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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치아의 발육 과정 중 조직-형태 분화기에 발생하는 치아 형태의 이상

중 한 가지인 융합치(Fused teeth, fusion)는 두 개의 독립된 치아가 발

육 중 상아질 부위에서 결합된 것으로 방사선 사진 상에서 각각 독립된

치수강 및 치근관을 가지고 있다. 융합치의 경우 영구치열보다 유치열에

서 많이 발생하며 유치열에서는 0.14 - 3%의 발생률이 보고되고 있다.

치아의 융합은 치궁 내에서 치아 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유치가 융합된

경우 계승 영구치가 결손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 환자의

유치열에서 융합치가 존재하는 경우 성별과 나이에 따른 융합치의 비율,

호발 부위 및 그에 따른 계승 영구치의 결손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파

노라마 사진을 찍은 3세-9세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파노라마 사

진에서 융합치가 관찰된 경우를 선택하였다. 대상 환자의 경우 서울대학

교 치과병원의 π-View STAR PA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노라마 방

사선 사진에서 융합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다.

융합치를 가진 125명의 소아 환자 중 남아가 58명(46.4%), 여아가 67

명(53.6%)으로 나타났다. 융합치의 발생 양상은 단일 융합이 116명

(92.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융합치는 상악보다 하악에서 높

게 나타났으며 유중절치와 유측절치 간의 융합보다 유측절치와 유견치

사이의 융합이 더 빈번하였다. 하악 우측 유측절치와 유견치 사이의 융

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의 융합이 있을 때 영구치가 결손되지 않고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69개(51.11%)로 나타났고 영구치가 결손된 경우는 66개(48.89%)였다. 융

합치가 존재할 때 결손된 계승 영구치의 종류는 측절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계승 영구치의 결손 빈도는 하악 우측 유측절치와 유

견치에서 융합이 일어났을 때 가장 높았다. 하악에서 유측절치와 유견치



에서 융합이 일어난 경우에 유중절치와 유측절치에서 융합이 일어난 경

우보다 더 높은 계승 영구치의 결손 빈도를 보였다.

주요어: 유치열, 융합치, 영구치 결손

학번: 2011-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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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구강 조직의 선천적인 발육 장애는 치아의 발육장애 및 구강주위조직

의 발육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구강 조직의 발육 장애는 치아의 발육장

애와 주위조직의 발육장애로 나눌 수 있다. 치아의 발육 장애는 치아의

형성 및 분화기, 맹출과 탈락과 같은 발생 시기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주

위조직의 발육장애는 혀, 순소대 등에 나타난다.

이 중 조직-형태 분화기에 발생하는 치아 형태의 이상으로는 치내치,

치외치, 구치결절, 우상치, 만곡치, 허친슨 절치, 융합치, 쌍생치, 쌍결절

형성치 등이 있고 전신적인 혹은 국소적이 원인으로 유발될 수 있다.[1]

이러한 형태 이상 중 한 가지인 융합치(Fused teeth, fusion)는 두 개

의 독립된 치아가 발육 중 상아질 부위에서 결합된 것으로 방사선 사진

상에서 각각 독립된 치수강 및 치근관을 가지고 있다.[1] 융합치는 치아

사이의 뼈의 흡수로 인해 인접한 치배가 매우 가까이 위치하게 됨으로써

생긴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정상적인 치아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전체

치아의 개수는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융합이 과잉치와 정상 치아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총 치아의 개수는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

이 있다.[2] 후자의 경우는 하나의 법랑기에서 2개의 치아가 발생하는 쌍

생치(Gemination)와 감별 진단이 힘들다.[3]

융합치의 경우 영구치열보다 유치열에서 많이 발생하며 유치열에서는

0.14 - 3%의 발생률이 보고되고 있다. 치아의 융합은 치궁 내에서 치아

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유치가 융합된 경우 계승 영구치가 결손되는 경우

가 많다. 유측절치와 유견치가 융합된 경우가 유중절치와 유측절치가 융

합된 경우보다 많으며, 또한 계승 영구 측절치가 결손될 확률도 더 높다

고 보고되어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소아 환자의 유치열에서 융합치가 존재하는 경우 성별

과 나이에 따른 융합치의 비율, 호발 부위 및 그에 따른 계승 영구치의

결손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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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파

노라마 사진을 찍은 3세-9세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파노라마 사

진에서 융합치가 관찰된 경우를 선택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없이

치근단 방사선 사진만 있는 환자의 경우 융합치가 보이더라도 계승 영구

치가 보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융합치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의 소아 환자는 남아 67명, 여아 58명으로 총 126명이었고,

총 134개의 융합치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 2 절 연구 방법

대상 환자의 경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π-View STAR (Infinitt

Co., Seoul, Korea) PA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

서 융합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다.

