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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dontic Treatment with Bone Graft and the Traction 
of Impacted Tooth in an Unilateral Complete Cleft Lip 
and Palate Patient with Constricted Maxilla and Alveolar 
Cleft between Central and Lateral Incisors: Case Report
So-Yeon Park, Jing-Liu, Jung-Yul Cha
Department of Orthodontics, Institute of Craniofacial Deformities,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BK21 PLUS Projec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Seoul, Korea
 
Purpose: We report the case of a skeletal Class III with unilateral complete cleft lip and palate 
patient who was performed orthodontic treatment with maxillary expansion, protraction, bone 
graft and impacted tooth traction. 
Case Report: A 8-year-old boy with cleft lip and palate showed narrow maxilla and anterior 
crossbite. To solve transverse deficiency of maxilla, median screw, rapid palatal expander, 
qaudhelix were operated. In addition to solving anteroposterior deficiency of maxilla, 
facemask was applied. In a period of root development of canine exceed 1/2-2/3, secondary 
alveolar bone graft with autogenous bone (illiac bone) was performed. After bone graft, 
the patient strategically took upper orthodontic treatment for sufficient eruption space 
and traction impacted tooth. As a result, it guided successful eruption of impacted tooth. 
Comprehensive orthodontic treatment was planned to take after completion of mandibular 
growth.
Conclusions: Depending on the timing of orthodontic treatment and surgical intervention, 
cleft lip and palate can be managed by various treatment methods. In general, the most 
appropriate time for secondary bone graft is proposed as a mixed teeth, however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alveolar cleft, the times will need to be applied differently to improve the 
prognosis for the traction of impacted teeth.

Key Words: Cleft lip an palate; Maxillary expansion; Maxillary protraction; Bone graft; 
Orthodontic traction of impacted tooth; Successful eruption

서론

구순구개열 환자들은 수술에 의한 반흔조직으로 인해 

상악골, 구개골, 접형골 익상돌기의 성장이 억제되며, 결

과적으로 상악골의 전방, 횡적 성장이 저해된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악골 전방견인을 위한 악정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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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성장 완료 후 악교정 수술이 필요하며, 치아 배열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좁은 상악궁의 확장이 요구된다. 

또한, 구순구개열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치조골 이식

을 시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치조골 이식은 연속된 치조골

의 회복과 구비강 누공의 제거, 그리고 치조와 안모 외형

의 개선을 도와준다. 또한 이식부위로 치아의 교정적 이

동 및 맹출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골 이식술 시기에 대

한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술 시기

는 개인의 치아 발육단계에 의존하며, 영구 견치의 치근

이 1/2에서 2/3정도 형성된 시기가 적절한 시기로 권장

된다.2-4 만약 측절치가 치조열의 원심 부위에 위치한다면, 

골 이식술은 보다 시기를 앞당겨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5 

골 이식 후 고정식 장치를 이용한 매복치의 교정적 견

인, 치열의 배열, 그리고 공간폐쇄는 심미성의 회복과 함

께 추가적인 보철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유리하다. 또

한 골이식 부위의 유지와 악궁 발육을 위해서도 추천된

다.6,7 이 때, 하악골의 만기 잔여 성장과 재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편악 고정식 교정치료를 시행할 필

요가 있으며, activtor, bionator, frankel과 같은 기능적 

교정장치를 이용한 유지와 주기적 성장 관찰이 요구된다.8 

본 증례에서는 상악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 치조

골 파열을 동반한 편측성 완전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협

착된 상악궁의 확장을 위해 median screw (MS), rapid 

palatal expander (RPE), qaud helix appliance를 이용

하였고, 상악골 전방 견인을 위해 facemask (FM)를 시행

Figure 1. Pretreatment intraoral views and radi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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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상악 좌측 치조열 부위에 장골(iliac bone)을 이

용한 자가골 이식을 시행한 후, 전략적으로 상악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여 성공적으로 맹출을 유도하였고, 치

열궁 배열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다음의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1.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편측성 완전 구순구개열이 있는 8세 남자 환자가 교정치

