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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에	대해서는	치주인대강(periodontal	 ligament	

space)에	발치기자(elevator)를	삽입하여	탈구하고	겸자

로	발치하는	기본	조작이	이미	많은	교과서나	수술서에

서	기술되어	있다.	그	기본	조작으로	실시하는	것이	전제

이지만,	치아의	상태나	주위골과의	관계에	따라	증례별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발치기자를 넣고 싶은 부위의 치질을 남긴 채  
반대측 치질(골)을 제거한다.

발치기자를	삽입하는	목적은	치주인대강에	삽입하여	뼈와	치아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즉,	발

치기자를	넣어	수직적	움직임을	하게	함으로써	치아나	뼈에	횡력이	가해져	치아가	탈구되는	것이다.	

이런	발치기자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치아와	뼈가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힘이	

발휘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로	방향의	힘에	저항하는	치아나	뼈가	많을수록	치아는	탈구하기	어려워

진다(그림	3-1~3-4).

일반적인	발치	예정이었던	것이	난발치가	되는	원인의	하나로서	발치기자를	넣으려고	하는	부위의	

치질이	부러지거나	깨져서	발치기자가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발치기자를	넣고	싶은	부위의	

반대측	치질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특히	어려워진다.	반대로	말하면	발치기자를	넣고	싶은	부위

의	치질이	충분하며	그	반대측	치질이	결손되어	있거나	수직적인	골흡수를	일으키고	있는	증례에서

는	쉽게	탈구	조작을	실시할	수	있다(그림	3-5,	3-6).

분할발치의	철칙은	발치기자를	넣고	싶은	부위의	치질을	남긴	채	반대측	치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생각하면	모든	발치	조작이	전략적으로	되어	어려움을	겪는	일도	줄어든다.

1. 발치의 기본 조작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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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발치기자를 넣는다.

“발치기자는 근심협측우각에 넣는다.”는 진짜일까?

거의	모든	치과의사가	‘발치기자는	근심협측우각에	넣는	것’을	기본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여

러	교과서나	선배	치과의사에게	배운	것이며,	치관	부분이	남아	있는	치아에서는	기본적인	조작인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잔근	상태가	된	치아나	근심측	치질이	붕괴된	치아에서는	발치기자를	넣고	싶

어도	넣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발치기자가 닿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삽입해도 좋다.

근심협측우각에	삽입하는	이유는	단지	그	부분이	가장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며,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근심측이	심각한	우식으로	깨져	있는	경우는	치질이	남아	있는	원심협측우

각에	넣어도	좋고,	발치기자가	닿기만	한다면	설측이나	구개측에	삽입해도	좋다.	어디까지나	발치기

자의	역할은	탈구이므로	효과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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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그림 3-2

치은이 덮여 있는 잔근

발치기자 삽입 전 반드시 치은의 처리를 한다 

덮여 있는 치은을 처리하지 않고 무작정 발치기

자를 넣지 않도록 한다. 덮여 있는 치은을 절제하

거나 박리자로 치은을 박리하여 치아와 뼈의 경

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치은의 처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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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그림 3-4

치질 결손 부위가 작은 경우는 치질 결손 적은 쪽의 치은을 젖히고 치주인대강에 발치기자를 삽

입한다.

치질 결손의 차이가 큰 증례에서는 작은 힘으로 쉽게 탈구할 수 있으므로 발치기자가 아니라 박리

자를 치주인대강에 삽입하여 벗겨내는 듯한 조작으로도 쉽게 탈구할 수 있다.

치질 결손이 크지 않은 경우는 치질 결손이 적은 쪽에 발치기자를 넣는다

치질 결손이 큰 경우는 작은 힘으로 탈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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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결손이 크면 근심협측의 발치기자 삽입으로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림 3-5

치질 결손이 큰 쪽에 발치기자를 삽입해도 치주인대강의 위치를 알기 어려우며 발치기자의 응력도 발생하기 어렵

다. 치질 결손 부위가 클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발치기자를 거는 위치에 따라 응력 발생도와 저항하는 조직량에 차이가 생긴다. 이 경우 근심협측우각이 아니라 

원심협측우각에 발치기자를 위치시키는 것이 쉬운 증례다.

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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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와 치질의 경계를 확인하기 힘들어 발치기자를 넣을 위치를 찾기 어렵다.

심한	우식으로	인해	잔근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경우	주위	치은이	치근면을	덮고	있어	

가성	매복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치질이	약간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발치기

자를	넣어	탈구시키려고	해도,	치질의	상면은	연화	상아질로	변성된	경우가	많아	뼈와	치

질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그림	3-7).

2. 난발치: 잔근의 경우

흔한 상황

심한 우식으로 주위 치은이 덮

고 있는 잔근 상태. 치질이 점처

럼 보이지만 치주인대강의 위치

는 파악할 수 없다.

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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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정에만 치은박리를 하여 수술 시야를 확보한다.

이럴	때는	치조정이	연속된	치간유두의	치은을	깨끗하게	절개하고,	치조정에만	치은박리

를	하여	수술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그림	3-8~3-11).

그림 3-8

치간유두를 중심으로 No.15 

수술칼로 치조정 절개(crestal 

incision)를 한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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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박리자를 사용하여 치조정을 중심으로 점

막골막을 박리하여, 잔근의 치주인대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골면을 드러낸다.

그림 3-10

치주인대강을 드러내어 가장 치질이 많이 

남아 있는 위치에 발치기자를 삽입하여 탈

구 조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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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잔근을 모두 발치한 후

에는 발치와의 소파, 치

은연 주위의 불량 육아 

제거를 한 후 치간유두

를 봉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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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발치: 치근유착의 경우

치근과 뼈가 동화되어 발치기자로 탈구하기 어렵다.

난발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치근유착을	들	수	있다(그림	3-12).	발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환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문구인	‘치아와	뼈가	딱	붙어	있다’에	해당하

는	것이다.	완전유착이면	치근과	뼈가	동화되어	있어	절삭해도	뼈와	치질이	구별되지	않

지만,	대부분은	고령으로	인한	치주인대강	협착	때문에	발치기자로	탈구하는	것이	곤란

한	상황이다.

홈 파기나 분할발치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는	치주인대강에	피셔	버(fissure	bur)	등으로	홈(groove)을	깊이	파거나	또

는	분할발치를	실시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유착이	약한	경우는	치주인대강	

주위에	홈을	만들면	발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그림	3-13~3-21).

확실한	방법은	분할발치인데,	중앙에서	분할선을	만들고	발치기자를	넣는	곳의	반대측

에	탈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공간이	생기면	다음으로	치주인대강

에	다시	한번	발치기자나	박리자를	삽입하여	남은	치질을	벗겨내듯이	힘을	가하면	탈구되

어	나온다(그림	3-22~3-25).

대책

흔한 상황

치근유착 상태의 잔근

그림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