조사 항목은 성별 및 나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융합치의

빈도, 융합치의 호발 부위 및 빈도, 유치의 융합치에 따른 계승치의 결손

여부이다. 융합치의 호발 부위는 편측성인지 양측성인지를 함께 기록하

였고, 계승치가 결손된 경우 어떤 종류의 치아가 결손되었는지도 같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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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통계 분석

SPSS PASW Stastics 18.0을 이용하여 위의 조사 항목에 대해서 빈

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에 따른 융합치의 경우 카이제

곱 검사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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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제 1 절 유치의 융합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파

노라마 사진을 찍은 3세-9세 소아 환자 중 125명의 융합치를 가지고 있

는 소아 환자의 파노라마 사진을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남아 58명

(46.4%), 여아 67명(53.6%)이 융합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카이제곱 검사를 이용한 결과 여아에서 융합치가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융합치 발생 빈도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p>0.05).

3세부터 9세 사이의 환자에서 융합치의 분포는 5세에서 30명(24.0%)으

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3세(22.4%), 4세(18.4%), 6세(16.8%), 7세

(11.2%), 8세(4.8%), 9세(2.4%) 순서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표 2).

융합치의 양상은 단일 융합이 125명 중 116명(92.8%)으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였다. 상악과 하악 양측 융합은 각각 6명(4.8%)과 1명

(0.8%)으로 나타났다. 상하악에 동시에 융합이 있는 경우도 2명(1.6%)이

관찰되었는데 이 경우 동측이 아닌 반대측에 융합치가 존재하였다(표

3).

융합치의 빈도는 하악 우측 유측절치와 유견치 사이의 융합 빈도가 총

134개 치아 중에서 40개(2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악 좌측

유측절치와 유견치의 융합(19.4%), 하악 우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의 융

합(17.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악 우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 하

악 좌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가 같은 빈도(11.2%)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 5 -

으로 상악 좌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의 융합(10.4%)이 가장 적게 나타났

다(표 4). 상악에 비해 하악에서 융합치의 빈도가 높았고, 유중절치와 유

측절치 사이의 융합보다 유측절치와 유견치 사이의 융합치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악에서 유측절치와 유견치가 융

합된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 2 절 유치의 융합에 따른 영구치의 결손 여부

유치의 융합이 있을 때 영구치가 결손되지 않고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69개(51.1%)로 나타났고 영구치가 결손된 경우는 66개(48.9%)였다(표 5).

한 환자에서 융합치 1개에 2개의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가 관찰되었

다. 그리고 영구치 결손이 없는 환자의 경우 계승 영구치에서도 융합이

있는 경우가 4명이 관찰되었다.

66개의 결손된 영구치의 종류는 측절치가 64개(97.0%)로 거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절치와 견치가 결손된 경우도 각각 1개(1.5%)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6). 견치가 결손된 환자의 경우는 견치 단일

결손이 아니라 측절치와 함께 결손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융합치의 종류에 따른 결손 영구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표 7). 상악

우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가 융합된 15개의 융합치 중 10개에서 영구 측

절치 결손이 나타났다. 상악 좌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가 융합된 14개의

융합치에서는 1개의 영구 측절치 결손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악 좌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가 융합된 15개의 융합치에서는 7개의 영구 측절치

결손이 나타났고, 하악 좌측 유측절치와 유견치가 융합된 26개의 융합치

에서는 15개의 영구 측절치 결손이 있었다. 하악 우측 유중절치와 유측

절치가 융합된 24개의 융합치에서는 1개의 영구 중절치 결손과 3개의 영

구 측절치 결손이 나타났으며, 하악 우측 유측절치와 유견치가 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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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의 융합치에서는 28개의 영구 측절치 결손과 1개의 영구 견치 결손

이 나타났다.