료를 위해 내원하였다. 환자는 본원 성형외과에서 생후 4

개월에 구순열 수술, 생후 14개월에 구개열 수술을 시행하

였다. 환자는 전치부 반대교합과 상악 좌측 제2소구치의 

결손, 상악 좌측 측절치의 크기 및 형태 이상, 상악 치열 중

심선의 우측 1.0 mm 편위, 상악 좌측 측절치 근심의 치조

골 결손을 보였다. 또한 상악의 열성장과 협소한 상악궁이 

관찰되었다(SNA; 79.0°, SNB; 81.1°, ANB; -2.1°, Wits; 

-6.91°, U1 to SN; 99.4°, upper intermolar width; 

45.1 mm). 이상을 바탕으로 환자는 편측성 완전 구순구

개열(Unilateral complete cleft lip and palate, UCLP)

을 동반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하였다(Figure 

1).

상악 좌측 측절치, 견치 맹출을 위한 공간 확보와 치조

골 이식을 위해 협소한 상악궁의 확장을 계획하였다. 상악 

유구치의 충치 치료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철성 장치를 

이용한 악궁 확장을, 이후 bonded RPE를 이용한 악궁 확

Figure 2. Intraoral views and radiographs after maxillary expansion and facemask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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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face mask를 이용한 상악골의 전방견인을 통해 전

후방적 골격 개선을 계획하였다. 추가적인 전상악골의 확

장이 필요한 경우 qaud helix 시행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확장 이후 왜소치인 상악 좌측 측절치의 발치 유무를 재평

가하기로 하였다. 견치 치근이 1/2-2/3 정도 형성된 시기

에 상악 좌측 치조열 부위에 자가골인 장골(illiac bone)

을 통한 이식을 계획하였다. 골 이식 후에는 치조골 파열 

부위의 폐쇄와 측절치의 교정적 견인 및 공간 확보를 목

표로 상악의 고정식 교정치료를 계획하였으며, 전체 교정

은 하악골 성장 완료 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유

지 기간에는 상하악의 전후방적 골격 개선을 위해 bone 

anchored maxillary protraction (BAMP) 혹은 SEC 장

치를 이용한 고무줄 착용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성장완료 

후 수술가능성도 설명하였다.

2. Treatment Progress 
상악 유구치의 충치 치료를 진행하면서, 상악궁 확장을 

위해 가철식 median screw를 착용하였고, 1주일마다 1

회씩 총 12회 악궁 확장을 진행하였다. 환아의 가철성 장

치 협조도 불량하였고, 10개월에 UCLP 상태를 고려하여 

bonded RPE를 이용한 정중구개 봉합선 이개정도의 최

소한의 악궁 확장을 시행하였다. 상악골의 전방견인을 통

한 전후방적 골격 및 반대교합 개선을 위해 facemask를 

8개월 정도 착용하였다. 22개월에는 상악에 고정식 장치

인 labiolingual appliance with hook을 전달하였고, 추

가적인 상악골 전방견인을 위해 face mask 재착용하였다

(Figure 2).

이후 31개월에 구강악안면외과 의뢰하여, 치조열 골이

식술과 정중결절 증대술을 시행하였다. 상악 좌측 치조열 

Figure 3. Intraoral views and radiographs after bone graft and fixed bracket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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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자가골(장골, iliac bone)을 이식하였고, 정중결절

