에서의 흡수가 18
예 (4.4%)로 보고하였다.치근단 부위에서의 염증성 치근 흡수는 주로 치수 기원
의 문제이며 이는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요소 -치근의 발달정도,구강 외 소
요시간,치수 괴사,근관 치료의 실패 등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특히 치근첨이
완전히 형성된 영구치를 이식한 경우에는 근관 치료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을 경
우 치수 기원의 치근단 병변이 발생되고 염증성 치근 흡수를 일으킬 수 있다
(Hasselgren1977,Schwartz1988).본 연구에서는 술 후에 예정된 근관 치료를
환자의 미내원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증례는 예외적으로 2예 있었
으며,이는 술식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기타 문제 발생 분류에 포함하였고,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례에서는 근관 치료,치근단 절제술 및 역충전을 시행하여 치
수 기원의 염증성 치근 흡수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근관 치료의 실패로 인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하지만 이
와는 다르게 치경부에서의 치근 흡수는 치근단 부위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치근 흡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요소는 발견하
지 못하였다.이는 공여치를 발치시에 겸자 및 기자를 통해 강하게 손상 받을 수
있는 부위가 치경부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이러한 수술 과정에서의 치주 인대
손상이 가장 큰 요인을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치주적인 문제는 14예에서 나타났으며,이 중 10예에서 발치되었다.치주적인 문
제를 일으킨 원인으로는 공여치의 치주가 불량한 경우가 6예로 가장 많았고,이차
적으로 구강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치주염이 발생한 경우가 4예,이 외에 이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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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치주적 상태가 안 좋거나 치조골이 부족하였던 경우가 3예,발치와가 너무
커서 적합 시키기 어려웠던 경우가 1예 있었다.
위에서 말한 유착,치근 흡수,치주적인 문제 이외의 기타적인 이유로 병변이 발
생한 경우는 12예가 있었다 (Table7.).공여치의 짧은 치근 길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증례가 4예 있었고,술 후 근관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수술을 시행하였
으나 환자가 수술 후 내원하지 않아서 근관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고,그 후 치
근단 병변이 발생하여 주위 치주 조직으로 파급되어 발치한 증례가 2예 있었다.
Trope(2002)은 치아의 재식시 괴사된 치수 조직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식
후 7-10일에 근관 치료를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으며,이렇게 실패한 증례를 통해
서도 이미 성숙된 영구치를 이식할 경우 근관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
할 수 있다.또,수술 중에 골 와동의 형성시 식립 방향을 잘못 잡아서 초기 고정
을 얻지 못했던 경우가 2예 있었으며 수술 후 잘 사용하다가 저작 중 치근이 파
절된 경우가 1예,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보철 전략적인 이유로 발치한 경우가 1
예,골 와동 형성시 인접 치근을 손상시킨 경우가 1예,마지막으로 근심으로 기울
어진 하악 제 3대구치를 제 1대구치 부위로 옮겨서 골을 재생할 목적으로 이식한
증례(Table5.의 No.12)가 있었으며 이 경우 장기간 사용할 목적의 수술은 아니
었으나 6개월 후 심한 동요도로 일찍 발치한 경우가 1예 있었다.

