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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영역의 발생장애
(Developmental Disturbances of the Or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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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영역의	발생장애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	

치아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장애,	(2)	연조직에	국한되는	발생

장애,	(3)	골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장애.

 1 치아(Teeth)

1) 크기 이상(Disturbance in size)

(1) 왜소치(Microdontia)

왜소치: 한 개 이상의 치아 크기가 정상보다 작은 경우.

상·하악의	모든	치아가	정상보다	작을	경우	전반적	왜소

치(generalized	microdontia)라	한다.	뇌하수체	난장이증

(pituitary	dwarfism)에서와	같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모

든	치아가	정상보다	작은	경우를	진성	전반적	왜소치(true	

generalized	microdontia)라	한다.	반면,	악골이	정상보다	

큰데	비하여	치아는	정상	크기여서	상대적으로	치아가	작아	

보일	경우에는	상대성	전반적	왜소치(relative	generalized	

microdonti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경우	치아들은	치간	

이개를	보이게	된다.

전반적	왜소치보다	한두	개	치아에	국한된	왜소치가	더	흔

하게	발생하며,	상악	측절치(peg	lateral)(그림	1-1)와	상악	

제3대구치에서	가장	흔히	발생한다.	대부분의	왜소치는	원뿔	

모양의	작은	치관을	나타낸다.	상·하악	제2소구치는	흔히	선

천성	결손을	보이나,	왜소치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과잉치

도	대개	정상보다	작고,	흔히	원뿔	모양을	나타낸다.

(2) 거대치(Macrodontia)

거대치: 한 개 이상의 치아가 정상보다 큰 경우.

상·하악의	모든	치아가	정상보다	클	경우를	진성	전반적	거

대치(true	generalized	macrodontia)라	하며,	뇌하수체	거인

증(pituitary	gigantism)과	같은	경우에서	드물게	관찰된다.	

상대성	전반적	거대치(relative	generalized	macrodontia)

란	용어는	악골이	정상보다	작으며,	치아는	정상	크기일	때	사

용한다.	이런	경우	치아는	총생(crowding)을	나타낸다.	반안

면	비대증(hemifacial	hypertrophy)(그림	1-2A)과	부분	치

아상악	형성이상(segmental	odontomaxillary	dysplasia)

을	동반한	환자에서도	부분	또는	국소	거대치가	관찰된다.	개

별	치아의	거대치는	비교적	드문	현상으로(그림	1-2B),	인접

한	두	개	치아의	융합(fusion)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치근거

대증(radiculomegaly	또는	rhizomegaly)은	흔하지	않은	거

대치로,	정상보다	긴	치근을	보인다.	치근거대증의	경우	대개	

하악	견치의	치근에	나타난다.

그림 1-1. 왜소치. A, 양측 상악 측절치가 작고 원뿔 모양의 왜소치(peg lateral)를 보인다. B, 파노라마 영상에 양측 상

악 측절치가 왜소치로 관찰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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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거대치. A, 반안면비대증 환자에서 우측 하악골이 좌측에 비해 현저히 비대되어 있고, 우측의 제2대구치가 좌

측에 비해 크다. B, 제3대구치가 정상에 비해 큰 거대치를 보인다.

A

B

2) 수 이상(Disturbance in number) 

(1)  전체 및 부분 무치증 

(Total and partial anodontia)

전체 무치증: 모든 치아의 선천 결손.

부분 무치증: 한 개 또는 그 이상 치아의 선천 결손.

전체	무치증은	유치나	영구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매우	드

문	현상이다.	이는	대개	유전성	외배엽	형성이상(hereditary	

ectodermal	dysplasia)과	같은	전신이상과	연관되어	나타

난다.	저한성	외배엽	형성이상(hypohidrotic	ectodermal	

dysplasia)은	유전적인	이질	형태로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데,	일부에서는	남성에	영향을	미치는	X염색체와	연관된	열

성유전을	보이나,	어떤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에	모두	나타나

는	상염색체	열성유전으로	나타난다.	X염색체와	연관된	유

전자는	X염색체의	장완(Xq12-q13.1)에	위치하며,	이	유전

자는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	모낭(hair	follicle),	땀샘

(sweat	gland)에	발현되는	막통과	단백질(transmembrane	

protein)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발,	땀샘,	치아	

등과	같은	외배엽	기원	구조의	발육이상을	초래한다.	모발이	

없거나	솜털(lanugo)	같은	형태를	보이며(그림	1-3A),	땀샘의	

위축이나	소실로	인해	체온조절이	어려워진다.	대부분의	외배

엽	형성이상에서	부분적인	선천	치아결손(hypodontia)을	보

이지만,	전체	무치증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다(그림	1-3B,	

C).	심지어	아주	심한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치관	형태를	보이

는	견치와	제1대구치가	존재한다(그림	1-3B).

