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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과 힘

[Ⅰ] 염증 조절

간단히	요약하면	치과치료는	염증과	힘의	조절에	달

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염증인	우식과	치주

염을	조절하고,	내·외부에서	가해지는	파괴적인	힘을	

조절할	수	있다면	생체는	저절로	치유의	과정을	향해

갈	것이다.	

1	치주치료의	기본	사항
치은의	표정에는	치주낭이나	골결손	등의	내부	병변

이	적지	않게	투영된다.	그러므로	치과의사는	‘현재	환

자의	치은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부에서	어떠한	사

태가	일어나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치은을	보는	눈’

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치은의	표정을	읽는다
1. 치은을 보는 눈을 기른다

예를	들어	지금	증례	1과	같은	환자가	내원했다고	하

자(그림	4-1).	치료	전(그림	4-1a)의	치은	상태로부터	

무엇을	해석할	수	있을까?	치은의	biotype은	thin-

scallop이고,	견치	순측의	치은과	골은	매우	얇아서	열

개(fenestration)가	있을	수도	있다.	치은연하	치석의	

침착이	심한	중절치	치은은	festoon	모양으로	부어	있

다.	이처럼	조금	염증이	있는	편이	stippling을	더	뚜

렷하게	만든다.	치간유두	치은은	비후되어	있지만	부

착상실과	골흡수는	그다지	없는	것	같다.	

치주	기본치료	후(그림	4-1b)의	치은은	치태가	없는	

상태이지만	over	brushing	때문에	치은퇴축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초진	때	볼	수	있었던	멜라닌	색소의	

침착은	소실되었다.	

6년	후(그림	4-1c)의	치은에서는	festoon이나	cleft

를	볼	수	있고,	칫솔질	부족으로	인한	염증의	재발과	

치은퇴축을	볼	수	있다.	또한	교합의	시간에	따른	변화

에	의해	총생이	심해졌다.	치은도	마찬가지로	변화해	

그	당시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생활상황까지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치주치료의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치은의	표정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2. 건강한 치은에도 개성이 있다

증례	2는	치은의	색·형태·특성이	모두	완벽한	이상

적인	건강한	치은이다.	염증이	없고	타이트하게	치아를	

조이고	있다.	하부	고형공극은	치간유두로	메워지고	

부착치은도	충분하다(그림	4-2).	증례	3의	a,	b는	모

두	치주질환에서	회복된	치은	고유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림	4-3).	골흡수로	인해	치간유두의	소실이	보이고	

변연치은의	형태는	치주치료에	따라	scallop	형태에서	

flat한	형태로	변했다.

그림	4-3a는	원래	scallop이	강하고	섬세한	치은으

로,	치은퇴축이	생기기	쉽지만	깊은	치주낭을	형성하

는	경우는	적다.	외상이	가해지지	않으면	골흡수도	수

평경향이다.

그림	4-3b는	치은·치조골	모두	두껍고	퇴축되기	어

려운	한편,	수직성	골연하	결손이	생기기	쉬운	유형이

다.	두꺼운	치은이	치주낭	내의	염증을	감추어	염증성	

변화도	나타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건강한	치은에도	

개성이	있고,	병변의	발현	방식이나	치유형태에도	차이

가	있다.	치주치료를	위해서는	각각의	특징이나	성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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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제 4 장  염증과 힘  [Ⅰ] 염증 조절

■ 증례 1 눈앞의 치은이 무엇을 말하는가? ‘치은을 보는 눈’을 기른다

그림 4-1. 치은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 그 당시의 칫솔질 상황, 정신적·신체적 생활상황을 표현한다. 

a: 치료 전(1994년) b: 치주 기본치료 후(1994년) c: 6년 후(2000년)

■ 증례 2 건강한 치은 ■ 증례 3 치주치료로 건강을 회복한 치은

그림 4-2. 염증이 없고 저항력이 있는 치은.