위에서 나타난 합병증들이 술 전 및 술식 중의 요소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술 후 검진 시기가 일정한 그룹을 분류하였다.이는 자가치아이
식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가 다 검진에 응한 것은 아니었으며,검진에 응한 환자들
도 환자마다 내원 시기가 제각기 달라서 일관된 통계를 시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
이다.이에 술 후 검진 시기별로 내원한 환자를 분류하였으며,술 후 7개월에서 18
개월 사이에 내원한 환자를 술 후 1년 검진 그룹으로 정하였고,Table1.에서 보
듯이 이 그룹의 내원한 환자의 수는 134명이었다.134명의 환자의 자가치아이식술
에서 나타난 합병증은 유착이 16명,치환성 치근 흡수가 2명,염증성 치근 흡수가
7명,치주적 문제가 발생한 환자가 12명이었다.여기에서 유착 및 치주적 문제에
대하여 술 전 및 술식 중의 요소와의 상관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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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에 보듯이 1년 술 후 검진을 받은 그룹에서 유착을 나타낸 증례에서 구
강 외 시간은 최저로는 발치 후 즉시 식립된 증례부터 최장 23분 18초로 평균 8.9
분을 나타내었으며,이는 전체 평균 구강 외 시간인 8.2분과 비교할 때,univariate
analysis와 logisticregressionanalysis에서도 유의할만한 차이는 없었다.즉,본
연구에서 보인 구강 외 시간대 (즉시 ~23분18초)내에서는 유착에 있어서 구강
외 소요시간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이보다는 발치 기법이나 치
근면 처치와 같은 다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유착을 보인 증례
들에서는 수여부의 상태에 따라서 유의할만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발치를 하자
마자 바로 이식한 경우에 비해서 치아가 없는 상태,즉 골 내로 와동을 형성하고
이식한 경우에 더 유착 증례가 많이 나타났다.이에 대해서는,Andreasen등이 원
숭이의 치아를 대상으로 하여 재식술을 시행할 때 공여치의 치근면과 발치와 내
부의 치주인대세포의 영향을 알아본 실험을 시행하였는데,이 실험에서는 공여치
의 치주인대세포의 존재 여부는 치환성 치근흡수를 줄이고 정상적인 재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발치와 내부의 치주인대세포의 존재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었다.하지만 이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고,실험 후 8
주 후에 표본을 만들어 관찰한 결과인 것인 반면 (Andreasen,1980),본 연구에서
는 실제 사람에서 시행한 자가치아이식술이었고,유착의 발생 시기 역시 술 후 2
개월에서부터 술 후 42개월에 나타난 것을 관찰한 결과라는 점에서 좀 더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이는 Tsukiboshi의 220개의 자가치아이식 증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치아를 발치한 후 바로 이식한 경우가 골 내로 와동을 형성하고 이식한
경우보다 높은 survivalrate를 보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Tsukiboshi,2002).
이러한 차이는 발치한 후에 잔존하는 치주인대 세포가 다른 치아를 이식한 후에
도 정상적인 조직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Shimada,1998).
1년 술 후 검진을 받은 그룹에서 치주적인 문제가 발생한 증례에 있어서는 환자
의 초기고정도 및 공여치의 종류,연령이 유의할만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Table
8.).즉,단근치에 비해서는 다근치가,다근치 중에서는 상악 대구치에서 더 치주적
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였는데,이는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의 복잡성에 따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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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생관리의 정도에서 온 차이로 생각되어진다.연령의 경우에서는 20-40대의
연령보다 40대 이상의 연령의 경우에서 더 치주적인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
며,이는 연령에 따른 치주적인 문제나 공여치의 해부학적 형태에 따른 구강 위생
관리 정도가 자가치아이식술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며,이렇게 치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나 구강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실패율이 높아질 수 있음
을 미리 예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함을 인지시켜준다.초기 적합도라는 요
인은 이식치의 고정 및 혈액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특히 이러한 초기 적
합도는 다른 술 후 합병증에서 보다 치주적인 문제와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
여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Andreasen 등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Andreasen,1993)양호한 초기 적합도가 공여치의 치근면에 대한 원활한 혈류 공
급에 기여하여 치유 과정을 촉진하기 때문인지 단지 초기의 양호한 적합이 물리
적으로 음식물의 침착을 막아주는 물리적인 효과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으나,분명
한 것은 가급적 수용부의 골 와동을 공여치의 크기에 가급적 비슷하게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양호한 초기 적합도를 얻어주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그런 측면에서 CARP모델을 이용하
는 방법이 성공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초기 고정도
가 좋지 않았던 경우는 레진-강선 고정술을 통해서 공여치의 초기 고정을 도모하
였으며,그러나 너무 오랜 기간 견고한 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이식된 치아의 치유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Kristerson과 Andreasen1983),고정 장치로 인
해 오히려 구강 위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본 연구에서는 꼭 고정이 필요
한 경우만 (initialstability:weak인 경우)3-4주 정도 시행하였고,그 외의 경우
는 봉합만으로 치아를 유지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313예 중에서는 21예에서 실패를 보였으나,모든 증례의 검
진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또 다른 곳에서 발거하고 내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백분율은 구하지 않았다.발치된 전체 증례들을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Table7.에서 보듯이 염증성 치근 흡수로 인하여 3예,치주적 문제로 인하여 10예,
기타 다른 이유로 8예가 있었다.자가치아이식술의 술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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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치주 인대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실제 최근 들어 자가치아이식
술의 임상 데이터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여
러 가지 실험 및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Lee,2001,Tsukiboshi,2002).이를 통
해 치주 인대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발치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하지만 오
히려 치주적인 문제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발치되는 경우가 더 많다.특히
치주적인 문제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상관성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볼 때,적절한 증례 선택,술 후의 좋은 초기 적합도,구강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다.

