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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파절시 치료 선택

직접 수복법 ( resin filling )

간접 수복법 ( laminate,  PFM, Art glass )

파절이 치은 하방인 경우 치주 처치방법

치관 확장술

교정을 사용한 맹출법 ( forced eruption )

치아재접합

인위적 재식



치은 연하 파절시 치료

치관 확장술 crown lengthening
치유시간이 4-6주 길다
Crown –root  ratio 가 감소

치은 높이 다름,  인접골 삭제 필요

교정력을 이용한 맹출후 (2mm 하방)
치은 높이가 주위치아와 같다
비교적 심미적이나 치경부 좁음
Crown –root  ratio 

치료시간이 4-6주. 치주인대 절개 필요
치료중 재파절 가능성

치아재식술
발치시 골 손상
고정기간 필요
개원가에서 적용 어려움







치아재부착의 장점

우수한 심미성

심미성이 더 오래 유지 된다

전치 유도등 기능개선

긍정적인 심리적/사회적 효과

비교적 시술이 쉬우며 안전함

치은절제 (crown lengthening),  교정(forced eruption)에

비해 최소 1개월에서 4개월의 치료 기간단축

crown root ratio가 약해지는 단점 극복





재접합의 치료

접착력

resin cement

내부 보강 post

ready made titanium post

fiber reinforced post

영향요소

접착면적

교합

접착시 치주 조건



단점

치아파절편이 잔존 치질에서 떨어질 가능성

Over jet 이 깊을 경우

Incisive action ( 어릴 경우 )

파절선이 보일 가능성

파절편 색상이 맞지 않을 가능성

파절편이 잘못 붙여질 가능성

레진 색상차이

레진의 마모



시술방법

치수가 노출된 경우는 치수제거후 먼저 파절편을 접착하

는데, 구강외에서 파절된 치아조각에 hole을 만들어 추후

근관치료와 post가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근관충전은 즉

일 시행해도 되고 일단 조각편을 붙이고, 이후 환자가 내

원하여 통상적인 근관세척과 근관충전을 하면 됩니다. 이

후 근관내 post 를 삽입하고 레진으로 충전합니다



사용재료

접착제로 강화형 GI cement (GC plus) 

resin cement(superbond 나 panavia ) 

파절편 일부를 잃어버린 경우 기존의
composite resin 과 bonding 제를 사용



색상변화와 치주 처치

보통 깨진 치아 2개를 붙인 경우 처음에는
탈수로 인해 치아조각이 하얗지만

24시간후에는 re-hydration 으로 색상이 같아
짐

파절편이 치주 인대가 붙어 구강내에 있을 경
우 지혈만 된다면, 구강내에서 직접접합

지혈이 안되면 flap등으로 시야확보

추후 flap 을 시행 하기도함







Post 강화

시술후 치아의 파절을 막기위해서는 치아 내부에 post 시술

para post 의 titanium post

최근 나온 fiber reinfored post를 권장

심미성, 이온누출 변색 없음

유연성 있음

Cement 와 접착력 강화



파절편을 분리하지 않고 부착









치수 비노출 파절편 재부착











포세린과 재접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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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2 year



Recall 2 year



외국의 경우 bonding 만 사용

저자의 경우 post 사용

metal post는 변색을 초래

reinforced fiber post 의

사용이 필요



Pulp capping 동반 재접합







MTA cement 사용



MTA cement









#12 reattachment









Case presentation



외상으로 재파절



























시술 직후



8 year recall



8 year recall





탈락 case 

접합면이 적을 경우
교합력을 많이 받는 경우
시행하면 예후 불량

Ex) 하악 전치부
소구치부



















결론

치아 재접합은 외상으로 전치가 부러졌을 때
치아조각을 cement로 다시 붙임으로 가장 자
연스럽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치아파절면이 넓고 깨끗하며, 치아조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좋은 적응증이 되며 특히 설
측으로 치은연하 파절선이 있는 경우 기존 방
법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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