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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d eruption with customized resin tube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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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are various forms of dental trauma that occur in childhood. In the subgingivally crown-root fracture case, forced eruption has been
depicted as one of the most conservative treatments. Generally, the forced eruption is done by using wires, power chains, elastic threads,
or using removable appliances and elastic.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ediatric patients,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patient's
cooperation and maintain clean oral hygiene status. As an alternative, forced eruption using MTA (Mini-Tube Appliance) can be
proposed. This case report describes two cases of subgingivally crown-root fracture, which were treated with modified MTA to form a
customized resin tube to perform a treatment more aesthetic, rapid, and stable.
KEY WORDS: Biologic width, Crown-root fracture, Forced eruption, Mini-Tube Appliance (MTA), Subgingivally fracture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하게 되면 감염, 수복물에 의한 결합

서

론

조직섬유의 파괴에 의한 부착 소실, 골소실이 발생하게 된
다[6]. 따라서 수복 처치를 할 경우 이 생물학적 폭경을 파괴

소아청소년의 외상성 손상에는 치아 성숙도 및 외상의

하거나 기계적으로 침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심

이러한 생물학적 폭경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치조골

미적인 위치에 있는 치아의 외상은 치아가 심미적, 기능적

수술을 포함한 근단변위판막술, 외과적 정출술 또는 의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요인이 고려되

적 재식술, 교정적 정출술 등이 있다[3,7,8]. Dentogingival

어야 한다[1]. 외상에 의한 치아의 파절은 17.5%의 이환율

complex와 각화치은이 충분한 경우에는 연조직이 충분하

을 보이며 이 중 치관치근 파절은 약 5% 정도로 보통 전

므로 외사절개를 통한 치은절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치부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된다[2,3]. 치

하지만 dentogingival complex 양과 무관하게 각화치은이

관치근 파절과 같이 치주조직 또는 치조골 하방으로 치아

2 mm 이하로 부족한 경우에는 외사절개를 통한 치은절제

가 파절되면 수복치료 시 큰 어려움이 생긴다[4].

가 불가능하며 내사절개를 통해 근단변위판막술을 시행해

치관치근 파절된 치아의 수복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폭

야한다[9]. 이와 같은 외과적 치관연장술은 상악 전치부와

경의 유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파절선이 생물학적 폭

같이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에서는 추천되지 않고 외과

경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 파절편의 재부착이 가

적 정출술 또는 교정적 정출술을 통한 생물학적 폭경의 획

능할 수 있다. 하지만 계획된 수복물이 생물학적 폭경을

득을 추천한다.

침범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임상적

외과적 또는 교정적 정출술의 첫 번째 목적은 최종 수

치관연장술이 고려되어야한다. 생물학적 폭경은 Gupta 등

복시 건전한 치주 조직을 제공하고 생물학적 폭경의 확보

[5]에 의해 언급된 개념으로 치은구에서 치주조직으로의

를 통해 환자가 치아를 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세균 감염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폭으로 수복물이

것이다[1]. 외과적 정출술은 치아의 파절선과 골과의 관계
를 확인한 후 치아를 탈구시켜 원하는 위치까지 정출시키
는 방법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지만 치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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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치주인대 세포의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보다 보존적인 방법으로 교정적 정출술을 선택할 수 있
다. 이 치료법은 심미적으로 중요한 치아에서 선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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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술식으로 더 나은 치관치근 비율과 외과적 술식만 시
행한 경우보다 더욱 심미적인 결과를 제공하여 우선적으
로 추천되는 술식이다[5].
교정적 정출술은 통상적으로 가철식 장치와 고무줄 또
는 브라켓과 와이어를 이용하여 진행될 수 있는데[10] 이
러한 기존의 방법은 치료 중 발생 가능한 불편함, 구강위
생관리의 어려움, 협조도의 필요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4].
이와 같이 기존에 사용되는 방법들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
해 전치부 부분교정에 사용되는 MTA (Mini Tube Appliance)
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MTA는 3 mm 정도 크기의 미니튜브를 사용해 이물감이
나 통증이 거의 없고 빠르면 6주, 평균 3-6개월 정도로 교
정기간이 짧다[11]. 그리고 기존 브라켓에 비해 탈락률이
낮으며 심미적이다[11,12]. 또한 마찰저항이 적어 light
force의 와이어만으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1]. 하지만 시판되고 있는 MTA는 가격이 고가여서
이를 대체할 만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 예 중 하나가
3 mm 길이로 절단한 시린지 팁을 사용하는 것으로 니들
을 절단하여 튜브 대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
으로는 elastic thread를 사용해 튜브를 대신할 수 있는 홀
을 직접 형성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은 재료가 저렴하
고 구하기 쉬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본 증례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는 교정적 정출술의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modified MTA를 통해 Customized
resin tube를 형성하여 교정적 정출술을 시행한 증례를 소
개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증례1
2016년 08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외상에 의한 치은연하
파절을 주소로 14세 남아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
과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Fig. 1. (A) Periapical view and (B) intra-oral photographs at first
visit.

