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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은점막 치료(mucogingival therapy)는 치아와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골과 연조직의 형태, 위치와 양의 결함을 교정하는 비

외과적, 외과적 치료술식을 포함하는 치주치료를 설명하는 일반

적인 용어이다(Glossary of Terms in Periodontology 2001).

치은점막 수술(mucogingival surgery)은 Friedman(1957)

에 의해 1950년대에 도입된 용어이다. 이것은 치은을 보존하며 

소대나 근육의 부적절한 부착을 제거하고, 구강전정의 깊이를 

증가시키는 술식을 말한다. 그러나 종종 이 용어는 치은과 치

조점막을 모두 포함하는 수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

서 이러한 치주치료의 그룹에는 (1) 치은 폭의 증가, (2) 치은점

막 시술로 연조직 결함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3) 치주낭

을 제거하는 등의 술식도 포함된다. 1993년 Miller가 치주성형

수술(periodontal plastic surgery)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는

데, 이는 치은점막 수술이 치은 양의 문제와 퇴축형 결함과 관

련된 전통적인 치료를 넘어서 치조제 형태와 연조직을 심미적으

로 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주성형수술은 해부학적, 발생

학적,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치은, 치조점막이나 치조골 결함

을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수술이라고 정의하였다(Proceedings 

of the World Workshop in Periodontics 1996). 이 정의에 포

함된 치료술식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연조직, 경조직 술식

이 포함된다: 

•치은증대술

•치근피개

•임플란트에서의 점막결함의 처치

•치관길이 연장술

•이소맹출한 치아에서 치은 보존

•비정상적인 소대의 제거

•발치 후의 치조제 협착의 예방

•무치악 치조융선의 증대술

이 장에서는 주로 무치악 부위 및 치아와 관련된 연조직 결함

을 치료하는 술식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며, 골증대술은 제50장

에서 다룰 것이다. 

치은증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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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하악 전치부의 임상사진. #41 치아의 협측 치은의 폭이 인
접 치은에 비하여 좁으며, 염증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치은치조점막 수술

에 대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과학적 자료로서 충분히 입

증되지 못했다. 주로 임상적 진단, 증례보고와 일회성 정보로서 

수술을 정당화하는 참고용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

에서 치주조직의 보호를 위한 치은의 역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의가 필요할 것이다.

치은의 넓이와 치주조직의 건강

일반적인 개념은 폭이 좁은 치은(그림 46-1)은 (1) 저작시 마

찰력에 의하여 치주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는 정도와, (2) 

인접 치조점막의 근육에 의해서 치은변연이 당기는 것을 분산시

키는 정도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Friedman 1957; 

Ochsenbein 1960). 또한 치은이 부족한 부위는 (1) 변연조직이 

움직이게 되어 치주낭이 완벽하게 폐쇄되지 않아 치은연하 치태

가 형성되고(Friedman 1962), (2) 치태 관련 치은병소가 근단

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조직 저항성이 적어서 부착상실과 연

조직 퇴축이 쉽게 일어난다(Stern 1976; Ruben 1979). 또 얕은 

구강 전정이 동반된 좁은 폭의 치은은 (1) 저작시 음식물이 침

착되고, (2) 적절한 구강위생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Gottsegen 1954; Rosenberg 1960; Corn 1962; Carranza

와 Carraro 1970). 

치은 폭의 적절함과 충분한 정도에 관한 견해는 다양하다. 몇

몇 저자는 부착 치은이 1mm 이하가 되어도 충분하다고(Bowers 

1963)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각화조직의 높이가 3mm 이상이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orn 1962). 세 번째 주장은 치은의 적

당한 양에 대해서 좀 더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치조점막

이 움직이더라도 (1) 치은건강이 유지될 수 있고, (2) 치은변연의 

당김을 막을 수 있다면 치은의 폭은 관계없다고 하였다(Fried-

man 1962; De trey와 Bernimoulin 1980).

Lang과 Löe 등(1972)에 의한 치은이 치주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초기 연구 중 하나에서 6주 동

안 하루에 1번씩 전문가에 의해 치태 제거를 받은 치과 대학생

을 상대로 모든 치아의 협설면에 치태 양과 치은 상태, 치은 폭

을 검사하였다. 치면에 치태가 없었는데도 치은 폭이 2mm 이하

인 모든 부위에서 염증이 존재하였다. 이 결과로 치은 건강을 유

지하기 위한 적당한 치은 폭은 2mm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Mi-

yasato(1977)와 Grever(1977)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치은 폭을 

밝히는 데 실패하였다. 그들은 각화조직이 1mm 이하인 부위에

도 임상적으로 건강한 변연조직의 유지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25일 동안 치태 제거를 하지 않아