에는 동종진피 대체물(megafill)을 이용하여 증대술을 진

행하였다. 술 후 상악 좌측 측절치 및 견치 공간 확보를 위

해 가철식 sagittal appliance with button을 착용하여 확

장을 진행하였다. 골 이식 5개월 후, 상악 좌측 측절치 출

은하여 metal button을 부착하였고, 기존의 가철식 장치 

버튼에 고무줄(1/4 inch, 3.5oz elastic)을 이용하여 상악 

좌측 측절치의 교정적 견인을 시행하였다. 43개월에 상악

의 고정식 자가 결찰 브라켓(Damon Q, Seoul, Korea)을 

이용한 상악의 교정치료를 시작하였다. 상악에서 0.016-

in NiTi 와이어, 0.017x0.025-in NiTi, SS 와이어를 순

차적으로 이용하여 배열한 후, 0.017x0.025-in TMA 와

이어를 이용하여 마무리 진행하였다(Figure 3, 4). 53개월

에 상악의 구개측 유지장치 부착과 함께 고정식 교정장치 

제거하였다(Figure 5). 상악 우측 제2소구치의 구개측으

로 재발 방지 위해서 상악 우측 제1대구치에 고정식 band 

with hook을 합착하였다. 또한 상하악의 전후방적 골격 

유지를 위한 기능적 교정 장치로 III급 고무줄(3/16 inch, 

3.5oz)과 함께 SEC 장치 및 이모 장치를 야간에 착용하도

록 지시하였다.

3. Results
가철성 median screw 장치와 고정성 bonded RPE, 

qaud helix를 이용해 상악의 악궁 확장을 시행하였고, 

face mask를 이용해 상하악의 반대교합이 개선되었다. 초

진과 종진 모형 및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비교 시, SNA; 

Figure 4. Intraoral views and radiographs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and impacted tooth 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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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SNB; 80.1°, ANB; 3.4°, Wits; -0.2°, U1 to SN; 

107.7°, upper intermolar width 46.8 mm로 증가하여 

정상 범주를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전후방적, 횡적 부조

화가 개선되었다(Table 1, Figure 6).

장골을 이용한 자가골 이식술 이후에는 상악 자가 결찰 

브라켓(Damon Q,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상악 전체 

치아 배열을 시작하였다. 상악의 악궁 확장 및 치아 배열 

그리고 골이식 부위로 측절치의 견인과 공간 폐쇄를 진행

하였다. 이 때, 왜소치의 보존, 보철적 수복은 환자의 의사 

확인 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고정성 장치의 제

거와 SEC 장치를 이용한 유지 및 성장 관찰을 시작하였고, 

하악의 추가적 성장이 있을 경우 고정성 장치를 이용한 재

교정 치료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모든 치료기간은 상악 

악궁 확장 및 상악골 전방견인 33개월, 골이식 및 유지기 

9개월, 고정성 장치를 이용한 측절치의 견인 및 상악 치아 

배열이 11개월로 총 53개월 소요되었다. 치조열 골이식술

과 정중결절 증대술을 통해 입술의 외형과 심미성도 개선

되었다. 

고찰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구개 급속 확장은 횡적 부조화와 

수술 전 교합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구비강누공도 함께 

넓어질 수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구순구개열 환자에

서는 정중구개봉합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qaud helix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힘을 가할 수 있

Figure 5. Intraoral view and radigraph after orthodontic tre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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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속 확장 장치가 권장된다.9,10 본 환자는 정중구개봉

합이 일부분 존재하였기에, RPE를 이용한 구개 급속 확장

을 최소한으로 시행하였다. 이후 비대칭적인 상악궁의 선

택적 확장 및 제1대구치의 회전 조절을 위해 추가적으로 

quad helix를 적용하고 제거하였다. 이때, 구순구개열 환

자는 구개부 반흔으로 인해 재발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

로, 확장된 상악궁의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거나 가

철성/고정성 유지장치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상악골 열성장을 나타내는 구순구개열 환자에게 조기 

악정형 장치를 이용한 상악골의 전방 견인을 시행할 경

우, 상, 하악골의 균형적인 성장과 정상적인 교합을 회복

시켜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labiolingual appliance, 

qaud helix, bonded/banded RPE with soldered hook 

등의 구내 고정원과 함께 facemask를 사용한다.11 이 때 

Sarnäs 및 Rune는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상악골 전방견인 

효과는 상악골의 전방 이동과 하악골의 후하방 이동 양상

으로 나타나며, 골격 형태, 연령, 최대 성장기, 견인 기간 

등에 따라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보고하였다.12 본 환자에

서는 bonded RPE 및 labiolingual appliance과 같은 구

내 고정원과 facemask를 이용한 결과, 상악골의 상당한 

전방 이동과 상악 전치의 순측 경사, 그리고 하악골의 시

계방향으로의 수직적 성장이 관찰되었다. 

