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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조신경과는 달리 엑스레이로는 확인할 수 없는 구조

다음으로 각 단계별 매복 사랑니 발치의 과정에 대해

피스와 bur에 의해 발생된 치아 파편이나 골 파편은 치근

물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야합니다. 통계적으로 설신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춤을 글로 배우기 어렵듯이 사랑니 발

을 제거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

은 사랑니 부위의 설측 치조정 부위에서 안쪽으로 2mm

치도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다. 발치 후 치유 지연 및 통증의 원인 중 큰 것이 치관 절

하방으로 3mm 정도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

제술시 발생되는 이런 치아 파편 및 골 파편이기 때문입

각보다 하악 사랑니의 lingual plate와 가까운 위치에

니다.

서 주행하고 있으므로 발치 시 항상 주의해야 하겠습니
다. 또한 lingual nerve는 안면신경(CN 7)의 자율신경가
지인 chorda tympani nerve(고삭신경)와 mandibular
ganglion에서 합쳐지면서 함께 주행하게 됩니다. chorda
tympani nerve는 설신경과 함께 주행하며 혀의 전방 2/3
의 미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발치 시 설신경이 다치게
되면 혀의 일반 지각 뿐만 아니라 미각 이상을 보이는 것
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림 6>

그림 10

치관 제거술 후 치근 제거술(root removal)을 시행합
그림 8

니다.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많은 양의 치관절제술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fulcrum을 주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

그림 6

매복 사랑니 발치 시 절개선은 반드시 외사선(external

고 계실 겁니다. 이 때 무리해서 발치 기자를 사용하기 보

oblique ridge)와 내사선(internal oblique ridge) 사

다는 #4 round bur를 이용해서 치근 외측의 협측 피질골

이의 골조직에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2대구치의 협

에 fulcrum line을 형성해 주고 발치 기자에 정확하고 강

측교두 후방에서 하방에 있는 골을 따라서 사선으로 절

한 지렛대 힘이 가해지도록 해야 합니다.<그림 10> 물론 골

개선을 형성합니다.<그림 8> 만약 내사선으로 넘어 설측으

을 무리하게 많이 삭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통상 쓰는 리도케인 마취 앰플 1개의 용량은 1.8ml 인

로 원심절개를 가하면 골이 받쳐주지 못하므로 직접 악하

너무 치아를 잘라서 빼는 것에만 치중을 하다보면 시술

데 보통 하조신경전달마취에 1.3ml를 주입하고 나머

간극이나 익돌하악간극을 개방해 버리는 결과가 되고, 익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환자가 많이 힘들어 하며 해부학

지 0.5ml는 주사침을 약 8~10mm 정도 뒤로 빼서 설신경

돌하악간극에서 지치 원심부 치조골막의 설측을 통과하

적 랜드마크들이 깨져버리면서 난발치가 되는 경우를 많

을 함께 마취합니다. 마취의 자입점은 협근(buccinator

여 설하간극으로 하강하는 설신경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

이 보게 됩니다. 적절한 골삭제는 발치 후 치유에 큰 영향

muscle)과 상인두수축근(superior constrictor

습니다. 근심측으로는 제2대구치의 협측 중앙부까지 열구

을 주지 않으며 골삭제와 치아분할을 적절히 조화시키면

pharyngeal muscle)이 합쳐지는 구조물인 익돌하악봉

내 절개를 시행하는데 골막이 잘 벗겨지지 않으면 flap을

서 발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pterygomadibular raphe)에서 약간 협근쪽에 위치

무리하게 periosteal elevator로 벌리지 말고 살짝 벌린

치관제거 및 치근제거를 위한 골삭제 시 우리가 흔히

시키고 마취 시린지의 무게에 손의 힘으로는 방향을 가이

상태에서 blade로 골막을 재차 절개해서 예리하게 flap

사용하는 90도 각도의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로는 기구 접

드 한다라는 기분으로 아주 적은 힘으로도 주사침은 잘

elevation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취침이나 마취액이 전달

는 보통 스트레이트 타입 로우핸드피스를 사용하게 되

되는 곳이 조직이 매우 성기게 분포되어 있는 익돌하악간

는 데 헤드의 크기가 크고 어시스트가 생리식염수도 따

극(pterygomandibular space)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로 뿌려줘야 하며 낮은 속도로 인해 밀리면서 주변 조직

정확히 이 공간에 주사액 자입시 통증도 심하지 않으며,

에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45도 각도

만약 주사침 자입시 매우 빡빡하게 느껴지며 환자도 심한

의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구비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

통증을 느낀다면 주사침이 너무 설측으로 자입되어 상인

다. 술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일반 핸드피스로는

두수축근 및 내측익돌근 쪽으로 자입되는 경우일 수 있습

접근이 어려운 부위에 정말 유용한 기구인 것 같습니다.<

니다. <그림 7>

그림11> 치관제거 및 치근 제거 모두 앞에서 언급한 네가

지 원칙-lever & fulcum, undercut, accurate force
delivery, center of rotation을 생각하면서 시행하시면
그림 9

됩니다.

절개 및 거상한 협측 flap을 Seldin retractor 등
으로 고정한 다음 매복치 치관의 최대풍융부가 충분
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골을 제거한 후 치관절제술
(coronectormy)를 시행합니다. 매복의 정도가 깊을수
록 원심 매복되어 있을수록 골삭제량은 많아지게 되고 발
치는 어려워집니다. <그림 9> 치관절제 시행 시 저는 주로
#8 surgical round bur를 사용합니다. surgical fissure
bur를 선호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내가 어느 부위
그림 7

를 자르고 있는지 손끝의 감을 느끼기에도 좋고 bur로 인
한 주변 연조직 손상 발생도 적기 때문입니다. 피하기종

그림 11

간혹 전달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파

(emphysema)의 가능성 때문에 로우스피드 핸드피스만

노라마를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사침의 주

사용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직 기종을 경험해

치근 제거까지 모두 끝나면 주변 병적 조직을 깨끗이

입위치인 익돌하악간극이 보다 낮거나 보다 설측에 블록

보지 못했고 설사 발생했다하더라도 특별한 처치는 필요

제거하고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충분한 세척을 시행합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파노라마 확인 후 정확한 위

없습니다. 공기가 흡수되는 데는 약 1~2주가 소요되며 필

니다. 충분한 생리식염수를 사용한 세척은 술후 감염이

치에 다시 블록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전에 자입

요한 경우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치관절제시 하방까지 완

나 치유 지연을 막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한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 블록 마취를 하는 경우 블록이

전히 절제를 해야 하며 설측은 정말 조심스럽게 치관절제

이 발치 과정에서 나오는 치아파편이나 골파편, 그리고 하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치 시 치주인대나

를 해야 합니다.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치관 절제의 양은

이스피드핸드피스에서 나오는 증류수 및 오염원, 기구 사

골내 마취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면 보통은 마취가 잘 됩

많아지고 그로 인해 언더컷도 많아지고 fulcrum 형성 및

용시의 오염원, 환자의 타액, 주변 조직의 염증원, 공기로

니다.

lever action을 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치관 제거 시 핸드

부터의 오염원 등을 충분한 생리 식염수로 세척하게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