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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치아를 남기는 비장의 카드 

- 외과적 치주치료를 목표로

二階堂雅彦(도쿄도 츄오구·니카이도 치과의원)   진행: 中川種昭

이번에는 임상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외과적 치주치료를 도입하게 된 경위와 임

상 철학, 그리고 젊은 치과의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터프츠대학 유학을 마치고 현재 임상 현장 그리고 대학과 연구회에서 후진양성에 힘

쓰고 계신 二階堂雅彦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中川).

미국 유학 전에

저는 1994년 미국 터프츠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전까지 치주질환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젊었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함께 일하던 아버지께서는 ‘마음대

로 해라’는 식이셨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학과 같은 지도 체제도 없었기 때문에 개업

의의 고독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1980년대 치주질환에 대한 생각은 ‘칫솔질해서 치료한다’였습니다. 치주질환 환자가 내원하면 “잘 닦으

세요”라고 설명하고, 동요하면 고정하고, 부으면 절개해 농 제거, 한참 지나 다른 곳이 부으면 발치하는, 그

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하는 치료가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치주

질환의 기초’부터 배우고 싶었습니다. 또한 유학의 목적이 외과적 치주치료의 기술 습득에도 있었습니다.

Profile
1 9 8 1년	 도쿄치과대학	졸업

19 8 1~1984년	 동	대학	치과마취학교실

1994~1997년	 터프츠대학치학부	치주질환학대학원(미국	보스톤)	유학

1997년	 미국치주치료전문의

2003년	 미국치주질환학보드	인정의(diplomate,	American	board	of	periodontology),	일본임상치주학회	지도의

2006년~	 도쿄치과대학	스이도바시병원	임상교수

2008년~	 도쿄의과치과대학치학부	치주질환학분야	비상근강사

2015~2017년	 일본임상치주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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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놀라다 - 외과적 치주치료 경험을 쌓기 위한 수련의 시간 

미국 유학 가서 가장 놀랐던 것은 외과적 치주치료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치주낭이 4mm, 

5mm 정도인데도 적응증이 되면 강사는 ‘Go ahead!’ 하고 외과적 치주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치주

조직재생술은 GTR법뿐이었는데 GTR법이 적용되는 증례는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응용하고, 상당히 

자유롭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일본의 사고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저는 필요최소한의 증례에만 외과적 치주치료를 

적용했습니다. 어느 날 결합조직이식술과 유리치은이식술을 빈번하게 하는 동료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

은 증례가 있지?”하고 묻자 “증례는 어디에나 있어. 우리는 배우기 위해 여기 왔어. 환자를 설득해서라

도 수술 경험을 쌓아야지.”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공부하러 왔으니 하고 생각

을 고쳐먹고 수술 실력을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일반 외과적 치주치료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Case 1 고전적인 치근

단변위술 증례). Open flap curettage와 같은 외과적 치주치료는 수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치유됩니

1  고전적 치근단변위술 증례

그림 1.	유학시절	증례.	38세	남성.	보스턴	유학	중에	만난	이집트

인	수학자.	치주치료를	희망하여	터프츠대학	치학부	클리닉을	내원.	

#26,	27에	치은	염증과	깊은	치주낭,	골결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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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골막박리	후	debridement,	이어서	골삭제를	진행하였다.

그림 4. 골막봉합으로	치은판막을	근첨측으로	이동시켰다.

그림 2. 외과적	치주치료.	기본	치주치료	후	외과적	치주치료를	진행하였다.	협측은	치은열구절개,	구개측은	scallop	형태의	절개를	응용

하였다.

다. 하지만 GTR법이나 환자가 수술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치주성형술은 어려웠습니다(Case 2 

유학시절 참여했던 치주성형술 증례). 경험한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처음에는 GTR법에서 막이 노출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Case 3 GTR법의 실패 증례). 그래도 외과적 치주치료의 재미와 진수를 깨닫고 귀

국 후에도 계속해서 외과적 치주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임상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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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술후	1개월.	철저한	치태관리로	잘	치유되었다.	유학을	통해	이런	증례를	많이	경험하고	일반적인	외과적	치주치료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2  유학시절 참여한 치주성형술 증례

그림 6. 27세	여성.	터프츠대학	프로그램에서	많은	치주성형수술	

(당시	‘치은치조점막수술’이라고	불렀다)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증

례는	그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크고,	이	분야의	책도	저술한	Dr.	

