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2013;2:29-32

외과적 정출술을 이용한 임상치관 확장술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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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gical Extrusion Technique for Clinical Crown Lengthening
Jae-Ho Hwang1, Sung-Tae Kim2*
Graduated student1, Assistant Professor2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Dent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Seoul, Korea
In the anterior region, osteotomy for clinical crown lengthening procedure is hesitated because of esthetic point
of view. Even in premolar area, osteotomy could not be recommended considering crown to root ratio after the
crown lengthening procedure. Better crown to root ratio is anticipated after surgical extrusion procedure compared
with osteotomy. Surgical extrusion was performed by atraumatic extraction technique in this case report. Full thickness
mucoperiosteal flap were raised. The tooth were luxated carefully by periotome and extruded. It was stabilized with
interrupted sutures. Mobility decreased after 1months. The tooth had been maintained without any specific clinical
& radiographic findings of bone loss or ankylosis during 2 years. Atraumatic extra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PDL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s for successful treatment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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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특히 전치부에서는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치간유두의 보존, 만족할만한 보철물이 나오기 위한 순측

치아의 우식이나 파절선이 치은연하로 연장되어있을때

삭제선의 위치 등이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부위에서는 주

는 임상가는 임상치관연장술을 사용하여 건전한 치질을 노

위 치아와의 조화 때문에 골삭제를 통한 생물학적 폭경을

출시켜 수복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가지 술식 중 임상적

유지 할 시 치은의 심미적 외형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2.

상황에 맞는 술식을 선택하기 위하여 심미, 생물학적 폭경,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교정적/

1

ferrule length 등을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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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치아정출술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기존 치조골의 손
상을 최소화하기때문이다. 하지만 교정적 치아정출술의 경
우 교정기간과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재발의 위험이 있다2.
깊은 치근 파절이나 우식의 경우 외과적 치아정출술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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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장기적으로 임상결과를 보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3

왔다 . 좋은 예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술식으로
4

우측 제2소구치의 치아파절을 주소로 연세대학교 치과병
원 통합진료과를 방문하였다.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

발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 본 증례보

결과 치은연하에 파절선이 있는 치아 파절로 진단 되었다

고의 목적은 최소한의 외상으로 발치하여 외과적 정출술을

(Fig. 1). 보철물 수복시 생물학적 폭경의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여 그 예후를 관찰하는 것이다.

골삭제를 동반한 근단변위판막술 또는 외과적 정출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심미성 확보와 주위치아의 치주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외과적 정출술을 선택하게 되

Case

었다. 외과적 정출술을 시행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해당치
아에 관한 근관치료를 보존과에 의뢰하여 먼저 시행하였

특이할만한 전신병력이 없는 67세의 남자환자가 상악

Figure 1. Photograph before the
procedure.

Figure 4. Serial periapical radi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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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4).

Figure 2. 1 months after the
procedure.

Figure 3. 33 months after th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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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 비율의 에피네프린을 함유한 2%의 리도카인

외과적 정출술 시행후에는 치근단 흡수나 변연골 흡수

을 사용하여 해당 부위를 국소마취 하였으며 막 피판을 이

가 관찰될 수 있다6. 특히 치근단 흡수의 경우 골이식재가

용하여 구개측과 혐측으로 피판을 거상하였다. 육아조직을

사용된 경우에 더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7. 이러한 기전

완전히 제거한후에 치주탐침을 이용하여 가장 낮은 곳을

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발치시 외상으로

측정하여 정출량을 계산하였고 변연골과 치주인대의 최소

인항 영향과 치주인대세포의 탈수때문이라고 짐작되고 있

®

한의 손상을 위하여 Periotome (Nobelbiocare)를 사용하

다8. 따라서 발치시 외상을 최소화하고 되도록이면 발치된

여 발치를 시행하였다. 발치를 시행한후에 피판을 단속봉

치아를 발치와에서 완전히 꺼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8,9.

합을 사용하여 봉합하였으며 치아는 봉합사만을 사용하여

발차시 외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발치후 즉시시립을
시행하는 임플란트 수술법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아왔는데

고정하였다.
환자는 2주간 하루에 두번 0.12%의 클로헥시딘 용액으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Physics forcep10, Periotome11,

로 구강세척을 할것을 교육을 받았으며 5일분의 항생제를

Piezoelectric device12, implant drill13 등을 이용한 방법들

처방 받았다. 익일 내원하여 생리식염수와 과산화수소를

이 소개되었다.

사용하여 소독였고 술후 1주일에 발사 하였다. 이때 임상

임상치관확장술은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많

적 동요도는 2도 정도를 나타내었다. 술후 1달에 다시 검

이 발생한다. 그때마다 심미성이나 주위치아의 치주조직의

사를 하였는데 동요도는 1도 줄어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불리때문에 골삭제를 동반한 임상치관확장술을 선택하기

®

다(Fig. 2). 술후 2달째에 기성포스트(Parapost )를 사용하
®

여 코어를 레진상(Luxacore )으로 축성하였다. 후에 금속

어려웠다. 이 방법은 심하게 손상된 치아에서 심미적,기능
적으로 손해 없이 수복할 수 없게 해준다.

도재전장관으로 수복한후에 1년, 2년 간격으로 점검을 하
였는데 33개월간 치근흡수나 유착의 증상 없이 유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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