무치증의	보편적인	형태는	하나	이상의	치아가	결손된	부

분	무치증(hypodontia나	 oligodontia라고도	함)이다.	이	

경우	어느	치아도	선천적으로	결손될	수	있지만,	특정	치아

에서	흔히	결손	경향을	보인다.	가장	흔한	결손치아는	제3

대구치이며,	그	다음이	상악	측절치와	제2소구치이다(그림	

1-4A).	선천적으로	치아가	결손되는	비율은	다양하나(그림	

1-4B),	전체	인구의	35%	정도에서	최소	한	개의	선천성	제

3대구치	결손이	관찰된다.	모든	제3대구치의	선천결손은	흔

하지만,	유치의	선천결손은	드물다.	유치의	선천결손은	대부

분	상악	측절치에서	나타난다.	유치	결손과	계승	영구치	결

손	간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유전적인	영향이	어

느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천결손의	가족력은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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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무치증. A, 외배엽 형성이상 환자로 특징적으로 눈썹과 모발의 양이 적고 솜털 모양이다. B, 상악의 경우 다수

의 치아가 결손되었고, 쐐기 모양의 견치가 관찰된다. C, 하악 전체 치아의 결손을 보이며 치조제의 위축 소견이 동반되

어 있다. (조선대 이상호 교수 제공)

그림 1-4. 부분 무치증. A, 좌측 측절

치가 선천적으로 결손되어 있다. B, 파

노라마 영상에서 다수의 선천 치아결손

이 관찰된다. 

A

B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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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치(Supernumerary teeth)

과잉치: 정상보다 수가 많은 치아.

과잉치는	어느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특정	부위에	

흔히	발생하며,	하악(10%)보다	상악(90%)에서	훨씬	흔하다.	

가장	흔한	과잉치는	상악	중절치	사이에	위치하는	과잉치로	

정중치(mesiodens)라	하며(그림	1-5A,	B),	상악	제4대구치

와	과잉	상악	측절치가	그	다음으로	흔하다.	하악에서	가

장	흔한	과잉치는	소구치이며(그림	1-5C),	제4대구치와	절

치부	과잉치가	간혹	나타난다.	과잉치는	상응하는	정상치와	

비슷한	모양이거나	발육이	덜	된	형태일	수도	있고,	정상치

와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중치와	제4대구치는	대개	

원뿔형	치관을	나타내며,	제3대구치	원심에	발생하는	제4

대구치를	후구치(distomolar	또는	distodens)라	한다(그림	

1-6).	상악	구치의	협측이나	구개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부구

치(paramolar)라	한다(그림	1-7).	유치의	경우	과잉치는	드

물지만,	대개	상악	측절치	부위에서	관찰된다.	과잉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일	수	있고,	맹출	되었거나	미맹출	상태이기도	하

다.	다발성	매복	과잉치는	쇄골두개	형성이상(cleidocranial	

dysplasia)과	가드너	증후군(Gardner	 syndrome)에서	특

징적으로	관찰된다(제4장	참조).

3) 맹출 이상(Disturbance in eruption)

사람에	따라	유치	및	영구치	맹출	시기가	다양하므로	어떤	

개인의	맹출	시기를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맹출	

시기나	맹출	순서가	뚜렷하게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

하여	맹출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조기 맹출(Premature eruption)

출생	 시에	 존재하는	 유치를	 선천치(natal	 teeth)(그림	

1-8)라	하고,	출생	후	30일	이내에	맹출되는	유치를	신생치

(neonatal	teeth)라	한다.	조기	맹출은	대개	한	개	또는	그	이

상의	치아에서	나타나며,	하악의	유중절치에서	가장	흔하다.	