소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이 경우 어떠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 증례에 있어서의 조건과 임상가의 판단에 의해 이루
어질 것이다.자가치아이식의 경우 다른 수복 방법에 비해 한 번의 외과적 술식으
로 즉각적인 치아 수복이 가능하고,추후 교정 치료와 병행해서 좀 더 복합적인
치료도 가능하며 성장이 끝나지 않은 유년기 아동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치조골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유 수용기 유지로 저작 감각이 회복된다
는 이점이 있다 (Cohen1995).하지만 다른 모든 술식들과 마찬가지로 자가치아이
식술의 경우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도 유착,치근 흡수,
치주적 문제 등의 합병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병증을 최소
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술 전 및 술식 중의 요소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 확
인하는 과정이며,본 연구에서는 유착 및 치주적인 문제를 보인 증례들을 통해서
수용부의 상태,환자의 연령,초기 고정도 및 공여치의 종류 등이 상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하지만 치근 흡수와 같은 합병증의 경우 발생 개수가 적
어서 상관성을 살펴보기 어려웠으며,유착과 치주적 문제와 같은 경우도 좀 더 장
기적인 연구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결과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이렇게 자
가치아이식술의 다른 합병증에 대해서도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며,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가치아이식술은 소실된 치아를 수복할 수 있는
안정된 술식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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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보존과에서 자가치아이식술을 시행한 증
례 가운데 술 후 6개월 이상 검진을 시행한 313개의 증례를 평가하여 이 가운데
술 후 합병증을 보인 증례들을 각 병변에 따라 유착,치환성 및 염증성 치근 흡수,
치주적 문제,기타 등으로 분류 하였다.유착은 총 27예에서 나타났고,이 중 3예
에서 치환성 치근 흡수가 나타났다.치근 흡수의 경우 검진에 응한 환자 중에서
총 13예에서 나타났으며,치환성 치근 흡수가 3예,염증성 치근 흡수가 10예에서
나타났다.염증성 치근 흡수의 경우 이 중 8예는 치경부에서,2예는 치근단부에서
나타났다.치주적 문제는 총 14예에서 나타났으며,이 외에 기타적인 원인이 12예
있었다.발치는 평가된 313명의 환자 중에서 총 21예에서 나타났으며,염증성 치근
흡수로 3예,치주적인 문제로 10예,기타 원인으로 8예에서 발치되었다.
이러한 합병증이 술 전 및 술식 중의 요소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술 후 7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내원한 환자를 1년 술 후 검진 그룹으로
분류하여 이 그룹 내에서 유착 및 치주적 문제의 합병증과 술 전 및 술식 중의
요소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먼저 유착 및 치환성 치근 흡수는 구강 외 소요시
간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유착의 경우,수용부의 상태에 있어서 골 내로 와동
을 형성하여 이식한 경우가 수여부의 치아를 발치하자마자 공여치를 이식한 경우
보다 유착이 많이 나타나고,40세 이전의 연령군이 40세 이후의 연령군보다 유착
이 많이 나타나는 상관성을 보였다.치주적 문제는 환자의 연령,공여치의 종류 및
초기 고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단
근치보다는 다근치에서,또 초기고정도가 약할수록 술 후 치주적 문제가 많이 발
생하는 것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치아이식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술 전 및 술식 중
의 요소와의 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이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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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RReeelllaaatttiiiooonnnssshhhiiipppbbbeeetttwwweeeeeennncccooommmpppllliiicccaaatttiiiooonnnsssaaannndddppprrreee---aaannndddiiinnntttrrraaaooopppeeerrraaatttiiivvveee
fffaaaccctttooorrrsssiiinnn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aaauuutttoootttrrraaannnsssppplllaaannnttteeedddttteeeeeettthhh

SSSuuueee---BBBiiinnnPPPaaarrrkkkDDS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SSeeeuuunnnggg---JJJooonnngggLLLeeeeee,D.D.S,M,S,D.,Ph.D.)

