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1 정출(Extrusive Movement)

정출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아마도 치은연하 우식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 

치조골 안에 아직 충분한 길이의 치근이 있는데 발치해 버리기에는 아깝다. 이러한 경우에 치근

을 정출하면 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시행한 적이 없거나, 학회지나 책에서 여러 가지 증

례를 보기는 했으나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선생님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Part 1에서는 실제로 정출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기자재를 사용하고 어떻게 시행하는

지를 모형 실습을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한다(→모형 실습 ①, ②). 정출은 치아의 이동도 간단해 

처음으로 습득하기에 가장 적절한 MTM이다. 부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바란다(→Case 01~05).

정출은 응용 범위가 넓다. 이식이나 재식의 전처치로 이용하면 확실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Case 11~17). 또한 치근막이 치조골을 만든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골

조성이 가능해진다(→Case 09, 10). 치주치료 입장에서는 치주낭을 얕게 할 뿐만 아니라 흡수된

치조골의 재생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치료는 획기적이어서 술후에는 과거에 치주질환이 있었

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Case 06~08, 18~24).

‘모형 실습 ①, ②’에서

 



‘Case 08’에서

‘Case 03’에서

모형 실습

모형 실습 ① 정출의 기본 테크닉

모형 실습 ② 파워체인을 거는 방법과 정출의 방향 조정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는 정출 

Case 01~05 치은연하 우식, 치근 파절에 대한 응용

Case 06~08 치주낭을 얕게 한다

Case 09~10 임플란트에 필요한 치조골을 만든다

Case 11~17 이식 ․재식 전처치로서의 정출(교정 이식)

브라켓을 사용한 정출 

Case 18 치주낭과 치조골 개선

Case 19~21 하악 제1대구치의 치주낭을 얕게 한다

Case 22 정출을 이용해 임플란트를 위한 골을 증대시킨다

Case 23~24 정출의 응용 증례

User
강조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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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정출

모형 실습 ①

정출의 기본 테크닉
 

①-1. 치은연하 우식이 상정된 모형.

 ①-4. 가봉 시멘트(경성)로 훅을 합착한다(Shofu Temporary ce-

ment/Hard). 

①-5. 내부를 솜 등으로 건조시키고 lentulo spiral로 시멘트를 흘려

넣는다. 

①-6. 훅의 합착이 끝난 상태.

①-2, 3. 치근 안에 합착되는 훅(hook)은 L자 모양인 것이 파워체인

을 걸기 쉽다. 훅은 스테인리스스틸의 .016 또는 .014 라운드 와이

어가 조작하기 쉽다. 시멘트에 묻히는 부분은 유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굴곡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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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 파워체인을 거는 고리를 만든다. .016×.016의 rect 와이어가

돌지 않아 부착하기 쉽다. 

①-8. 기저부를 만든다.

①-9, 10. 접착성 레진을 이용해 기저부를 접착한다. 

①-11, 12. Metal button을 접착성 레진으로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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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정출

모형 실습 ②

파워체인을 거는 방법과 정출의 방향 조정
  

②-1. 모형 실습 ①에서 제작한 장치가 부착된 상태. 

②-2, 3. 제작된 고리 중앙에 파워체인을 건다. 

②-4, 5. 고리의 원심을 통과해 metal button에 건다(약간 원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정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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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6, 7. 치실을 이용해 고리 중앙에 파워체인을 통과시켜 metal button에 건다(약간 근심으로 이동되면서 정출됨).

②-8, 9. 고리의 원심에 brush-dip 법으로 레진을 쌓는다. 

②-10, 11. 버로 파워체인이 통과하는 그루브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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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2, 13. 그루브에 파워체인을 통과시켜 걸면 더 원심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정출시킬 수 있다. 

②-14. 파워체인은 얇은 편이 걸기 쉽다. ②-15. 다이아몬드가 코팅된 핀셋은 미끄러지지 않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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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정출

치은연하 우식, 치근 파절에 대한 응용

Case 01

치은연하 우식의 처치

54세 남성. #23이 치은연하 우식이어서 정출하기로 했다.

1-1. #23은 치은연하까지 미치는 우식이었다. 1-2, 3. 정출 시작.

1-4. 약 1개월 후. 정출이 끝났을

때 훅을 레진으로 고정해 보정한

다. 동시에 증식된 치은을 전기소

작기로 제거한다.

1-5, 6. 정출 종료 2개월 후. 보철치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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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정출

치은연하 우식, 치근 파절에 대한 응용

Case 02

수평 치근 파절에 대한 대응

54세 남성. 부딪혀 전치가 부러졌다.

2-1, 2. 치은연하에서 부러

졌으므로 #21을 정출한다. 

2-3. 정출 시작. 

2-4, 5. 전치이므로 레진 

쉘로 커버해 일상생활에 지

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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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약 2개월 후, 치근이 정출되었다. 2-7. 즉시 중합 레진으로 보정. 정출에 동반해 증식된 치

은을 전기소작기로 제거했다(→Case 03 참조).

2-8. 정출 시작. 2-9. 2개월 후. 정출이 끝났을 때. 2-10. 보정 2개월 후. #21, 22의

연결 크라운 합착.

2-11, 12. 보철 종료 1년 후. 양호하게 경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