Edward	Cohen의	지도를	받았다.	환자는	교통사고로	#11,	12과	동

일	부위의	치주조직을	상실했다.	브릿지	보철은	이미	결정된	상태이

고	치조제를	재건하기	위해	터프츠대학	클리닉을	소개받았다고	하

였다.	Seibert	분류에서	III도의	치조제	결손이	있고	환자에게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림 7. 최초	수술.	①	술전.	②	치조제에	3층의	결합조직을	고정하였다.	치조제	높이와	폭을	얻기	위해	구개에서	결합조직을	채취해	치조

제에	추가하였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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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회차	수술	후	3개월.	치조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난

이도가	높은	증례도	경험이	풍부한	치과의사(대부분이	치주질환	전

문의로	개업하고	대학에서	시간제로	교육을	담당한다)가	옆에서	지

원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해주거나	손을	내밀어	주어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것이	미국	대학원	교육의	특징이다.

그림 8. 술후	3개월.	치조제	높이를	거의	확보하여	수평방향으로	치조제를	확대하기	위해	상피가	있는	interpositional	graft*를	진행하였다.

* Interpositional graft: 근섬유의 상대적인 고위 부착 및 구강전정의 깊이가 부족한 경우에 골량 부족을 개선하는 골이식술. 먼저 골이식 예정부위의 골을 절제한

다. 다음은 장골에서 피질-해면골을 채취하고 절제한 부위에 채취한 골을 넣어 고정한다.

문헌에서 배운 점 - 비외과/외과의 논쟁

유학 가서 ‘외과적 치주의 참된 효과’를 배웠습니다. 초보 치과의사 시절 향학열에 이끌려 여기 저기 강

연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flap surgery를 하든 스케일링을 하든 5년이 지나면 치주낭의 깊이는 똑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외과적 치주치료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걸까?’, ‘그렇다면 6mm의 치주

낭이 있는 환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확한 SRP와 외과적 

치주치료도 모른 채 일부 정보에 휘둘려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유학시절 매주 3시간을 투자해 문헌 연구반에서 공부했는데 그곳에서 일본에서 들은 외과적 치주치

료와 스케일링의 효과라는 것은 치주치료 각 치료법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토한, 소위 종단연구의 결

과라고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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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R법의 실패 증례

그림 10.	36세	여성.	흡연자.	#12,	13에	깊은	치주낭이	있었다.

그림 11. H.	Takei의	치간유두보존술(p.135	그림	10	참고)로	절개하였다.	GTR	membrane,	DFDBA를	사용.

그림 12.	술후	1주가	지나자	치은판막이	괴사.	#12,	13의	치간유두부가	크게	결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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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연구가 1979년 미시건대학 Knowles의 연구였습니다1). 그들은 환자 한 사람의 구강 내를 분

할하여 치주낭소파술(curettage), modified Widman flap surgery, 낭제거술로 치료하고 7년간 경

과를 추적했습니다. 어느 치료법이든 5~6년이 지나면 치주낭 감소량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그림 13).

어느 금요일 오후,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 “내일, 휴진? 쉬면 사무실에 견학 오게!”하고 말씀하셨

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고 쉬는 날도 아니었지만 갔더니 별일이 없었고 단순히 조수가 쉬어 도움이 필요

했던 거였습니다(웃음). 전통적인 골삭제 기법이고 멋진 외과적 치주치료였지만 치주 차트를 보니 1/4악

에 4~5mm의 치주낭이 몇 곳 있었습니다. 앞의 논문이 떠올라 “선생님 이 증례는 수술이 정말 필요했나

요? 미시건 연구에서 이 정도는 SRP해도 예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고 의견을 내자 선생

님은 배를 잡고 웃으시며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외과적 치주 방법을 몰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웃음). 

지금 생각하면 미시건 그룹은 예테보리 그룹처럼 비외과치료 중심의 대학이었습니다.