Autotransplantationisaviableoptionforrestoring missing teeth.This
studyexaminedtheeffectsofpre-andintraoperativefactorsbyevaluating
313patientswhohadundergoneautotransplantation.
Threehundredandthirteenpatients,whounderwentautotransplantation
atYonseiUniversityDentalHospital,wereselected.Theperiodbetween
theoperationandthelatestpostoperativeevaluationrangedfrom 6months
to10yearswithanaverageof2.2years.Theproblemsassociatedwith
theprocedurewereclassified asankylosis,replacementrootresorption,
inflammatory rootresorption,periodontalproblems,andothercauses.Of
the313initialpoolofsubjects,thosewho presented fortheone-year
follow-up exam were furtherevaluate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severalpre- and intraoperative factors including gender,age,extraoral
time,typeofdonortooth,conditionofrecipientsite,methodofrootcanal
treatment,andinitialstability.
Ofthe313patients,ankylosiswasobservedin27cases,replacement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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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rptionin3,inflammatoryrootresorptionin10,periodontalproblemsin
14,andotherproblemsin12cases.Theresultsoftheone-yearfollow-up
examinationsshowednocorrelationbetweenankylosisandtheextraoral
time,atleastwithin therangeshown in thisstudy (immediateto23
minutesand18seconds.)Ontheotherhand,theconditionoftherecipient
siteandageshowedapositivecorrelationwiththeincidenceofankylosis.
Ankylosisoccurred morecommonly in thecaseswherethedonorteeth
wereplacedinthefreshbonethanintheextractedsockets.Inaddition,
thoseaged40yearsormoreshowedahigherrateofankylosisthanthose
under40.Periodontalproblemsoccurredmoreoftenintheolderpatients,
inmulti-rootedteeth,andincaseswithpoorerinitialstability.Amongthe
21 extracted cases,3 were from inflammatory rootresorption,8 from
periodontalproblems,and10from othercomplications.

Key words:autotransplantation,complications,ankylosis,rootresorption,
periodontalcomplications,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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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Table 10. Raw data of the 313 autotransplantation surgery cases

Pt No Pt Name Age Sex Operation area Causes of tooth loss Operation date 

7186514 김혜선 34 F 23 Impaction 2001-02-06

7197056 서숙 47 F 38→37 root rest 2001-05-15

7002713 이준희 19 M 38→37 Adv.DC 2001-06-05

7195720 김효순 43 F 3817 missing 2001-08-07

7302266 이춘수 24 F 48->47 apical periodontitis 2004-07-27

7216873 임낙천 26 M 18→46 Vertical root fracture 2001-11-23

7223913 최이슬 14 F 14→25 missing 2002-04-18

7122032 박기홍 13 M 25→14 missing 2001-11-20

7152624 김현주 38 F 48→36 missing 2001-02-13

7191582 김정훈 31 M 48→47 missing 2001-03-06

7194359 윤진숙 29 F 38→37 missing 2001-04-03

7032115 이병주 17 M 18→36 missing 2001-07-31

7020519 이기호 56 M 48→17 fracture 2001-07-10

7243904 강동훈 32 M 28→37 Cr fx 2002-09-17

7193693 이진경 20 F 48→47 root rest 2001-10-16

7191146 진연아 34 F 28→37 missing 2001-06-26

7191146 진연아 34 F 24→36 missing 2001-06-26

7222113 성지은 33 F 18→37 missing 2002-05-28

7233650 이순재 46 M 28→37 missing 2002-04-30

7189465 김선미 22 F 18→46 missing 2005-06-21

7326636 김혜정 39 F 28→27 missing 2005-04-12

7045455 권위진 34 F 21 missing 2003-03-25

7250373 황영희 51 F 28→36 missing 2003-01-03

7173817 최을규 65 F 48→17 missing 2001-01-02

7037598 안병섭 52 M 48→37 Adv.periodontitis 1995-10-28

7166978 조한서 36 M 15→37 Vertical root fracture 2000-05-17

7287414 이나경 33 F 48→47 adv. dental caries 2004-02-24

7203249 김상희 31 M 28→37 missing 2005-12-20

7325513 조승현 16 M 23→63 adv. dental caries 2006-03-28

7209460 이윤 23 M 48→46 root rest 2001-09-14

7325513 조승현 16 M 13→53 adv. dental caries 2006-03-28

7242654 최미자 46 F 44→25 missing 2003-05-27

7328910 서정호 22 M 18→46 missing 2005-05-03

7203785 장요재 23 F 48→47 Adv.dental caries 2001-07-31

7228346 함상숙 33 M 14→46 missing 2002-07-12

7237014 권혁 25 M 48→37 Adv. periodontitis 2003-09-16

7271449 장소연 30 F 28→27 Cr. Fracture 2005-06-28

7220545 송금란 36 M 24→36 missing 2001-12-11

7242654 최미자 46 F 34→24 missing 2003-05-27

7208625 조현영 26 F 38→37 Adv. Dental caries 2001-09-21

7196193 선우소영 36 F 18→46 dental caries4.03 2001-06-26

7239493 이연미 40 F 28→26 missing 2002-06-14

7211173 김태유 30 M 38→37 missing 2003-10-21

7191858 조은아 31 F 38→47 dental caries 2001-04-24

7297039 정수남 47 M 28→37 missing 2004-05-11

7048647 박찬문 33 M 38→37 dental caries(subgingival) 1996-12-17

7129404 구본철 31 M 38→37 Vertical root fracture 1999-04-30

7218627 김석진 44 M 48→47 dental caries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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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975 박종광 24 M 38→37 Cr fx 2002-07-16