46세 여성. 이상적인 건강한 치은

그림 4-3. Biotype의 차이에 따라 병변의 발현 방식이나 치유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a: 55세 여성. 얇은 치은과 골 b: 63세 남성. 두꺼운 치은과 골  

■ 증례 4 병적인 치주조직과 병리조직학적 특징

그림 4-4. 병리조직학적 특징. ① 혈관 확장 및 부종, ② 염증성 세포 침윤, ③ 치주낭 형성과 상

피의 심부 침입, ④ 치조골 흡수, ⑤ 치근막섬유의 파괴로 인한 부착상실, ⑥ 백악질의 변성·파괴, 

⑦ 병적인 치아이동.

3. 병적인 치주조직

증례	4에	병적인	치주조직과	병리조직학적	특징을	보

인다(그림	4-4).	치주질환은	치은	표층부의	급성	삼출

성염에서	시작한다.	이윽고	결합조직	내의	혈관	확장·

부종이	일어나고	호중구,	대식세포	등	염증성	세포	침

윤이	확대된다.	염증성	세포는	단백	분해효소와	사이

토카인	등을	생성하고,	이들에	의해	결합조직의	파괴

나	골흡수가	일어난다.	

4. 병적인 치은의 표정을 읽는다(염증·힘·흡연)

증례	5에	염증·힘·생활습관이	합병된	병적인	치은

을	보인다(그림	4-5).	구개치은은	heavy	smoker	특

유의	뿌연	섬유성	상태를	보여	내부의	염증성	변화가	

외관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그런데도	변연치은의	울혈

된	적자색	염증은	깊은	치주낭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

다.	금속	교합면의	상처는	강한	교합력이	가해진다는	

점을	상상하게	만든다.	

환자는	낮에	바쁘게	일하고,	밤에는	외식과	음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지쳐서	그대로	실신’하는	정도라고	한

다.	다시	말해서	이갈이,	흡연,	건강에	주의하지	않는	

생활이	합병된	치주조직	파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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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7 만성기의 섬유성 치주염과 시간에 따른 변화

■ 증례 5 병적인 치은의 표정을 읽는다(염증·힘·흡연)

그림 4-5. 염증과 힘에 더해 흡연과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습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치주조직 파괴.

■ 증례 6 급성기의 부종성 치주염과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림 4-6. 활동성이 강한 급성 치주염으로, 염증이 심한 부분은 병적인 치아이동이 일어나 치간이개가 생겼다. 

a: 감염 시(1993년) b: 16년 후(2009년) c: 22년 후(2015년)

그림 4-7. 염증은 정지기이고 치태 조절도 양호하다. 가지런하지 않은 치은 형태는 내부의 골결손 상태를 그대로 나타낸다. 치유에 따라 

치은과 치조골의 형태도 변화한다. 

a: 치료 전(2002년) b: 치주 기본치료 후(2003년) d: 유지관리 4년 후(2006년)

5. 급성기의 부종성 치주염

증례	6은	급성기의	부종성	치은이다(그림	4-6).	그

림	4-6a에서는	치주낭	내의	상피가	파괴되고,	결합조

직	내에서는	확장되고	충혈된	혈관,	호중구,	대식세포	

등	염증성	세포가	침윤해	사이토카인을	생성한다.	#41,	

42	사이의	치은은	지금도	스스로	파괴되고	있는	것	같

다.	또한	병적인	치아이동이	일어나	치간이개가	생겼다.	

16년	후에도	심한	염증이	지속되어	치아의	위치도	염

증	발현	부위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그림	4-6b).	과도

한	교합력으로	인한	절단의	파절도	볼	수	있다.	22년	

후	염증과	힘의	조절	결과,	치아는	자연히	기능적인	위

치로	유도되어	인접면이	폐쇄되었다(그림	4-6c).

6. 만성기의 섬유성 치주염

증례	7은	경과가	긴	만성기의	섬유화된	치은이다(그

림	4-7).	그림	4-7a에서	치은의	종창은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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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제 4 장  염증과 힘  [Ⅰ] 염증 조절

■ 증례 8 힘에 의한 치아·치주조직의 파괴

그림 4-8. 염증뿐만 아니라 과도한 힘도 치근파절이나 백악질 박리를 일으켜 치주조직을 파괴한다. 

a: 2002년 b: 2010년 c: 2012년 d: 치주낭에서 감염되어 치근막도 상실

■ 증례 9 촬영 방향이 나쁘면 골결손을 판독할 수 없다

그림 4-9. 치주질환의 검사에서는 중심 방사선의 방향이 골정 부위, 인접면 부위와 일치하지 않으면 진

단이 어렵다. 