순측에서 치은연상, 구개측에서 치은연하 파절 상태로 치
수침범이 있는 치관치근파절로 진단되었다(Fig. 1). 치수치
료 후 정출량을 좀 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임시

후 3.6 mm의 정출량이 관찰되어 정출술을 종료하고 치아

치관심미수복술을 시행하였다(Fig. 2). 외상 3개월 후 교정

의 유지를 위해 구개측에 고정식 유지장치를 장착하였다

적 정출술을 위해 Customized resin tube를 형성하였다. 간

(Fig. 5). 3개월, 6개월 및 12개월 정기검진 시 특별한 임

접 부착방법으로 시린지팁을 이용하여 Passive Bracketing

상적 증상 및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다.

을 시행하였고 이는 .016 × .022 SS rectangular wire 삽입
에 용이한 직경을 얻기 위함이다. 그 후, 정출력을 제공하

증례2

기 위한 Customized resin tube는 elastic thread를 이용해

2016년 09월 본원에서 치근단형성술 진행중이던 11세

직접 형성하고 .012 niti wire를 삽입하였다(Fig. 3). 주기적

남아가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치근 파절을 주소로 내원

으로 정출 정도를 확인하고(Fig. 4) 치료 중 교합간섭이 발

하였다. 내원 당시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구개측에

생하지 않도록 반복적인 절단면 삭제를 시행했다. 2개월

서 치은연상, 순측에서 치은연하 파절선이 관찰되어 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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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eriapical view and (B) intra-oral photographs after GP
cone Filling and Resin build up. The resin build up was carried out
on a temporary basis, which allows a more visible visualization of
the amount of forced eruption.
Fig. 4. Intra-oral photographs of (A) forced eruption procedure and
(B) cutting of inicisal edge to prevent occlusal interference.

치근파절로 진단되었다(Fig. 6). 임시 치관심미수복술을 시
행한 후(Fig. 7) 증례1과 같은 방법으로 교정적 정출술을
시행하였다. 2개월 후 3 mm의 정출량이 관찰되어 정출술
을 종료하고 정출된 치아의 유지를 위해 구개측에 고정식
유지장치를 장착하였다(Fig. 8). 3개월, 6개월 및 12개월
정기검진 시 특별한 임상적 증상 및 재발은 관찰되지 않
았다.

고

찰

통계학적으로 대부분의 외상은 성인기 이전인 소아 청

Fig. 3. Clinical procedure of Customized resin tube appliance. (A)
Indirect bonding for passive bracketing and (B) intra-oral photographs after formation of a Customized resin tube.

소년기에 발생되며 그로인해 외상 정도, 치아의 성숙도 및
협조도에 따라 치료법의 선택 및 행동조절의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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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Periapical view and (B) intra-oral photographs after
forced eruption was finished.

다[4]. 특히, 치관피근파절과 같이 파절선이 치은연하에 위
치하는 경우에는 수복 전에 생물학적 폭경의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수적일 수 있다. 즉, 계획된 수복물이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가
Fig. 6. (A) Periapical view and (B) intra-oral photographs at first
visit.

시키기 위한 임상적 치관연장술이 고려되어야한다. 하지
만 모든 경우에 치관연장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부적절
한 치관치근비율, 높은 이개부, 부적절한 치열궁관계, 인접
치의 치주조직 손상 및 심미적인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에

치부와 같이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에서는 시행하지 않

는 비적응증으로 여겨진다[5].