계승 영구치의 결손 빈도는 하악 우측 유측절치와 유견치에서 융합이

일어났을 때 가장 높았고, 상악 우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의 융합, 하악

좌측 유측절치와 유견치의 융합, 하악 좌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의 융합,

하악 우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이 융합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상악 좌

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의 융합이 있을 때 계승 영구치의 결손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악의 경우는 유중절치와 유측절치가 융합한 경우만을 찾아볼 수 있

었기 때문에 융합치의 종류에 따른 결손된 계승 영구치 비율의 차이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좌측보다 우측에서 계승 영구치의 결손이 더 빈번하

였다.

하악의 경우 좌우측 모두에서 유중절치와 유측절치가 융합한 경우보다

유측절치와 유견치가 융합한 경우에서 계승 영구치의 결손이 더 높은 비

율로 나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악 우측 유중절치와 유측절

치가 융합한 경우 계승 영구치의 결손 빈도가 하악의 다른 경우보다 다

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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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빈도(명) 백분율(%)

Single Fusion 116 92.8

Maxillary Bilateral Fusion 6 4.8

Mandibular Bilateral Fusion 1 0.8

Bimaxillary Ipsilateral Fusion 2 1.6

Total 125 100.0

표 3. 융합치의 양상

융합치 빈도(개) 백분율(%)

51,52 15 11.2

61,62 14 10.4

71,72 15 11.2

72,73 26 19.4

81,82 24 17.9

82,83 40 29.9

Total 134 100.0

표 4. 융합치의 호발부위와 그에 따른 빈도

빈도(명) 백분율(%)

Male 58 46.4

Female 67 53.6

Total 125 100

표 1. 성별에 따른 융합치의 빈도

나이(세) 빈도(명) 백분율(%)

3 28 22.4

4 23 18.4

5 30 24.0

6 21 16.8

7 14 11.2

8 6 4.8

9 3 2.4

Total 125 100

표 2. 나이에 따른 융합치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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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된 영구치 빈도(개) 백분율(%)

중절치 1 1.5

측절치 64 97.0

견치 1 1.5

Total 66 100.0

표 6. 결손된 영구치의 종류

융합치

종류
빈도(개)

결손치(개)
백분율(%)

중절치 측절치 견치 합

51,52 15 0 10 0 10 66.7

61,62 14 0 1 0 1 7.1

71,72 15 0 7 0 7 46.7

72,73 26 0 15 0 15 57.7

81,82 24 1 3 0 4 16.7

82,83 40 0 28 1 29 72.5

Total 134 1 64 1 66 49.3

표 7. 융합치에 따른 결손 영구치의 종류 및 빈도

결손 여부 빈도(개) 백분율(%)

No missing 69 51.1

Missing 66 48.9

Total 135 100.0

표 5. 결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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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치아의 발생은 세포와 주변 조직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 치아 발생 이상 중 한 가지인 융합은 흔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치아 이상이다. 발생 과정 동안 인접한 두 개의 치아가 합쳐져서

발생하는 융합치는 영구치열보다 유치열에서 호발하고 있고 구치부보다

는 전치부에 호발한다.[4][5] 0.14-3% 사이의 유병률을 보이는 융합치는

국내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가 존재하는데, 라 등[6]의 연구

에 따르면 유치열기 및 혼합치열기 어린이에서 2.7%가 이중치를 갖고

있었고 하악 치열에서 현저히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양

등[7]의 연구에서는 유치열에서 이중치 유병률은 1.6%를 보였고 유치열

에서 이상이 나타난 11명 중 7명에서 계승 영구치의 결손이 발견되었다

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익산지역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 등[8]의

연구에서 이중치의 유병률은 2.2%였고 대부분 하악 편측성으로 나타나

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서울시 치과의원에 내원한 10세 이하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 등[9]의 연구에 의하면 유치열에서 3.78%의 융합

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방사선학적 연구에 의한 융합치의 유병

률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최[10]는 경북대학교 치과 병원에 내원한 소아

환자의 0.07%에서 융합치를 발견하였고, 박 등[11]은 유치에서 2.86%의

융합치 유병률을 보고하였다.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유치열의 융합치 유병률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데, 터키에서는 Ahmetercan 등[12]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소아 환자에서 0.38%의 이중치 유병률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다.

