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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complicated crown fracture by tooth fragment
reattachment with fiber post: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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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trauma is very common in children and relatively young people, with the line of treatment depending on the time elapsed,
age of the child, and tooth maturity. If the fractured segment is available and there is close approximation of the segment to the
remaining tooth, reattachment of the fractured segment is a feasible option. This treatment offers several advantages, including the
reestablishment of function, aesthetics, shape, shine and surface texture, in addition to the original contour and alignment of the
teeth. The following cases present two different complex crown fracture cases that were treated using tooth fragment reattachment
with fiber-reinforced composite post. (J Dent Rehabil Appl Sci 2021;37(4):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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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과 치료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복잡 치관파절의 치료
계획 수립 시 파절선의 위치와 파절편 재위치 가능성, 교

치아 외상은 운동, 상해,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에 흔

합관계, 비용, 예후,2 환자의 연령, 치근 발달 정도1 등과

히 수반되어1 환자에게 심미적, 기능적, 조음적 문제를 유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파

2

발한다. 이는 주로 7세에서 12세의 비교적 어린 연령에
3

절편 재부착, 교정적 및 외과적 정출술, 치관 연장술 그리

서 흔히 발생하며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다. 악궁의

고 발치가 있다.2,5,6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 표로 제시하였

최전방에 위치하며 간혹 돌출되어있는 상악 전치(중절치

다(Table 1).

3

80%, 측절치 16%)가 호발 부위 이다. 그 중 치관 파절

그 중, 파절편 재부착은 자연치의 색조와 형태, 윤곽, 표

은 치아 외상의 26 - 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면 질감, 교합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가장 보존적인 방

치관-치근 파절(crown-root fracture)은 약 0.3 - 5% 정

법이다.1-3 비교적 빠르고 단순한 과정으로 환자의 수용도

도로 발생한다.3 영구치 치관 파절의 28 - 44%는 단순 치

와 경제적 측면에서도 앞서 언급된 방법들과 비교해 유리

관 파절(uncomplicated crown fracture, 법랑질과 상아

한 장점을 지닌다.3,4 한편, 파절편이 건조된 채 방치되었을

질 침범), 11 - 15%는 복잡 치관 파절(complicated crown

경우 색조 변화로 인해 이상적인 심미를 재현할 수 없을

fracture, 법랑질과 상아질 및 치수 침범)의 양상으로 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수분 격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4

생한다.

치아 외상에 대한 치료는 술자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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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었을 경우 재부착 계면의 분리로 인한 파절편 수리
또는 탈락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한계점이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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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eatment of crown fracture
Type of treatment
Fragment reattachment

Advantages
Very conservative.
Restoration soon after injury.

Disadvantages
Poor pulp/restoration prognosis, due to difficult
moist control?

Crown lengthening

Relatively easy to perform.
Restoration soon after injury.

Not in an ‘aesthetic sensitive’ region.

Orthodontic extrusion

‘Aesthetic sensitive’ region.
Bone and gingival follow the tooth.

Time consuming.
Root-canal treatment must be performed.
Root length must be sufficient.

Forced surgical extrusion

‘Aesthetic sensitive’ region.
Rapid procedure.
Diagnosis of additional fractures.

More traumatizing.
Root-canal treatment must be performed.
Restoration only after contention period.
Risk of external resorptions?

Extraction

파절선이 치조골 근처나 혹은 그 이하로 연장된 경우,

재부착 또는 재근관 치료 후 전장관 수복, 그리고 발치

섬유 강화형 포스트(resin-reinforced fiber post)는 잔존

후 임플란트를 치료 계획으로 설정하였다. 환자가 가능

치아와 파절편을 연결 및 고정하고 파절편에 가해지는

한 보존적이고 비용적 부담이 적은 방법을 희망하는 점

스트레스를 최소화함으로써 파절편을 강화하는데 활용

을 참고하여 재근관 치료 후 섬유 강화형 포스트를 이용

3

할 수 있다. 섬유 강화형 포스트는 상아질과 유사한 탄
성계수와 높은 파절 저항성을 지닌다.

4,7

한 파절편 재부착을 시행하기로 결정 하였다.

치질에 대한 접

오래 전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임에도 불구하고 노출

착이 가능하여 접착 후 치근에 가해지는 응력을 분산시

된 거타퍼챠가 비교적 오염되지 않았고 임상 및 방사선

킬 수 있고 우수한 빛 투과성과 심미성으로 상악 전치부

검사 상 특별한 징후나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들을

1,4,8-11

수복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바탕으로 신속한 치아 외형 회복에 초점을 맞춘 당일 재

본 증례는 복잡 치관 파절된 상악 전치를 섬유 강화형

근관 치료를 계획하고 시행하였다(Fig. 1C). 게이트 글

포스트를 통해 재부착한 두 가지 증례에 대해 보고하고

리든 버와 포스트 드릴을 이용해 포스트 식립 공간을 형

자 한다.