×

a: 골정 부위가 불명확 b: 골결손이 보임 c: 치료 전 d: Debridement

다.	치석은	치은연하까지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지만	치

태	조절은	양호해서	치은	표면에서는	염증이	심하지	않

다.	치주낭	내부에도	활동성의	염증은	없고	골흡수도	

정지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7b는	치근활택술	후의	모습으로,	1~2mm의	

치은퇴축에	의한	치유형태가	되었다.	그림	4-7c는	교

정치료	후의	모습으로,	치은과	치조골의	level이	평탄

화되었다.	부착치은은	적다.	

7. 힘에 의한 치아·치주조직의 파괴

증례	 8에	 백악질	 박리	 증례를	보인다(그림	 4-8).	

2010년에	치질의	박리가	보였고,	2년	후	이물작용으로	

배제되는	상태를	보인다.	

	 	방사선사진에서	골결손을	판독
한다

1. 촬영 방향이 나쁘면 골결손을 판독할 수 없다

구강	내	표준	방사선사진은	골결손의	형태를	가능하

면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규격성을	가지고	필름을	올바

르게	위치시켜	촬영하는	것이	필수이다(그림	4-9).	그

림	4-9a에서는	중심	방사선의	방향이	근첨측	및	원심

을	향해	촬영되어	골정	부위와	치간부	골의	상태를	전

혀	파악할	수	없다.	그림	4-9b는	적절한	방향에서	촬

영되어	골결손이	올바르게	투영되었다.	

2. 방사선사진을 통한 골결손 진단

증례	10에	구강	내	표준	방사선사진과	협측	및	구

개측에서	본	구강	내	사진을	보인다(그림	4-10).	그림	

4-10a의	구강	내	표준	방사선사진과	그림	4-10b,	e의	

치은(치근활택술	후)의	특성을	보고,	어디에	어느	정도

의	골결손이	있는지를	판독할	수	있을까?

그림	4-10c,	 f의	치은피판을	연	사진을	보면	협측

의	골은	건재하지만,	구개측	골은	힘의	영향을	받아	깊

은	골흡수가	보인다.	또한	치은의	특성을	잘	관찰하면	

#22,	23,	25의	골결손	위의	변연치은은	암적색을	띠

고	치아와	치은	사이의	타이트한	밀착감이	없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4-11의	견치를	보면	순측은	골이	얇으므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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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10 구강 내 표준 방사선사진을 통한 골결손 진단

６Ext

６Ext

그림 4-10. 구강 내 표준 방사선사진, 치은의 특성, 치주낭 깊이를 토대로 골결손을 입체적으로 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a: 골결손은 어디에 어느 정도 있을까?

d: 협측(파란색 선)과 구개측(빨간색 선)의 골결

손을 나타낸다.

b: 치근활택술 후

e: 치근활택술 후

c: 피판을 열면 확정 진단이 가능

f: 염증과 힘이 합병된 골흡수

a: 깊은 골결손은 협측과 설측 중 어디에 있을까?

d: 협측(파란색 선)과 설측(빨간색 선)의 골결손

을 나타낸다.

b: 치근활택술 후

e: 치근활택술 후

c: 얇은 순측의 골은 소실된다.

f: 두꺼운 설측의 골은 3벽성의 골결손을 

보인다.

그림 4-11. 순측은 골이 얇으므로 열개 형태의 골흡수가 되고, 설측은 골융기도 있고 골이 두꺼우므로 골연하 결손이 된다. 

개	형태(fenestration	type)의	골흡수가	되고,	설측은	

골융기도	있고	골이	두꺼우므로	골연하	결손이	되어	있

다.	이와	같이	구강	내	표준	방사선사진,	치은의	특성,	

치조골의	두께	등을	토대로	골결손을	입체적으로	판독

할	필요가	있다.	