7208846 양희경 33 F 48→47 root rest 2002-09-17

7258701 장성구 34 M 27→36 missing 2003-04-01

7253261 이두남 29 F 28→37 root rest 2003-06-17

7253847 김자상 39 M 48→47 missing 2003-07-08

7209612 정재승 26 M 18→46 missing 2001-11-09

7261849 강영순 48 F 38→37 missing 2003-05-20

7209612 정재승 26 M 28→36 missing 2001-12-11

7222475 한영옥 27 F 18→17 root rest 2002-01-04

7039750 이한복 53 M 48→26 crack 1999-04-14

7172923 손덕원 30 M 28→16 root fracture 2000-07-05

7302180 팽혜령 13 F 14->45 congenital missing 2004-07-27

7287568 김계자 60 F 48→47 missing 2004-01-20

7265768 이덕임 46 F 48→17 fracture 2003-06-17

7253772 채동수 39 M 28→35 missing 2003-07-01

7192439 서종현 33 M 18→36 missing 2001-04-03

7192439 서종현 33 M 28→37 missing 2001-04-03

7267732 안경섭 35 M 28→37 missing 2003-06-24

7006240 최병철 66 M 18→37 root fracture 2003-05-13

7261644 박푸른솔 19 M 38→37 missing 2003-07-22

7289762 권영경 43 F 48→47 Adv. periodontitis 2004-02-17

4224170 이희영 15 F 13→13 impacted tooth 2006-02-28

7218280 이순덕 27 F 14→47 missing 2002-01-22

7218280 이순덕 27 F 24→46 missing 2002-01-22

7054283 김영희 34 M 38→37 missing 2003-02-10

7271199 민춘식 55 M 48→47 missing 2003-07-15

5002309 최주원 21 M 25→21 missing 2006-01-24

7000166 김분이 59 F 38→17 missing 2001-01-09

7245918 이상호 28 M 38→36 missing 2002-10-08

7193091 이현기 39 M 48→47 Vertical root fracture 2001-05-29

7191247 이효익 50 M 18→47 missing 2001-06-12

7203249 김상희 27 M 38→37 missing 2001-07-10

7251613 구세라 22 F 25→15 missing 2003-01-14

970754 송혜정 25 F 48→47 missing 2000-01-06

7191146 진연아 34 F 14→46 missing 2001-11-06

7264374 박순영 32 F 18→46 missing 2003-06-03

5089568 오제연 42 M 38-36 missing 2006-06-27

4026871 유병일 57 M 38-26 missing 2006-10-10

7187260 노승용 22 M 48→47 missing 2001-04-24

7173232 이의수 22 M 28→27 splited tooth 2001-02-06

7253772 채동수 39 M 18→45 delayed retention of #75,#85 2002-12-20

7252803 박문규 20 M 48→47 missing 2003-02-25

7019737 박의림 64 M 18→36 Vertical root fracture 2000-04-19

7189003 조의령 26 F 48→37 missing 2001-02-13

7190814 이수진 21 F 38→36 missing 2001-03-13

7193806 이동기 37 M 18→37 root rest 2001-09-25

7230486 조정웅 60 M 18→47 missing 2003-03-18

5139365 이은정 32 F 48-47 missing 2006-10-31

7253999 백효욱 12 M 14→35 congenital missing 2005-08-23

7015906 박은영 22 F 48→47 adv. dental caries 2006-03-28

7153554 구정숙 29 F 28→17 root rest 2004-04-13

7241832 주형수 42 M 48→47 missing 2002-08-09

7256729 최한규 46 M 38→37 dental caries 2003-06-03

7288536 권선명 46 F 28→36 missing 2004-01-27

7083138 박재혁 57 M 38→37 missing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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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5755 장창수 25 M 48→46 root rest 2003-01-28