성하였다. Luxapost (DMG, Hamburg, Germany) 시적
후 포스트의 일부가 파절편 위치까지 연장된 것을 확인

증례보고

하였다. 포스트 공간 내 자가 부식 접착제(Single bond
Universal, 3M ESPE, St. Paul, USA)를 적용한 다음 페

증례 A

이퍼 포인트로 저류 된 접착제를 일부 제거했다. 도포한
접착제에 가볍게 바람을 불어 얇고 고르게 퍼질 수 있게

61세 여자 환자가 점심 식사 도중 상악 우측 중절치 치

한 뒤 20초간 광중합 하고 레진 시멘트(Rely X Ultimate,

관이 파절되어 본과로 내원하였다(Fig. 1A). 환자는 약

3M ESPE)로 포스트를 합착하였다(Fig. 1D). 파절편에

20년전 해당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를 받았으며 특별한

대해(Fig. 1E) 기존에 수복되어있던 아말감 코어 제거 후

전신질환은 없었다. 임상 검사 시 상악 우측 중절치 파

접착면을 37% 인산(Ultra-Etch, Ultradent Products Inc,

절로 인해 기존에 충전되어 있던 근관 내 거타퍼챠가 노

South Jordan, USA)으로 15초간 산부식했다(Fig. 1F).

출 된 상태였다. 파절선은 순측과 구개측 모두 치은연 상

파절편의 접착면에 접착제(Single bond Universal) 적용

방에 위치하였고 인접치와 치은 높이의 부조화를 보였

후 10초간 광중합하고 흐름성 복합레진(Tetric N Flow,

다. 방사선 사진 상 불량한 치관-치근 비율이 예상되었다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을 적용하여 파

(Fig. 1B). 상악 우측 중절치를 복잡 치관 파절로 진단하

절편을 조심스레 재위치 시켰다. 잉여 레진을 제거하고

였고, 불량한 치관-치근 비율과 비교적 양호한 파절편 상

접착면을 각각 40초간 광중합 하였다(Fig. 1G).

태를 고려하여 섬유 강화형 포스트 식립을 통한 파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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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을 확인하고 다이아몬드 마무리 버와 연마용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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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of-Lex strip (3M ESPE)을 이용해 변연을 마무리 연마
하였다. 방사선 사진을 통해 파절편이 적절히 재 위치된
것을 확인했다(Fig. 1H). 불량한 치관-치근 비율에 따라
전치부를 통한 과도한 저작을 피하도록 설명하고 구강
위생 관리에 대해 강조하였다. 5개월 경과관찰 시 심미와
기능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

C

다(Fig. 1I, 1J).

D

증례 B
29세 남자 환자가 자전거를 타던 중 사고로 인해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환자의 특별한 의과 및 치과적 병

E

력은 없었고 사고에 인한 상·하순의 열상이 관찰되었다.

F

임상 및 방사선 검사상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노출을
동반한 치관 파절이 관찰되었고, 상악 우측 측절치의 경
우 치수 노출과 함께 순측 파절선은 치은 연상, 구개측
은 치은 연하에 위치하였다(Fig. 2A, 2B). 상악 우측 측절
치의 치관측 파절편은 동요도를 보였으나 여전히 치은에
부착된 상태였다. 이에 상악 우측 중절치를 복잡 치관 파

G

H

절, 상악 우측 측절치를 복잡 치관-치근 파절로 진단하고
상악 우측 중절치에 대해 근관치료와 4급 레진수복을,
파절편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던 상악 우측 측절치의 경
우 근관치료와 섬유 강화형 포스트를 이용한 파절편 재
부착을 계획하였다.
국소 마취 후 비스듬하게 부러진 상악 우측 측절치의

I

J

파절편을 조심스레 제거하고(Fig. 2C, 2D) 탈수 방지를
위해 근관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증류수에 보관하였다.
두 치아에 대해 당일 발수와 충전을 완료하고 상악 우측
측절치에는 포스트 식립을 위한 공간을 형성하였다. 방
사선 사진을 통해 포스트 적합도를 확인하였다(Fig. 2E).
근관 내 자가 부식 접착제(Single bond Universal)를 처

Fig. 1. Tooth fragment reattachment of the Case A. (A)
preoperative photograph, (B) preoperative radiograph,
(C) completion of canal filling, (D) cementation of fiber
post, (E) tooth fragment (palatal surface), (F) acid etching of fractured fragment, (G) postoperative photograph,
(H) postoperative radiograph, (I) 5-month follow-up photograph, (J) 5-month follow-up radiograph.