는 것이 추천된다[3-5]. 그리고 골절제술 여부와 상관없이

비적응증에 해당되지 않고 치관연장술이 가능하다면 발

연조직 절제술 후에 적당한 양의 각화치은이 항상 존재해

치를 시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치료법들의 선택이 우선

야 하는데 최소 2 mm의 각화치은 폭이 확보되는 것을 권

시 되어야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한다[9]. 따라서 dentogingival complex와 각화치은이 충

첫 째, 충분한 연조직이 있어서 치은절제시 치조골노출

분하여 연조직이 충분한 경우에만 외사절개를 통한 치은

과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 단순 치은절제술

절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또는 치은성형술로 처치가 가능하다[5,13]. 치관연장술 중

둘 째, 치조골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골절제술과 치은절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인 치은절제술은 치은의 치유와 생

제술을 동반한다[5]. 즉, 각화치은은 충분하지만 dentogingival

리적 치은 형태를 갖는 수복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상악 전

complex가 3 mm 이하로 불충분하여 치은절제술만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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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Periapical view and (B) intra-oral photographs after GP
cone Filling and Resin build up. The resin build up was carried out
on a temporary basis, which allows a more visible visualization of
the amount of forced eruption.

Fig. 8. (A) Periapical view and (B) intra-oral photographs after
forced eruption was finished.

하였을 때 생물학적 폭경의 침범, 치조골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골삭제가 동반되어야 한다. 골절제술 시에는 판막

각화치은이 2 mm 이하로 부족한 경우 외사절개를 통한

을 치관측으로 변위시켜 치주 조직의 보존을 최대화하고

치은절제가 불가능하며 내사절개를 통해 근단변위판막술

골 절제술 후 치유가 완료되면 치은연의 수정이 가능하도

을 통해 각화치은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록 해준다[5]. 이와 같은 골절제술을 동반한 치은절제술은

이처럼 치관연장술은 치은절제술 및 골절제술을 통해

외과적 치관 연장술시 가장 일반적인 술식이다. 하지만,

치관을 근단측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심미적으로 허

술 후에 인접치의 치조골이나 치은 변연과 현저한 차이가

용되지 않는 위치인 경우에는 외과적 또는 교정적 정출술

발생할 수 있어 심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

을 통해 치관측으로 연장하는 것이 추천된다[8].

서 대상치아가 1개뿐인 상악 전치부에서는 추천되지 않는

외과적 정출술은 판막을 거상하여 치아의 파절선과 치

다. 또한 성장기 아동인 경우에는 치은절제술, 골삭제를

조골의 관계를 확인한 후 치아를 탈구시켜 원하는 위치까

동반한 치관 연장술은 성장에 따른 치은의 형태 변화를 예

지 정출시키는 방법이다. 이 술식은 한 단계로 빠르고 간

측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단하게 시행할 수 있지만 시술시 치주인대 세포의 손상이

셋 째, 부착치은이 부적절한 경우: 치료 술식에 제한을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14-16]. 이러한 한계점과 술

갖게 되며 골절제술을 동반하거나 하지 않는 근단변위판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외과적 정출술 시행 시에는 잘

막술을 시행한다[5]. dentogingival complex 양과 무관하게

계획되고 제한된 탈구를 통해 치주인대의 생활력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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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능적 치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력을 가하는 방법은 고정원으로 이용되는 인접치의

[14,16]. 기능적 치유는 치근흡수의 부재, 정상범위내의 동

tipping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요도, 방사선사진상 온전한 치조백선과 같은 지표를 통해

브라켓을 부착할 경우 심미적이지 않으며 구강위생관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술식의 특성상 기구 조작 중 손상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증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에 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술식 민감도가 높은 치

분교정에 많이 사용되는 MTA를 사용하였다. 이는 전치부

료법이다.
교정적 정출술은 교정력을 가하여 치아를 이동시킴으로

에 미약한 정중이개가 있거나 돌출된 경우, 부분적으로 치

써 모든 부분의 치주인대에서 치조골정의 변연을 자극하

열이 틀어진 경우, 장치 노출을 꺼리는 경우, 시간적 여유

여 침착이 일어나게 하는 술식이다. 교정적 정출술을 통한

가 부족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전치부 부분 교정 방법

치관연장술은 해당 치아와 인접한 치아주위의 외과적 골

으로 3 mm 정도 크기의 미니튜브를 사용해 이물감이나

제거량이 과도할 때 유용하며 골 또는 치주조직 지지의 상

통증이 거의 없고 빠르면 6주, 평균 3-6개월 정도로 교정

실을 일으키지 않아 보존적이며 본 증례와 같이 심미적으

기간이 짧다[11]. 그리고 기존 브라켓에 비해 탈락률이 낮

로 중요한 전치부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술식으

으며 심미적이다. 또한 치아이동 중 마찰저항이 적어 교정

로 외과적 정출술에 비해 좀 더 생리적인 이동이 가능하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치근흡수, 치주손상, 원치 않은 치

여 인접치의 손상을 피할 수 있게 한다[5,17]. 그리고 더

아이동 등 다양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나은 치관치근 비율과 외과적 술식만 시행한 경우보다 더