	 치주조직은	어떻게	치유되는가
1. 치주치료 후의 치유형태

치주조직의	치유상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증례	

11과	12를	비교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치유형태로는	

그림	4-12에	보인	것처럼	치조골·치근막·백악질·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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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제 4 장  염증과 힘  [Ⅰ] 염증 조절

■ 증례 12 Attachment level이 변화하고, 골재생을 동반한 치유

CEJ
CEJ

골정

골정

그림 4-12. 결국은 기본적인 치태 조절과 root debridement가 절대 조건이다. 

치주조직의 치유상

수복: Attachment level은 변화하지 않고, 염증성 세포 침윤이 없어져 상피화가 완료

된 상태. 임상적으로는 치은퇴축이 생기고 치주낭이 감소한다. 반흔화된 2차 치유이다. 

재생: 치주낭 내에 노출된 병적 치근막에서 치조골·치근막·백악질·결합조직·상피의 회

복을 동반하는 치유이다. 신부착과 신생골의 형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14. 2벽성의 수직적인 골결손. 아마도 치조골·치근막·백악질의 재생을 동반하는 치유일 것이다. 

그림 4-15. 치근면이 오염되고 생체가 이것을 염증 원인물질(causing factor)을 포함한 이물질인 

‘외부 환경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식한 경우는 비각화 상피에 의한 접착이 아니라, 각화된 상피

가 밀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치근면의 확실한 debridement가 필요한 이유이다. 

상피성 부착획득의 양식: 조직학적으로 본 치주조직의 치유 방식

Epithelial attachment: 비각화의 상피세포와 치면이 hemidesmosome과 접착 단백에 의

해 접착한다.

Epithelial adaptation: 염증의 쇠퇴에 따른 치은 콜라겐 섬유의 장력 회복에 의해 각화된 

상피가 치면에 밀착해 붙어 있을 뿐인 치유 형태이다.

조직성	부착을	동반하는	‘재생’에	의한	치유가	이상적

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외

과	후에는	염증의	쇠퇴와	치은의	퇴축에	의해	치주낭

이	감소된	‘수복’에	의한	치유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증례	11(그림	4-13)은	치주외과치료를	통한	치근면

과	치주낭의	debridement	후의	치유상이다.	치료	전

■ 증례 11 Attachment level은 변화하지 않고, 치은퇴축에 의한 치유

골정

CEJ

골정

그림 4-13. 치주외과치료 후 치은퇴축에 의한 치유상.

a: 치료 전. 치근활택술, open flap curettage를 시행한다. b: 치료 후. 골정 level은 변하지 않고 치주낭은 감소한다.

C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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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구강	내	표준	방사선사진을	보면,	CEJ에서	골정

까지의	거리는	변하지	않고	치은의	퇴축에	의해	치유

되었다.	

한편	증례	12(그림	4-14)는	골결손	형태가	2벽성이

지만	치조골의	재생을	볼	수	있다.	다만	치근막	및	신

생	백악질의	재생을	동반한	결합조직성	부착이	얻어졌

다고	할	수는	없다.	치근면에	접하는	부분에는	상피세

포가	침입해	긴	상피성	부착에	의한	치유형태가	되었

■ 증례 13 결합조직이식술 후 치근면 위 치은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림 4-16. a: 순측 중앙부에는 모세혈관이 변연치은정까지 존재하고 비각화성 치조점막이다. c: 결합조직 이식편을 덮은 비각화상피가 

그 아래의 결합조직에 의해 유도되어 각화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식 직후보다 creeping이 더 일어났다. 

Connective tissue graft
Langer법

a: 치료 전(2003년 7월). 퇴축된 부분

은 비각화성 치조점막이다.

b: 결합조직 이식편을 덮듯이 상피

를 현수봉합으로 고정했다. 

c: 13년 후(2016년 6월). 피복된 치근

면은 각화된 치은으로 덮여 있다.