그 후 대학원 2년차에 미국의 치주전문의가 생각하는 ‘올바른 외과적 치주치료’의 효과를 검토한 논문

이 발표되었습니다. 네브라스카대학의 Kaldhal이 작성한 것으로 치은연상의 스케일링, SRP, modified 

Widman flap surgery, 골삭제를 동반하는 치근단변위술을 비교·검토한 논문인데, 특히 골삭제 그룹

은 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증례는 발치하는 과감한 연구 집단이었습니다2) 

(그림 14).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치은연상 스케일링한 그룹은 조절하지 못해 중지, 골삭제 

그룹은 가장 얕은 낭을 획득한 반면에 원칙을 달성하지 못해 많은 치아를 발치했습니다. SRP를 시행한 

그룹도 정기적으로 관리해 장기적으로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이 문헌을 두고 문헌 연구반에서 열띤 논쟁

을 벌였습니다. 골삭제가 좋다는 사람, SRP로도 충분하다는 사람…….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미

국 대학원의 특징입니다. 문헌 결과를 스스로 음미하는 것, 문헌을 통해 자신의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

을 배운 것이 미국 유학에서 얻은 큰 수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미국 대학원 교육의 목표인 

‘clinical philosophy’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 변천 - ‘치아를 남기기 위한’ 외과적 치주치료

귀국하고 미국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싶어 처음에는 환자를 설득해 외과적 치주치료를 진행했습

니다. 환자는 ‘아프다’, ‘씹지 못하겠다’, ‘부었다’ 등등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채 

외과적 치주치료를 진행해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증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부터 ‘접근방식을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치아를 남기기 위한 비장의 무기’로 외

과적 치주치료를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의 Kaldal 논문에서도 비외과치료의 효과를 제시했는데 

Socransky도 강하게 주장하듯 ‘90%의 치주질환은 SRP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3). 그런 변천을 거쳐 최

근에는 비외과치료로 대응할 수 있는 증례는 외과적 치주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단근치에 대해서

는 대부분 비외과치료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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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치주조직재생술의 임상응용

외과적 치주치료의 적응증을 ‘외과적 치주치료를 하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는 증례’로 제한하면 결국 

치주조직재생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Emdogain®이 허가를 얻어 

그 즈음부터 임상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ase 4는 귀국 후 치료한 환자인데 #44 근심에 10mm의 치주낭이 보이고 판막을 거상하자 방사선사

진에서 상상한 것보다 큰 골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발매된 Emdogain®을 단독 사용해 치료하기

로 했습니다. 술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골결손 중 2벽성, 1벽성 부분은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지만 3벽성 

골결손 부분은 거의 100% 재생되어 Emdogain®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Emdogain®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증례를 경험한 후 필요한 증례에 적극

적으로 실천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치주조직재생술은 Emdogain®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된 것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mdogai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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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Knowles의	논문1).	치주치료의	세계에는	

split	mouth	design(구강	내를	등분해	각	치료법

을	시행하는	연구법)을	실시한	논문이	있는데	고

전이라	할	수	있는	미시건	대학의	Knowles	연구.

Curettage(CUR),	modified	Widman	flap	sur

gery(MWF),	낭제거술(PEL)을	비교한	결과,	5년	

경과	시	큰	차이가	없다.

그림 14.	 Kaldhal의	 논문2).	 치은연상	 스케일

링(CR),	 치은연하	 SRP,	 modified	 Widman	

flap(MWF),	치조골	절제를	동반하는	치주낭제

거수술(FO)을	비교.	치은연상	스케일링만	시행

한	그룹은	조절하지	못해	중지,	골삭제	그룹도	

가장	얕은	낭을	획득한	반면	많은	치아를	발치

하였다.	SRP	그룹은	적절하게	관리해	장기적으

로	안정되었다.	E1:	초진,	E2:	SRP	종료,	E3:	치

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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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Emdogain®으로	치주조직재생술	실시.	판막을	열자	방사

선사진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골결손이	심각했다.	당시	발매된	지	얼

마	되지	않은	Emdogain®을	단독	사용해	치료하였다.

4  귀국 후 바로 시행한 Emdogain® 증례

그림 15.	56세	남성.	초진은	귀국	후	1998년.	‘치은이	부었다’고	호

소하며	내원하였고	흡연자였다.

그림 16.	#44	근심에	10mm의	치주낭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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