5035324 송정희 48 F 18→17 missing 2006-03-14

7117986 윤종현 25 M 28→47 dental caries(subgingival) 2001-01-09

7243904 강동훈 32 M 48→37 split tooth 2003-03-04

7288858 여경남 60 M 28→27 missing 2004-02-10

7267732 안경섭 35 M 48→36 missing 2003-06-24

7153750 김이형 29 M 38→47 crack 2000-01-18

7172033 박은홍 34 M 48→46 Adv.periodontitis 2000-08-30

7249064 이은화 34 F 18→36 missing 2002-12-10

7193166 정정자 57 F 37 missing 2001-10-31

7163003 진동희 66 M 28→37 missing 2001-06-05

7188073 김도윤 21 M 38→36 missing 2001-02-13

7247307 노연실 31 F 28→47 missing 2002-10-11

7250898 김영미 26 F 48→46 missing 2002-11-26

7186087 라영희 35 F 38→37 root rest 2001-02-27

7132273 정지연 25 F 48→36 root rest 2001-10-12

7207582 안성호 35 M 28→47 Adv.dental caries 2001-11-13

7265315 김수정 31 F 18→36 dental caries 2003-06-03

7257813 정구현 32 M 38→37 missing 2003-06-10

7258748 신동원 49 F 48→47 missing 2003-04-01

7124412 김소남 67 F 18→46 F-missing 1999-05-31

7190985 최태진 50 M 28→37 missing 2001-03-06

7194556 이용세 50 M 18→47 missing 2001-04-03

5073151 라윤아 27 F 38-37 missing 2006-07-04

7287451 손지원 29 F 48→37 Adv. periodontitis 2003-12-30

7250043 최현미 35 F 28→37 Adv. Dental caries 2003-05-06

7274416 민성진 30 M 28→47 Adv. periodontitis 2003-09-02

7283643 조혜숙 52 F 48→36 missing 2003-12-16

7123546 이도윤 29 M 28→47 Adv. Dental caries 1999-02-02

7053364 황정숙 46 F 48→47 Adv.periodontitis 2000-05-10

7254901 유병화 50 F 48→46 missing 2003-01-10

2994514 강소정 25 F 38-26 missing 2006-09-26

7290376 유연근 29 M 46→27 Cr. Fracture 2004-05-18

7302203 이정희 23 F 28->36 missing 2004-08-03

7182014 김영학 37 M 18→47 root rest 2000-10-25

7186665 김종애 60 M 38→37 missing 2001-01-30

7191142 유영여 50 F 38→17 Adv.periodontitis 2001-03-20

7191833 한백병 43 M 48→37 missing 2001-03-27

7192525 이홍균 34 M 48→37 missing 2001-04-03

7217899 김효주 22 F 48→47 split tooth 2001-10-23

7248390 박수봉 56 M 28→37 missing 2002-12-27

7159145 오남미 43 F 38-37 missing 2006-08-22

7071693 권오왕 29 M 38→36 furcation perforation 1998-02-10

7074171 윤순득 42 F 18→47 missing 2000-04-11

7209460 이윤 26 M 48→46 missing 2003-06-03

7284578 김지영 10 F 17→27 missing 2004-02-03

7206318 김민영 21 F 27→36 missing 2001-07-31

7219132 나선옥 36 F 18→47 missing 2001-12-14

7288562 김민영 24 F 48→46 Adv. periodontitis 2004-02-17

7336829 김해경 41 F 48→46 missing 2005-09-06

7187214 이근규 44 M 18→47 missing 2001-02-13

7229520 정남인 19 F 38→37 missing 2002-10-04

7260718 한종숙 49 F 38→37 crack 2003-03-25

5002825 유진이 21 F 13→12 impacted tooth 2005-11-29

7310075 양유정 15 F 32→21 missing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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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622 장석자 59 F 18→47 missing 2002-12-13