다[11]. 이런 장점들은 본 증례에서 더 간편하고 빠르게 교

욱 심미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하지만 긴 치료기간을 필요

정적 정출술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로 하고 교정 장치의 부착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불편감

하지만 시판되고 있는 MTA는 고가여서 이를 대체할 만

을 줄 수 있으며 치근이 근접하고 치간공극이 조기에 폐

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 예 중 하나가 3 mm 길이로

쇄된 경우, 유착 또는 과백악질증으로 부가적 하중이 고정

절단한 시린지 팁을 사용하는 것이다. 튜브로 사용할 수

원이 되는 치아의 함입을 야기시킬 경우, 수직적 치근 파절

있도록 니들을 절단하고 연마하는 과정이 까다롭지만 레

의 경우에는 금기시 된다[17,18]. 또한 교정적정출술 시행

진으로 피개하면 심미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구하기 쉽고

전에는 치근 길이, 치근 형태, 파절선의 위치, 치아의 중요

저렴하여 사용이 용이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elastic thread

도, 환자의 연령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에 대한

를 사용해 튜브를 대신할 수 있는 홀을 직접 형성하는 방

환자의 이해도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7].

법이 있다. 본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약 0.7 mm

교정적 정출술의 방법에는 15-30 g의 정출력을 이용한

의 직경을 가진 elastic thread 안에 형광 낚시줄을 끼워 넣어

저속 정출술과 50 g 이상의 정출력을 이용한 고속 정출술

가시화한 뒤, 이를 튜브 대용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본 증

이 있다[1,17]. 저속 정출술은 치아 정출과 함께 치조골과

례에서는 두 가지 Modified MTA를 통해 Customized resin

치은의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 교정적 정출술을 시행한

tube를 형성하여 치료한 케이스를 소개하였다.

후, 생물학적 폭경 확보를 위한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게

교정적 정출술이 완료된 후에는 외상성교합력의 작용여

된다. 반대로 고속 정출술은 큰 정출력을 이용해 빠르게

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정적 정출술이 완료

치아를 이동시켜 치주조직의 치관측 이동이 동시에 발생

되고 유지기간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 교정적 정출이 완

하지 않도록 하여 추가적인 골절제술 등의 외과적처치의

료된 후,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Heithersay와 Ingber는 2개

필요성을 줄여준다[4,19,20]. 생물학적 폭경 확보를 위한

월을 추천하였으며 Guilford 등은 3-6개월의 유지기간을

교정적 정출술은 치주인대 주섬유를 최대한 확장시키고

추천하였다[21-23]. 또한 Dolt는 재발을 막기 위해 정출량

새로 형성된 백아법랑경계 주변에 즉각적인 골형성이 일

1.0 mm당 8-12주의 유지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속 정출술이 추천

[24]. 여전히 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논문들마다 조금씩 상

된다[19].

이한 편이나 보통 정출을 시행한 기간 또는 약 2개월의 유
지기간이 사용되고 있다. 여러 문헌에서 재발을 막고 유지

교정적 정출술은 통상적으로 가철식 장치와 고무줄 또
는 브라켓과 와이어를 이용하여 진행될 수 있는데[10] 가

기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치조섬유 절개의 필요성을 강

철식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협조도에 영향을

조하였다[25-27]. 주요 치주섬유들은 유지기간 동안 재배

많이 받게 되어 소아청소년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 시

열되지만 상치조섬유는 장기간동안 신장된 채로 남아있어

어려움이 있다. 추가로 장치파절에 의한 재제작으로 치료

이러한 섬유를 절제해주는 것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중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인접한 2-4개

요하게 된다. 하지만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의 치아에 레진을 이용하거나 브라켓을 부착하여 와이어

으로 검진 시 유착 또는 외흡수와 내흡수 등 치근의 흡수

를 고정한 후 power chain이나 elastic thread를 이용해 정

가 지속되어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할 때는 발거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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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Nappen DL, Kohlan DJ. Orthodontic extrusion of pre-

해 발거를 뒤로 미루거나 치관절제술(decoronation)을 시
행하여 시기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MTA를 이용한 교정은 상대적으로 짧은 치료기간과 심
미적인 측면에서 소아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을 고려하여 다
양한 증례에서 활용한다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본 증례에서는 MTA의 변형 형태인 Customized resin
tube appliance를 이용해 교정적 정출술을 시행하였다. 이
는 환아 협조도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좀 더 심미적
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원하는 정출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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