Neeraja R 등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에서 이중치 유병률은 약 2.5%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3]

융합치는 악궁 내 어떤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하악 전치부에서

호발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6] 서울대학

교 치과병원을 방문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따르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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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발견된 융합치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융합치는 편측성으로 주로 나타나고 양측성으로

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측성으로 융합치가 나타나는

경우를 상하악에서 각각 6명, 1명씩 발견하였는데 하악의 양측성 융합은

0.02% 이하라는 연구도 있다.[14]

그리고 융합치는 상악보다 하악에 호발하였으며, 하악의 경우 우측 유

측절치와 유견치 사이에서 가장 호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뒤로 좌측

유측절치와 유견치, 우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 좌측 유중절치와 유측절

치 순서로 빈도가 나타났다. 주 등[8]의 연구에서는 하악 이중치 편측성

에서는 우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가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고, 좌측

유중절치와 유측절치, 우측 유측절치와 유견치, 좌측 유측절치와 유견치

순으로 빈도가 많았다는 결과로 미루어보아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연구 결과 모두 남녀 간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하악 편측성으로 더욱 빈번하게 융합치가 나

타난다는 결과는 동일하였다.

융합치는 유치열에서 발육 중 두 개의 독립된 치아가 상아질 부위에서

결합되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진화, 외상, 유전 및

환경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15] 초기 치아의 형성은 치

조돌기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16] 초기 유전치의

경우 발생 단계에서 치조돌기는 상하악에서 각각 수정 후 22주, 21주가

되도록 생기지 않는데 그 시기는 유측절치의 폭경 성장이 가장 최대치가

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까지 치배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하는 치조돌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인접한 치아의 치배가 너무 가

까이 위치할 경우 융합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연

구는 융합치가 구치보다 전치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근

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중절치와 유측절치 사이의 치조돌기보다

유측절치와 유견치 사이의 치조돌기가 먼저 생긴다는 사실은 유측절치와

유견치 사이의 융합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조돌기의 발생과 관련된 결과는 유측절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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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견치에서 융합치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유치의 융합이 있을 경우 영구치가 결손되는 비율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박 등은 방사선학적으로 조사한 130명의 유치의 융합치 중에서

계승 영구치가 결손된 비율은 43.8%라고 보고하고 있다.[12] 본 연구에

서는 유치에 융합치가 존재할 경우 영구치가 존재할 확률이 결손된 확률

보다 높았지만 두 결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

다(P>0.05).

결손된 영구치는 측절치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라 등

[6]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융합치 하방에 존재하는 영

구치가 결손된 환자의 빈도는 하악 우측 유중절치와 유견치가 융합된 경

우에 가장 높았다. 상악의 경우는 유측절치와 유견치의 융합이 존재하는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중절치와 유측절치 사이의 융합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악의 경우 유측절치와 유견치가 융합한 경우가 유중절

치와 유측절치가 융합한 경우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결과 역시 계승 영구치가 결손된 경우 유중절치와 유측절치가 융

합된 경우보다 유측절치와 유견치가 융합된 경우에서 훨씬 높았다고 보

고한 연구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치에 융합치가 존재할 때 계승 영구치에 선천적 결손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없더라도 영구치 융합이 발생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

는 없지만, 발생학적으로 유치의 법랑기 설측에 연결된 치판으로부터 계

승 영구치의 법랑기가 발생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17] 유

치의 치배는 발생 6주째에 나타는데 그로부터 4주 정도 후인 발생 10주

째가 되면 유치의 치배들이 설측으로 계승 영구치의 치배 발생을 유도한

다.[18] 따라서 발생 10주 전에 유치의 발생에 있어 융합치와 같은 문제

가 생기면 2개가 존재해야 할 유치 치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승

영구치의 치배의 수가 줄어들어서 계승 영구치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또한 유치의 치배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계승 영

구치 치배에도 영향을 주어 계승 영구치 치배가 융합되어 영구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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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치가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영구치의 개수

에는 이상이 없지만 유치의 융합치 하방의 계승 영구치가 융합치로 존재

하는 경우를 4명의 소아 환자에서 발견하였는데 위의 가설이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승 영구치의 치배가 유치