7136054 박덕만 46 M 48→37 missing 2004-01-20

7244196 서철 41 M 48→36 Adv. periodontitis 2004-02-24

7134093 강영호 54 M 48→46 missing 1999-06-02

7226201 최원준 30 M 18→47 missing 2002-10-18

7082626 정문태 41 F 38→37 vertical fracture 1997-12-02

7150119 김정현 19 F 28→37 missing 1999-11-16

7150119 Kim Heliany 19 F 28→37 missing 1999-11-16

7028891 성기정 66 F 38→36 missing 2000-07-05

7191865 송현숙 29 F 38 37 split tooth 2001-09-18

7107287 지정훈 34 M 18→26 Adv.periodontitis 2001-10-16

7291199 박영희 24 F 38→37 root rest 2004-03-02

7287451 손지원 29 F 37→36 missing 2003-12-30

5052668 조덕용 19 M 38→37 root resorption 2006-04-25

7276519 조영재 48 M 28→36 root rest 2003-09-09

7328910 서정호 26 M 38→37 missing 2006-03-14

7248260 박용균 38 M 48→46 missing 2002-11-15

7254991 이건영 53 M 48→47 Vertical root fracture 2003-04-15

7303535 이박순 38 F 38→36 missing 2005-03-29

7328910 서정호 26 M 28→36 missing 2006-03-14

7196660 최창근 53 M 28→27 missing 2001-05-08

7220353 김동관 34 M 28->37 Adv.periodontitis 2004-07-13

5057208 박진아 32 F 48→36 root fracture 2006-05-02

7135866 용미영 35 F 48→27 perforation 1999-07-13

7189823 이옥자 47 F 28→37 missing 2001-03-06

7198326 서경 38 F 38→27 missing 2001-05-15

7200565 정병열 52 M 18→17 split tooth 2001-08-21

7220545 송금란 36 M 18→37 missing 2001-12-11

7054575 김행배 39 M 18→47 missing 2001-12-18

2870797 김봉유 30 M 48-47 missing 2006-09-12

7240047 박신선 30 M 18→37 missing 2002-07-19

7159822 박은주 34 F 48→47 dental caries(subgingival) 2000-05-03

7108029 정명자 60 F 38→37 missing 2004-03-23

7216299 장승식 25 M 18→46 root rest 2002-01-08

7299416 박준성 22 M 14→45 congenital missing 2004-06-29

7218004 김시양 26 F 38→36 Adv.dental caries 2001-11-30

7253261 이두남 28 F 18(매)→36 trans failure 2004-08-03

5018272 김상일 43 M 28→37 missing 2006-02-14

7174188 양현철 44 M 18→37 Vertical root fracture 2000-09-20

3045760 박선덕 33 F 28-25 missing 2006-10-24

7182014 김영학 38 M 28→46 missing 2000-10-26

7191008 곽영진 24 M 38→26 missing 2001-02-27

7052616 박찬옥 44 F 48→37 dental caries(subgingival) 1997-06-28

7335087 안혜정 30 F 18→47 chronic apical periodontitis 2005-10-04

7000820 강은주 31 F 48→16 missing 2006-01-24

7305495 박상범 43 M 48→47 missing 2004-08-10

5032962 임유현 23 M 18→16 Adv. Dental caries 2006-03-07

7298847 권정혜 49 F 48→17 missing 2004-05-17

7333166 황기연 52 M 48→37 missing 2005-06-28

7276771 박정숙 26 F 38→37 missing 2003-09-09

7330817 이혜경 37 F 38→36 missing 2005-10-11

7297010 윤귀자 50 F 18→36 missing 2004-05-18

7297010 윤귀자 50 F 28→37 missing 2004-05-18

7172275 정미선 31 F 18→46 root fracture 2000-07-25

7247257 김희준 26 M 48→46 missing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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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163 김노미 52 F 18→46 Vertical root fracture 1999-03-23