조기	맹출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간혹	가족력을	보인

그림 1-5. 과잉치. A, 상악 중절치 정중부에 작고 원뿔 형태의 과잉치

(mesiodens)가 관찰된다. B.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서 거꾸로 매복된 정

중 과잉치로 인한 정중부 치간이개가 관찰된다. C, 양쪽 하악 설측으로 

맹출된 과잉 소구치들이 정상치와 유사한 발육양상을 보이고 있다.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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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6. 후구치. A, 상악 우측 제3대구치 후방에 과잉치인 제4대구치(후구치)가 관찰된다. B, 하악 좌측 제3대구치 후

방에 위치한 과잉치(후구치, 화살표)와 제3대구치와 함께 발거된 모습.

그림 1-7. 부구치. A, 상악 좌측 대구치 협측으로 작은 크기를 보이는 비정적인 형태의 과잉치(부구치)가 관찰된다. B, 상

악 좌측 제2대구치 구개측에 위치한 경우.

A B

다.	선천치와	신생치는	과잉치가	아니고,	대개	정상	유치의	일

부분인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한다.

영구치의	조기	맹출은	대개	유치	조기상실의	결과로	나타나

며,	한	개의	유치가	조기	상실되었을	때	흔히	일어난다.	영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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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전체적으로	조기	맹출되었을	때는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같은	내분비	기능이상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2) 맹출 지연(Delayed eruption)

맹출	지연은	유치의	첫	출현이	정상	맹출	시기보다	지연된	

경우를	의미한다.	맹출	지연은	비교적	드물고,	대개	특별한	

원인	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구루병,	쇄골두개	형성이상	또는	

크레틴병(Cretinism)과	같은	전신질환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다(그림	1-9).	치밀한	섬유성	결합조직이	치아의	맹출을	방

해하는	치은섬유종증(gingival	fibromatosis)과	같은	국소

요인이	유치의	맹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그림	1-10).	전신	

상태	및	국소	원인	요소에	대한	치료로	맹출	지연을	조절할	

수	있다.	쇄골두개	형성이상증의	경우	맹출	지연의	원인은	분

명치	않아	특별한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영구치의	맹출	

지연은	유치의	맹출	지연을	초래하는	동일한	전신	및	국소	요

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

(3) 매복치(Impacted teeth)

매복치: 물리적인 장벽에 의해 맹출되지 못하는 치아.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미맹출된	치아를	매복치라고	한다.	

치아	맹출을	방해하고	매복을	초래하는	물리적	장벽으로는	

총생,	과잉치,	치성낭	및	치성종양(특히	치아종)을	들	수	있

다.	모든	치아가	매복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매복치는	상·

하악의	제3대구치와	상악	견치이며,	하악의	제2소구치,	과잉

치의	순서로	흔하게	매복된다.	매복된	제3대구치는	악궁	내

에	위치하는	방향에	따라	근심경사(mesioangular),	원심경

사(distoangular),	수평(horizontal),	수직(vertical)	매복

치로	구분되며,	근심경사	매복치가	가장	흔한	형태이다.	치

조골에	완전히	둘러싸인	매복치를	완전	매복치라	하며(그림	

1-11A),	일부가	치조골	내에,	그리고	다른	일부가	연조직	내

에	존재하는	경우를	부분	매복치라	한다(그림	1-11B).

부분	매복치,	특히	하악	제3대구치는	인접한	제2대구치	원

심측의	잘	보이지	않는	치주낭(periodontal	pocket)을	통해	

구강과	교통하기	때문에	치관주위염(pericoronitis)	및	치아

우식증이	발생하기	쉽다.	완전	매복치는	구강과	교통하지	않

으므로	감염이나	우식증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한	원

인이	없거나	맹출력	부족으로	맹출되지	않은	치아를	매몰치

(embedded	teeth)라고도	하나,	이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

그림 1-8. 선천치. 출생 시에 이미 맹출된 하악 중절치. (조선대 이상

호 교수 제공)

그림 1-9. 맹출 지연.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다수의 영구치

가 맹출하지 못하고 매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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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그림	1-11C).	대신	맹출이	지연된	모든	경우를	통칭하

여	매복치라고	한다.