치아와 마주하는 치아·치은 경계 부분
(dentogingival junction)
치아와 마주하는 치아·치은 경계 부분
(dentogingival junction)

구강과 마주하는 저작점막 부분
（masticatory mucosa）
（lining mucosa） 피복점막

구강과 마주하는 저작점막 부분
（masticatory mucosa）
（lining mucosa） 피복점막

치은구상피 sulcular epithelium
 비각화중층편평상피
 치은구

치은구상피 sulcular epithelium
 비각화중층편평상피
 치은구

상피부착 junctional epithelium
 비각화중층편평상피
 hemidesmosome

상피부착 junctional epithelium
 비각화중층편평상피
 hemidesmosome

치은섬유-콜라겐 섬유
 gingival ligament
치은섬유-콜라겐 섬유
 gingival ligament

치근막섬유-콜라겐 섬유
 periodontal ligament
치근막섬유-콜라겐 섬유
 periodontal ligament

백악질백악질

[치은][치은]
[내부 환경][내부 환경] [외부 환경][외부 환경]

유리치은유리치은

부착치은부착치은

M. G. groove
(치은치조점막 경계)

M. G. groove
(치은치조점막 경계)

골막골막

각화치은
(저작점막)

각화중층편평상피

각화치은
(저작점막)

각화중층편평상피

탄성섬유탄성섬유

치조점막
(피복점막)

비각화중층편평상피

치조점막
(피복점막)

비각화중층편평상피

　치은구상피-구강상피의 연장
　부착상피-법랑상피 유래
　치은구상피-구강상피의 연장
　부착상피-법랑상피 유래

그림 4-17. 건강한 치주조직상 및 조직학적으로 다

른 치주조직의 경계. (참고문헌1)에서 변경 인용)

내부 환경

치은구, 상피성 부착, 결합조직성 부착, 법랑질, 백

악질, 치조상섬유군, 치근막, 치조골

내부 환경에 대한 치주외과치료: Flap surgery

•Open flap curettage

•Replaced flap(MWF)

• Apically positioned flap(with osseous resection)

•GBR(bone graft, emdogain) 등

외부 환경

유리치은, 부착치은, 각화치은, 치조점막, 골막, 소

대, 골융기

외부 환경에 대한 치주외과치료:  

Mucogingival surgery

•Free gingival graft

•Pedicle gingival graft

•Apically positioned flap

•Connective tissue graft

•Plastic surgery 등

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합조직성	부착

과	백악질의	재생(신부착)도	기대할	수	있다2).	사실	약

간의	자연정출에	동반해	백악질의	비후를	볼	수	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치유형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상피성	부착인지	결합조

직성	부착인지를	분간할	수	없다.	또한	그림	4-15에	보

인	것처럼	상피성	부착획득	양식에는	치근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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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14 내부 환경에 대한 치주외과치료

■ 증례 15 외부 환경에 대한 치주외과치료

그림 4-18. 내부 환경에 대한 처치란 부착이 상실된 치주조직에 건전한 생물학적 폭경을 재생하는 것이다.

내부 환경에 대해

•골결손의 확정 진단

•염증 원인물질의 확실한 제거

•치주낭의 감소

•골결손의 수정, 재생

•생물학적 폭경 획득

•치은의 심미성 획득 

그림 4-19. #14는 부착치은 상실과 협소대에 의한 변연치은의 긴장으로 치은퇴축이 일어나 있다. 내부에는 열개 형태의 골흡수가 있다. 

결합조직이식술을 통해 부동치은이 증가해 외부 환경이 강화되었다.

외부 환경에 대해

•성형외과적 처치

•부착치은 획득

•노출 치근면 피복

•소대 절제

•보철 전 처치로서

•심미성 향상

2. 결합조직이식술 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

증례	13에	치근면	피복	후의	경과를	보인다.	피복점

막	상부에	상피가	붙은	결합조직	이식편을	조금	노출

시켜	봉합하는	편이	치유	후	각화층을	더	증가시킨다

는	보고도	있지만,	이	증례는	상피가	붙어	있지	않은	

결합조직	이식편을	치조점막으로	완전히	덮어	봉합했

다.	13년	후인	현재,	약간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각화치은이	생겨	양호한	경과를	보인다(그림	4-16).	