리하여 20초간 광중합 하고 레진 시멘트(RelyX ultimate)
를 이용해 포스트를 합착하였다(Fig. 2F). 파절편의 구개
측면에 포스트와의 수동적인(passive) 결합과 잉여 레진
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로(vent)를 형성하고(Fig. 2G)
37% 인산(Ultra-Etch)으로 접착면을 15초간 산부식했다
(Fig. 2H). 접착제(Single bond Universal) 적용 후 10초
간 광중합하고 흐름성 복합레진(Tetric N Flow)으로 재
부착 시행하였다(Fig. 2I, 2J). 일련의 마무리 버를 이용해
변연을 정리하였다. 다음 날 상악 우측 중철치에 대한 4
급 직접 레진 수복을 시행하고(Fig. 2K, 2L), 상악 우측
측절치에 대한 추가적인 연마와 마무리를 시행했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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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oth fragment reattachment of
the Case B. (A) preoperative photograph,
(B) preoperative radiograph, (C) tooth
fragment of upper right lateral incisor,
(D) fracture of upper right central incisor
with pulp exposure and lateral incisor with
oblique fracture line from labial to subgingival palatally, (E) checking the fit of fiber
post, (F) cementation of fiber post, (G)
vent created in fragment, (H) acid etching
of fragment, (I) postoperative photograph,
(J) postoperative radiograph (K), (L) after
direct resin restoration of upper right
central incisor, (M) 10-month follow-up
photograph, (N) 10-month follow-up radiograph.

10개월 뒤 경과 관찰 시, 해당 치아들은 심미적 그리고 기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고려사항은 파절의 범

능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였다(Fig. 2M, 2N).

위, 치수 침범 여부, 치주 상태, 치근 성숙 상태, 생물학적
폭경 침범 여부, 파절편의 활용 여부와 적합도, 교합, 심

고찰

미, 비용 등이 있다.5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

복잡 치관 파절 발생 시 파절편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

만 파절편 재부착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자연치를 가능

한 경우라면 첫 번째 치료 옵션으로 즉각적인 파절편 재

한 그대로 복원하여 심미와 기능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부착을 고려할 수 있다. 치관을 상실한 치아에 대한 치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비용적 측면에서도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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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과정

헌들에 따르면 재부착 전 파절편을 생리 식염수, 증류수,

과 잔존치에도 최소한의 변형을 주는 방법이라는 이점이

우유와 같은 용액에 15분에서 30분간 보관할 것을 추천

존재 한다.

하였고,18-23 2020년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파절편 재부착 시 파절편과 잔존 치아간의 결합 강도
12

Trauma guideline은 복잡 치관 파절된 치아의 파절편을

는 치아의 수명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여

20분간 생리 식염수에 재수화(rehydration) 할 것을 권장

러 증례 보고를 통해 잔존 치아와 파절편의 법랑질 변연

하고 있다.22 상아질 내 수분 소실로 인한 수축은 상아질

에 사면을 부여하는 것은 접착면을 증가 시킴으로써 유

과 레진의 표면 접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3,23

지력 향상과 접착면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파절편의 수화(hydration)는 치아의 원형과 색조 유지뿐

관련 연구에 따르면 파절편을 원 상

아니라 충분한 결합 강도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18

태 그대로 재부착 하는 경우 보다 파절편의 법랑질 표면

섬유 강화형 포스트를 이용해 재부착된 파절편을 보

에 얕은 사면을 형성하거나 내측 구를 형성하였을 때 각

강한 증례에 대한 많은 문헌들이 보고되고 있다. 섬유 강

각 97.2%와 90.5%까지 건전 치아의 파절 저항성을 회복

화형 포스트의 선택은 여러 이점을 지닌다. 이들은 자연

고 알려져 왔다.