의 치배와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10주 이후에 유치에서 치배가 융합하여

융합치가 생긴다면 영구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영구치에 큰 문

제가 생기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융합치는 중앙의 융합선이 존재하기 때문이 이 선을 따라 치아 우식증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식이 발생하기 전에 치면열구전색

등의 예방적인 처치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치는 특별한 문

제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복합레진으로 수복을 하거나 치수치료를

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유치에서 융합치가 존재하는 경우 외과적, 교정

적, 보존적으로 치료하여 좋은 예후를 보이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

다.[19] 영구치의 경우에 융합치가 생기면 심미적인 문제나 공간적인 문

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관 삭제나 보철 치료 등의 방법으로 수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1] 영구치에서 융합치가 존재하는 경우 근관 치료

를 시행한 뒤 미백을 하고 복합레진으로 수복을 해주어 만족할만한 심미

적이고 기능적인 결과를 얻은 치료도 보고되고 있다.[20]

따라서 이러한 융합치와 같은 치아의 발육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는 것

은 방치하였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문제의 심각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본 연구 결과는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을 내원한 환자 중 융합치가 파

노라마 상에서 나타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수

가 많지 않고 제한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유치열에서 융합치가

나타나는 빈도 및 양상, 그리고 융합치가 나타난 경우 계승 영구치에서

의 결손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이전 연구들과 비교․분석하여 후속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

로 남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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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

원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찍은 3세-9세 소아 환자 125명(남아 58명, 여아

6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치열의 융합치 발생 및 융합치에 의한 계

승 영구치의 선천적 결손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융합치를 가진 125명의 소아 환자 중 남아가 58명(46.4%), 여아가 67

명(53.6%)으로 나타났다. 융합치의 발생 양상은 단일 융합이 116명

(92.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2. 융합치는 상악보다 하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중절치와 유측절치

간의 융합보다 유측절치와 유견치 사이의 융합이 더 빈번하였다. 하

악 우측 유측절치와 유견치 사이의 융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유치의 융합이 있을 때 영구치가 결손되지 않고 모두 존재하는 경우

는 69개(51.1%)로 나타났고 영구치가 결손된 경우는 66개(48.9%)였다.

4. 융합치가 존재할 때 결손된 계승 영구치의 종류는 측절치가 거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계승 영구치의 결손 빈도는 하악 우측 유측

절치와 유견치에서 융합이 일어났을 때 가장 높았다. 하악에서 유측

절치와 유견치에서 융합이 일어난 경우에 유중절치와 유측절치에서

융합이 일어난 경우보다 더 높은 계승 영구치의 결손 빈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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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Correlationship

between Fusion of Primary

Dentition and Congenital

Missing of Successional

Permanent Dentition

Koh Eun-Sol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usion is one of the dental anomalies occurring histo and morpho-

differentiation, which is combined at developing dentinal part of

adjacent independent teeth. Fused teeth are composed of independent

pulpal space and pulp canal radiographically. Fusion occurs primary

dentition more frequently than permanent dentition and its overall

prevalence is between 0.14 and 3% at primary dentition. Fusion

causes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teeth so that successional

permanent teeth more tend to be missing congenitally if primary teeth

are f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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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the

fusion in primary dentition according to the sex and age, the position

of the fusion in primary denti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fusion in

primary dentition and congenital missing in successional permanent

dentition.

Children aged 3 to 9 who had one or more fusion in dental

panorama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y had visi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from January, 2010 to June, 2014.

One hundred and twenty five children who had fusion in primary

dentition are composed of 58 boys(46.4%) and 67 girls(53.6%). The

most frequent type of fusion is single fusion, which is made up of

116 children(92.8%). Fusion was dominantly situated in the mandible,

with preference for fusion between primary lateral incisor and

primary canine.

When primary teeth fused, 69 cases(51.1%) had all the permanent

dentition. There were 66 cases(48.9%) of successional congenital

missing among 135 cases. The tooth type of successional congenital

missing teeth was mostly lateral incisor. The frequency of

successional congenital missing was the highest in the cases

involving fusion between primary lateral incisors and canines in the

mandible.

Key words: Primary dentition, Fusion, Congenital 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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