7232448 이원남 54 M 18→27 missing 2002-10-22

7258653 김봉덕 47 F 18->17 missing 2004-07-06

7278810 김은정 28 F 28->46 Adv. periodontitis 2004-07-09

7007090 주희성 34 F 28(모)->47 trans failure 2004-07-13

7049103 오상환 63 M 18→47 missing 2000-12-19

7305424 김희영 34 F 48->26 root rest 2004-08-03

7287462 정춘옥 47 F 48→17 Root rest 2004-02-10

7303134 서정훈 30 M 28->47 Adv.periodontitis 2004-08-10

7276336 안용석 36 M 38→37 Adv. periodontitis 2003-12-09

3108099 문국진 48 M 48→47 adv. dental caries 2006-03-07

7344781 성이제 58 F 38→37 missing 2005-11-01

2252551 허기철 47 M 18-27 missing 2006-09-05

7271449 장소연 29 F 48→17 missing 2006-01-31

7195661 신태수 56 M 48→37 missing 2001-06-12

7000820 강은주 31 F 38→26 missing 2005-11-15

7292083 원욱성 37 M 28→47 missing 2004-04-06

7335506 한상미 23 F 28→27 Adv. Dental caries 2005-08-16

7291199 박영희 24 F 28→36 missing 2004-03-02

7329320 임영숙 55 F 38→37 missing 2005-05-17

7338650 오춘근 47 M 18→26 missing 2005-09-06

7287462 정춘옥 42 F 28→37 missing 2005-12-13

7334860 황향복 47 F 38→47 chronic apical periodontitis 2005-09-13

5050266 박근국 49 M 18→47 missing 2006-04-25

7218451 전찬호 46 M 48→46 missing 2005-03-29

7238612 조진희 23 F 48→47 missing 2002-10-29

5132828 유인해 48-36 missing 2006-10-10

7296643 이재호 23 M 48→47 missing 2004-04-27

4320334 김종문 30 M 48-47 missing 2006-07-18

5100451 김주억 34 M 28-37 missing 2006-08-08

7232841 남윤정 28 F 28→36 missing 2002-05-28

7298817 정용자 60 F 27→36 Perporation 2004-06-22

3428558 노상윤 34 M 48-47 missing 2006-10-24

5118530 용선중 36 M 18-16 missing 2006-09-26

7333599 신만식 34 M 38→37 chronic apical periodontitis 2005-09-13

7268461 이영길 53 M 17→36 Vertical root fracture 2004-05-04

7243890 진보라 23 F 38→47 root rest 2002-09-03

7128929 김명진 35 M 28→36 adv. Dental caries 2004-04-27

7296810 오은주 27 F 18→46 missing 2005-12-13

5015408 안명운 51 M 18→27 implant fallen out 2006-05-09

7281750 최인호 18 M 48→46 root rest 2003-11-11

7074171 윤순득 42 F 28→37 missing 2000-02-23

7302822 김영걸 22 M 48-47 crack 2004-08-17

7020519 이기호 59 M 28→27 missing 2003-07-01

7328839 박남서 55 M 38→36 Adv. Dental caries 2005-04-15

5042789 김성택 39 M 38→37 Cr. Fracture 2006-03-21

7284540 김애현 30 M 48→46 missing 2004-05-04

7072470 민경숙 53 F 48->16 missing 2004-08-10

7013797 박미령 33 F 18→46 root rest 2003-02-25

7302822 김은희 32 F 18-17 root resorption 2004-08-31

7281657 유선희 31 F 48→36 root fracture 2003-11-25

7296810 오은주 26 F 28→37 Root rest 2004-05-11

7048654 정문수 51 M 38→36 crack 1996-12-26

7324081 장경철 41 M 28→36 missing 2005-12-06

7330817 이혜경 36 F 38→36 missing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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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810 김은정 27 F 48→36 root rest 2003-10-14

7278849 박진형 16 M 37→36 root resorption 2003-10-14

7281168 김정진 23 M 48→47 root rest 2003-10-28

7247679 장재영 32 M 27→36 missing 2003-06-24

7058392 박광식 52 M 38→37 missing 2005-08-02

5057208 임희영 21 F 38→47 missing 2006-05-02

7341644 권숙미 51 F 28→16 Adv. Dental caries 2005-10-18

5006240 송수현 25 F 48→47 missing 2005-12-20

7206945 곽미자 46 F 38→26 missing 2001-08-24

7305208 황사국 46 M 28-22 root resorption 2004-08-17

7290376 유연근 29 M 28->46 missing 2004-07-06

7330994 장영한 36 M 28→37 root fracture 2005-06-14

7290775 김병용 35 M 48→46 root fracture 2004-06-29

5129750 서창욱 39 M 38-47 missing 2006-10-17

7039750 이한복 57 M 38(자)→16 Adv. periodontitis 2004-08-24

7288449 김명수 21 F 38->47 missing 2004-07-09

7193641 고윤희 34 F 18→17 missing 2001-08-28

7305207 이동민 40 M 18→46,48→47 missing 2006-06-13

2502138 김종욱 19 M 48→47 root rest 2005-11-01

7214465 임희경 30 F 38→36 Adv. periodontitis 2004-02-03

7288449 김명수 21 F 47→47 impaction 2004-02-17

7327118 김옥선 15 F 38→37 missing 2005-04-19

7159437 윤성호 19 M 23 ectopic impaction 2003-08-06

7048654 정문수 48 M 38→36 root fracture 1996-12-24

7019133 한혜경 30 F 18→47 buccal fracture 1997-08-01

7082626 정운태 38 M 38→37 missing 1997-11-22

7187260 노승용 22 M 28→36 root resr 2001-01-16

7114492 김소연 35 F 38→46 missing 2001-03-27

7195721 김지희 42 F 38→37 missing 2001-08-07

7220835 정영실 22 F 28→26 missing 2002-04-02

7233196 이창욱 22 M 18→46 missing 2002-05-10

7233196 이창욱 22 M 28→37 missing 2005-05-03

7215555 손경희 35 F 38→37 missing 2002-05-14

7232411 오철규 30 M 38→37 missing 2002-05-21

7228688 조미진 20 F 38→37 missing 2002-05-21

7227638 김승효 27 M 28→36 missing 2002-05-31

7238261 정연문 15 M 13→53 missing 2003-07-30

7329358 정진구 43 M 37 missing 2005-04-26

3064224 장동재 24 M 22(intrasocket) Crown-root Fracture 2006-03-21

2418114 김민걸 17 M 23→63 Full impaction 2006-01-25

7210538 정승호 13 M 24-44 missing 2006-08-22

5106084 구애숙 42 F 13-13 missing 2006-08-29

5017599 천지영 34 F 23-23 missing 2006-08-29

5103976 박현주 25 F 48-37 missing 2006-09-12

2502138 김종욱 22 M 38-37 missing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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