13-16

13

하였다. 본 증례 보고의 두 가지 증례에서 가능한 정확

치의 색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우수한 심미성을 지닐

한 재위치를 위해 파절편의 설측에 한정된 법랑질 사면을

뿐만 아니라 금속 포스트에 비해 훨씬 유연하며 상아질

부여하였고 추가로 버를 이용해 접착면의 거칠기를 증가

과 유사한 탄성 계수를 지닌다.2,8,24 섬유 강화형 포스트

시켜 결합 강도가 향상 되도록 하였다. 순측에 사면을 형

를 통한 재부착은 파절편과 포스트를 유연한 한 단위로

성할 경우 레진의 마모나 변색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비

움직이게 하여 응력 분배에 유리한 조건이 되게 함으로

심미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일부에서는 설측 변연에

써 치근 파절의 위험을 감소 시킨다.8 일반적으로 포스트

만 사면을 형성할 것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13

의 길이는 최소한 해부학적 치관과 같고 골 조직에 둘러

최근 논문에 따르면 파절편 재부착 전 파절 범위, 파절

싸인 치근 길이의 1/2 - 3/4 정도가 되어야 한다.25 치조

편의 적합도와 상태, 또 파절편의 보관상태에 대한 면밀

골 높이와 섬유 강화형 포스트 길이, 이 두 가지 요소와

1

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파절선이 치은 연하에 위

근관치료 된 치아의 파절 저항성의 상관 관계를 알아 본

치하여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한 경우, 임상 치관의 장기

in vitro 실험에서 치조골 높이와 포스트 식립 깊이는 치아

적 예후와 재부착 과정에 유리한 치관 확장술과 같은 치

의 파절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주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1,17 두 번째 증례에서 상악 우측

즉, 치조골의 수직적 높이와 포스트의 위치에 상관 없이

측절치의 구개측 파절선이 치은 연하로 연장되었지만 임

치아의 파절 저항성과 파절 양상은 유사하였고 상아질

상적으로는 생물학적 폭경을 최소한으로 침범한 것으로

유사한 탄성 계수를 지니는 섬유 강화형 포스트의 물리

판단되어 부가적인 외과적 처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또

적 특성과 충분한 페룰(ferrule)이 파절 저항성을 좌우하

한 구개측 변연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범위 내 위치하여

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26

파절편의 적절한 재위치에 이은 마무리와 연마를 시행할

결론적으로 섬유 강화형 포스트를 이용한 파절편 재부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이전 연구에서 치은 연상에 위치

착은 자연치를 최대 보존하면서 심미성과 기능적 완성도

한 레진 강화형 글라스 아이오노머나 미세 혼합형 레진

뿐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면에서 효과적인

은 6개월 경과관찰 시 치주조직에 유의한 문제를 유발하

치료 옵션이다.

17

지 않았다고 보고한바 있으나 지속적인 경과관찰은 필

결론

수적일 것이다.
또한 재부착 전 파절편을 원래의 위치대로 시적하여 그
적합도를 확인하고 파절편에 부가적인 균열이나 치석과

오늘날 파절된 전치에 대한 치료에 다양한 방법이 존

같이 예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재한다. 그 중, 파절편 재부착은 비교적 보존적이고 경제

1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파절편을 적절한 용

적이며 짧은 치료 기간을 요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치아

액에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요소로 수돗물, 타

색상과 형태, 인접치와의 접촉, 절단연의 투명도를 회복

액, 생리식염수와 같이 습윤한 환경에 보관하는 것은 파

할 수 있는 여러 이점을 지닌다. 특히 파절선이 치조골 부

1

절편의 변색과 탈수 방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관련 문
J Dent Rehabil Appl Sci 2021;37(4):251-8

근이거나 그 이하로 연장된 경우, 섬유 강화형 포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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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뿐만 아니라 파절편의 유지와 파절 저항성 향상에
기여한다. 소개한 두 증례 모두 섬유 강화형 포스트를 이
용한 파절편 재부착을 통해 즉각적인 기능과 심미 회복

10.

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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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섬유 강화형 포스트를 이용한 치관 파절된 치아의 재부착: 증례보고
김유리1 전공의, 정경화2 임상교수, 손성애1 부교수, 박정길1* 교수
1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존학교실, 치의학연구소, 치의생명과학연구소

2

부산대학교병원 치과진료센터

치아 외상은 어린이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흔히 발생하며 외상 발생 시점, 환자의 나이, 치아의 성숙 상태 등이 치료 방
법에 영향을 미친다. 약 파절편이 건전하고 잔존 치아와 밀접한 적합을 보일 경우, 파절편 재부착은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치아 본래의 형태와 교합의 회복뿐만 아니라 기능, 표면 광택과 질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이점이 있다. 본 증례보고는 복잡 치관 파절된 치아를 섬유 강화형 포스트를 활용하여 파절편 재부착을 시행한
두 증례에 대해 소개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1;37(4):251-8)
주요어: 복잡 치관 파절; 섬유 강화형 포스트; 파절편 재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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