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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영 원장의 지·상·강·좌

임상 발치학 총론-발치의 모든 것!

사랑니 발치법-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사랑니 발치
첫째, lever action 입니다 .<그림2> 발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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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or)에 의한 발치 운동은 쐐기 작용(wedge
principle), 지레 작용(lever principle), 그리고 윤축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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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두 근본적으로는 견고한 fulcrum을 이용한 lever
action에 의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lever action은 발치 기자뿐만 아니라 발
치 겸자(forcep)에도 해당 됩니다. 근원심 방향이 발치

그림 5

기자의 주된 방향이라면, 발치 겸자는 주로 협설 방향의
lever action을 이용합니다.

수록 center of rotation이 하방으로 이동되며, 발치
겸자로 잡은 치아를 흔들어 상부의 치주인대공간(P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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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이 넓어지면 마찬가지로 center of rotation
이 치근단 쪽으로 이동되어 발치가 쉬워지게 됩니다.
치주 발치가 쉬운 이유도 상방의 치조골 소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center of rotation이 치근단 쪽으로 이동

사랑니 발치를 흔히 계륵에 비교하곤 합니다. 뽑자니 어

되기 때문입니다.

렵고, 건강보험수가는 낮고, 열심히 뽑았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아프냐고 컴플레인 듣기도 하고, 간혹 발생

발치는 기본적으로 발치 겸자(forcep)와 발치 기자

한 합병증으로 골치 아픈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안 뽑자

(elevator)에 의해 시행됩니다. 겸자 발치는 발치력을 치

니 실력 없는 치과의사로 생각할 것 같고. 가뜩이나 요즘
과 같이 환자 없는 시기에는 사랑니 발치도 어느 정도 수

그림 3

아에만 가할 수 있으므로 발치에 수반하는 치주조직의 손
상이 거의 없습니다. 또 발치력을 가하는 방향으로 치아가

익에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좋은 면도 많기 때

둘째, 언더컷(undercut) 입니다.<그림3> 수평매복치의

탈구하여 발거되므로 발치 운동의 방향이나 발치력을 조

문에 그래도 예전에 비해 일반 로컬의원에서도 사랑니 발

경우 크라운을 자를 때 상부가 하부보다 넓어야지만 언더

절하기 쉬운 잇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겸자 발치는 발치의

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컷 없이 크라운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크라운 뿐만

기본이 되어 있고 겸자로 파지할 수 있는 치아는 모두 겸

아니라 치근 제거 시에도 마찬가지로 치근 상부가 치근

자로 발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랑니 발치의 경우 매복

하부보다 넓어야 치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많습니다.

사랑니 발치가 계륵이 아니라 맛있는 닭갈비가 되길 바
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적절한 힘의 전달(accurate force delivery)입

발치 기자는 치관이 붕괴되어 있거나 치근은 정상이어도

저는 사랑니 발치를 4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니다. 발치 시 술자의 몸과 발치 기구 그리고 치아가 불필

맹출 이상의 치아로서 겸자로 파지할 수 없는 치아를 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lever & fulcrum, 둘째로

요한 움직임 없이 일체가 되어야지만 술자의 힘이 치아와

치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당연히 매복 사랑니 발치

undercut, 셋째로 accurate force delivery, 마지막 넷

치아 주변조직에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진행된 우식에 의

에 많이 사용됩니다.

째로 center of rotation입니다. <그림1>

한 연화 상아질이 많은 잔존치근(root rest)의 발치가 어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원칙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려운 이유는 술자의 힘이 기구에 전달될 때 정확히 치아

기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힘을 전달하는 것이 사랑니 발치

에는 전달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그림4>

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랑니 발치의 시작은 강력한 마취로부터 시작됩니다.
통증은 환자가 느끼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각이기 때문
에 되도록 발치 시 환자분이 통증을 경험하지 않도록 정
확한 마취를 하는 것이 술 후 통증 조절에도 도움이 됩
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시행하고 발치 전에 미리
처방약을 복용하게 한 후 발치를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
는데 그 이유는 마취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1시

그림 1

간 후부터 진통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가 통증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다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술자의 입장에서 사랑니 발치와 같은 외과적 수술이 겁
그림 4

나고 오래 걸리는 이유는 경험의 부족 때문인 것도 있지
만 발치 부위의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가 부족해

그림 2

넷째, center of rotation입니다.<그림5> center

서 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강력한 마취를 위해서도 정

of rotation이란 교정치료 시 치아의 crown에 교정

확한 신경의 주행 및 역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력을 전달했을 때 치아의 회전 중심이란 개념이지만

하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마취를 하는 신경은 하치조신경

발치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inferior alveolar nerve), 설신경(lingual nerve), 장

center of rotation이 치근단 쪽으로 위치할수록 쉽

협신경(long buccal nerve)입니다. 사랑니 발치 시 주

게 발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발치 겸자를 이용한

로 다칠 수 있는 신경이 하치조신경과 설신경입니다. 특

발치 시에 forcep의 beak 가 치근 하방 쪽에 위치 될

히 설신경은 하악관(mandibular canal) 속에 위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