결합조직	이식은	치은퇴축이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

고	외부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

단의	하나이다.	

	 치주조직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치주조직은	치은정을	경계로	해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그림	4-17)1).	

내부	 환경이란	 치아와	 마주하는	 치아·치은	 경계

(dentogingival	junction)	부위이다.	이	부위의	상피

는	구강상피의	연장인	치은구상피와	법랑상피에서	유

래하는	부착상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비각화성	중

층편평상피이고	부착상피와	법랑질은	내측	기저판	및	

hemidesmosome에	의해	접착되어,	하층의	결합조직

성	부착과	함께	세균의	침입을	방지해	내부	환경을	방

어한다.	

외부	환경은	구강과	마주하는	부분으로	저작점막

(masticatory	mucosa)과	피복점막(lining	mucosa)

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작점막은	고유층에서	골과	견

고하게	결합하고,	저작점막의	상피는	저작할	때	음식

물에	의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두껍고	각화되어	있다.	

한편	피복점막의	상피는	각화되지	않고,	피복점막의	

고유층은	가동성이어서	심층의	조직과	느슨하게	부착

하고	있다.	

1. 내부 환경에 대한 치주외과치료

증례	14는	불규칙한	골흡수와	생물학적	폭경이	침해

를	받은	내부	환경에	대해	교정치료와	약간의	골	수정을	

동반한	치주외과치료로	대응한	증례이다(그림	4-18).

순측	치근이	bone	housing을	넘어	노출된	견치에	

대해	특별한	처치는	하지	않았다.	

2. 외부 환경에 대한 치주외과치료

증례	15는	치은퇴축이	일어난	노출	치근면	및	협소

대의	당김에	대해	유지관리가	쉬운	외부	환경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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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16 내부 환경에 대한 대응: 치은연하 우식에 대해 생물학적 폭경을 획득한 처치

■ 증례 17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 지대치 주위의 부착치은 획득과 결손부위에 대한 ovate pontic 제작

선할	목적에서	결합조직이식술을	시행한	증례이다(그

림	4-19).	환자는	노출된	치근면과	부적합하고	비심미

적인	치관수복물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3. 내부 환경에 대한 대응(치은연하 우식에 대한 처치)

증례	16은	깊은	치은연하	우식이	있는	치아를	보존하

기	위해	교정적	정출과	치주외과	수술을	통해	생물학

적	폭경을	획득한	증례이다(그림	4-20).	치주외과치료

를	통해	골	수정을	할	때는	생물학적	폭경의	확보와	치

근분지부의	노출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e: Provisional restoration의 지

대치 형성

a: 치은을 절제하고 임시로 아말

감 충전하여 우식처치

f: Final restoration 장착(2005년)

b: Metal provisional restoration 

장착

g: 치료가 끝났을 때의 구강 내 표

준 방사선사진

c: 교정적 정출이 끝났을 때

h: 유지관리 10년 후(2015년)

d: 치은·치근면·치조골의 수정

그림 4-20. 58세 여성(2001년). 깊은 치은연하 우식에 대한 처치.

그림 4-21. 2004년, 58세 여성. 부착치은이 없고 저항성이 낮은 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너무 높은 결손부위의 치조제 형태를 수정해, 청

소성이 좋은 자연스러운 형태의 가공치를 제작하기 위해 골 수정과 유리치은이식술로 대응했다. 

a: 초진(1985년). 부착치은 상실, 

청소하기 어려운 결손부위 치조제

b: 치료를 시작했을 때(2004년). 

건전한 치질량이 적은 지대치

e: 부착치은 획득 f: 치료가 끝났을 때(2005년). 정돈

된 치은선과 치관수복

g: 유지관리 10년 후(2015년). 치주

조직이 안정되어 있다.

c: 내관 장착. Recipient bed 형

성과 가공치 부위의 골 수정

d: 유리치은이식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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