매복치의	주된	합병증으로	인접치의	치근흡수,	감염과	연

관된	통증,	함치성낭(dentigerous	cyst)의	형성,	그리고	매복

치의	외흡수(external	resorption)	등을	들	수	있다.	매복치

의	외흡수는	대개	치관의	교합면에서	시작되며,	방사선	영상	

소견에서	치아우식증과	유사하게	관찰된다.	매복치의	치료는	

매복된	치아의	종류	및	주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매복치는	외과적으로	발치한다.	상악	견치는	상악	치열에	매

우	중요하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	

예로	매복된	상악	견치의	치관부를	외과적으로	노출시킨	다

음,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악궁	내	적절한	위치로	맹출을	유

도한다.	만약	치아의	매복이	낭이나	종양	또는	과잉치와	같

은	물리적인	장벽에	의한	것이면	반드시	원인이	되는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매복치를	함께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주변	상황에	달려	있다.

(4) 맹출 부골(Eruption sequestrum) 

맹출 부골: 맹출하는 구치 상방의 치조점막을 뚫고 돌출되어 

있는 작은 석회화 물질 조각.

맹출	부골은	구치의	중앙	교합면	소와	부위에	약간	두꺼워

진	치밀골의	일부	또는	치아를	덮고	있는	치배낭의	연조직	내

에	존재하는	작은	복잡	치아종일	수	있다.	구치가	치조골을	

통해	치조점막	연조직으로	맹출할	때,	교두	상부의	골흡수는	 그림 1-10. 맹출 지연. 치은섬유종증에 의해 맹출이 지연되고 있다.  

그림 1-11. 매복치. 완전 매복(A) 및 부분 매복(B)된 하악 제3대구치. 인접한 구치 원심부에서 치아우식증이 관찰된다. C, 

수직 매복(매몰)된 소구치.

A B C

치관	중앙의	함몰	부위인	교합면	소와의	골흡수보다	먼저	완

료된다.	따라서	중앙	함몰부의	고립된	작은	비활성	골편	또는	

치아종이	맹출	중인	구치에	의해	밀려	올라가	부골을	형성하

게	된다(그림	1-12).	대부분의	맹출	부골은	곧	탈락되어	치료

가	필요	없지만,	며칠씩	치조점막에	남아있기도	한다.	이런	경

우	간단한	기구	조작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4) 형태이상(Disturbance in shape)

(1) 만곡치(Dilaceration)

만곡치: 치근부가 휘거나 구부러진 형태의 치아.

일부	만곡치의	경우는	치아발생	과정	중	외상에	의해	발생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만곡되거나	꼬인	형태의	맹출로를	

따라	치근이	계속	성장하면서	만들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치

근의	만곡이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한다.	만곡치는	발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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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하므로	발치	전에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

다(그림	1-13).

(2) 장수치(Taurodontism)

장수치: 치관부가 길어지고 치근 분지부가 치근단 쪽으로 

내려가 있어 치관 치수강이 사각형 형태로 커져 있는 구치.

황소치(bull-like	teeth)를	의미하는	장수치는	때로는	소

구치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로	대구치에	생기는	발생

이상이다.	영구치와	유치	모두에	나타날	수	있으나,	영구치에	

더	흔하다.	장수치는	방사선	영상으로	쉽게	확인된다.	특징적

으로	전반적인	사각	형태의	치아와	오목하게	함몰되지	않은	

불분명한	치경부	경계를	보이며,	보다	치근측에	위치한	치근

분지부로	인해	보다	확장된	치관	치수강	및		짧은	치근관을	

나타낸다(그림	1-14).	이러한	비정상적인	치근	모양은	치근의	

형태를	결정짓는	허트위그	상피근초(Hertwig	root	sheath)

의	함입이	지연되어	생긴	결과로	보인다.	장수치는	법랑질	형

성부전증,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다운	증후군	환자에서	나타

날	수	있다.	인류학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장수치가	네안데르

탈인에서	비교적	흔하고,	격세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장

수치는	치료가	필요	없지만	근관치료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림 1-12. 맹출 부골. A, 작은 골조직 조각이 제1대구치의 교합면을 덮고 있는 치은 내부에 돌출된 상태로 관찰된다. B, 

조직학적으로 골소강 내에 골세포가 없는 부골 소견을 보인다.

A B

그림 1-13. 만곡치. 방사선 사진에서 특징적으로 치근이 휘어져 있는 

하악 제2소구치가 관찰된다. 

그림 1-14. 장수치. 영상 소견에서 낮게 위치한 치근 이개부에 의해 큰 

치수강을 지닌 하악 유구치와 영구 제2대구치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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