골 이식 시기를 살펴보면, 1차 골 이식 시기는 출생 시

부터 2세까지로 보통 초기 입술의 수술적 수복 시기와 같

다. 2차 골 이식은 나이에 따라 초기(2-5세), 중기(6-13

세), 후기(13세부터 성인)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영구 견

치의 치근이 1/2-2/3 정도 형성된 만 8-12세경에 진행된

다.5 본 환자는 상악 좌측 견치 치근이 2/3정도 완성된 만 

10세경, 치조열 부위에 장골(iliac bone)을 이용한 자가골 

이식을 시행하였다. 파열 부위의 원심에 측절치가 존재하

므로 측절치의 치근 형성을 관찰하며 보다 이른 나이에 골

이식이 시행될 수 있었지만, 본 환자에서는 측절치의 형태 

및 크기가 이상한 왜소치로 진단되어 발치 가능성을 염두

해두었기에 견치 치근 형성시기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만일 술전에 교정 장치가 적용되어 온 경우라면, 개개 

치아의 교정적 이동은 골이식 후 2-6개월 정도 연기되어

야 할 것이다. 이후, 교정력에 의한 빠른 치근 이동은 골이

식 부위의 자극으로 인해 임상적으로 치조골의 강화와 치

조골능의 높이 개선을 보여준다.13 나아가, 치아의 교정적 

이동과 함께 충분한 공간을 형성해준다면, 영구치의 성공

적인 맹출이 가능해진다.14 본 환자에서는 고정성 교정장

치를 부착하여 상악의 전체 치아를 배열 및 공간 확보하였

고, 측절치를 골 이식 부위로 견인하여 보철적 수복 없이 

Table 1.Comparison of pre-treatment, after FM, post-
treatment lateral cephalometric measurements

Measurement Initial After FM Debond

Skeletal
SNA (°) 79.0 82.0 83.5
SNB (°) 81.1 78.3 80.1
ANB (°) -2.1 3.7 3.4
Wits appraisal (mm) -6.9 -0.3 -0.2
PFH/AFH 67.7 64.1 65.3
SUM 390.2 395.8 394.5
APDI (°) 92.5 82.9 84.8
ODI (°) 68.4 75.0 74.1
Gonial angle (°) 126.0 130.3 128.1
Mn.Body length (mm) 68.6 66.9 34.5
Mn.Body length/ 

Ant.Cranial base
1.0 1.0 1.0

Dental
U1-SN plane (°) 99.4 98.1 107.7
IMPA (°) 89.0 85.7 92.7

Soft tissue
Nasolabial angle (°) 74.9 84.6 84.7
E-line (upper lip) (mm) 0.7 1.6 2.0
E-line (lower lip) (mm) 4.1 4.0 4.5

Figure 6. Superimposition of pre-treatment, after FM, 
pos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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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출과 공간 폐쇄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였다. 이 때 전략적

으로 하악을 배제하고 상악 치아만 배열한 이유는 하악의 

만기 잔여성장을 고려하여 주기적 성장 관찰이 필요한 경

우였기 때문이다. 

결론

교정적 치료 및 외과적 수술 개입 시기에 따라, 구순구

개열은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골 이식 전 

교정 치료로 횡적 및 전후방적 부조화를 개선하고 고정식 

장치로 유지하면서, 골 이식술을 진행하는 방법이 권장된

다. 골 이식은 치열궁의 안정화와 치아의 이동 및 성공적

인 맹출을 가능하게 하며, 치조골의 연속성을 통해 보철치

료 없이 성공적인 공간 폐쇄를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2차 골이식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절치가 맹출하고 견치

가 맹출하기 전인 혼합 치열기로 제안되나, 중절치와 측절

치 사이 치조열을 동반하는 구순구개열 환자에서는 측절

치의 예후를 개선시키기 위해 치조골 이식 시기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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