도, 치은 넓이가 2mm 이상으로 적절한 그룹과 1mm 이하로 최

소인 그룹 사이에 치은염증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치주조직의 보호를 위하여 단단하게 부착된 접합 변연조직, 

즉 부착 치은이 필수적인지의 의문에 대하여 Wennström과 

Lindhe(1983a, b) 등이 비글 견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

구에서 임상적인 특징을 다르게 가지는 치아치은 단위(dento-

gingival unit), 즉 (1) 가동성이 있고 폭이 좁은 각화조직의 단

위, (2) 폭이 넓고 단단하게 부착된 치은의 단위(그림 46-2)가 실

험적으로 확립되었다. 매일 기계적인 치태조절을 하여 부착 치은

의 존재와 관계없이 조직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치은 단위가 염

증증상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세균성 치태가 40일 동안 축적되

면서 넓은 부착 치은 부위(그림 46-3b)보다 가동성이 있는 치은 

부위(그림 46-3a)에서 염증의 증상(발적과 종창)이 더 많이 나타

났다. 그러나 조직학적 분석에서는 염증세포의 침윤(크기)과 근

단으로의 확장(세균성 치태의 근단 이동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

는 간접적인 평가)은 2가지 치아치은 단위에서 모두 비슷하게 나

타났다. 치은염증의 임상증상이 염증세포 침윤의 크기와 일치하

지 않는다는 것은 다양한 넓이를 가진 치은을 임상검사한 자료의 

분석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Lang과 Löe(1972)의 자료에 의

하면 넓은 부위보다 치은이 2mm 이하인 부위에서 염증의 임상

증상인 발적과 종창이 더 자주 나타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Dorfman 등(1980)은 부착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치은증대술

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실험하였다. 최소한의 각화치은이 존재

(2mm 이하)하는 92명에게 좌우 양쪽 치아의 협측면에 한쪽에

는 유리치은 이식을 시행하였고, 다른 한쪽은 치료하지 않은 대

조군으로 두었다. 수술 전후에 환자에게 치석제거술, 치근활택술

과 함께 구강위생을 청결히 한 결과, 놀랍게도 이식 부위에서 각

화치은의 폭이 거의 4mm 이상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2년 

동안의 관찰기간에 증가된 치은의 폭은 유지되었으며 또한 부착

수준도 유지되었다. 대조군의 치은 폭은 2mm가 되지 않았으며 

2년의 관찰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부착수준의 변화 없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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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다. 그러므로 좁은 치은에서도 넓은 치은과 같이 계속적

인 부착상실에 대한 같은 저항력을 가진다. 같은 환자에서 4~6

년 관찰한 보고에서도 2년 동안의 결과와 같았다(Dorfman 등 

1982; Kennedy 등 1985).

최소한의 치은 양이 치은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는 결과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종적 연구가 보고되

었다(Hangorsky와 Bissada 1980; De Trey와 Bernimou-

lin 1980; Lindhe와 Nyman 1980; Schoo와 van der Velden 

1985; Kisch 등 1986; Wennström 1987; Freedman 등 

1999). Hangorsky와 Bissada(1980)는 유리치은 이식술의 장

기적인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유리치은 이식술은 치은 폭

을 넓히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치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결론: 치은 건강은 치은 폭에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으며, 치태

가 있더라도 넓은 치은과 마찬가지로 좁은 치은에서도 부착상실

에 대해 같은 저항력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과 임상연

구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부착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부착 

치은의 적절한 넓이의 필요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다. 

변연조직 퇴축

변연조직 퇴축(marginal tissue recession)이란 연조직 변연

이 CEJ에서 근단으로 이동하여 치근면이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구강위생이 불량한 사람인 경우(Baelum 등 1986; Yoneyama 

등 1988; Löe 등 1992; Susin 등 2004)와 마찬가지로 구강위

생이 좋은 사람인 경우(Sangnes와 Gjermo 1976; Murtomaa 

등 1987; Löe 등 1992; Serino 등 1994)에도 잘 나타나는 형태

이다. 구강위생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에서 부착상실과 변연조직

의 퇴축이 협측면에서 발견되고(Löe 등 1992; Serino 등 1994), 

1개 혹은 여러 치아의 치은열구 부위에서 쐐기 형태의 결함으로 

나타난다(Sangnes와 Gjermo 1976). 반면에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연조직 퇴축은 모든 치면에서 발생하나 협측 퇴축이 더 

자주 발생하고 구치보다 단근치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Löe 등 

1978, 1992; Miller 등 1987; Yoneyama 등 1988).

(a) (b)

그림	46-2.	변연 치은의 크기가 다양한 개의 2개 치아. (a), 넓은 부착 치은이 있는 협측 부위. (b), 좁고 부착 치은이 없는 부위.

(a) (b)

그림	46-3.	그림 46-2a, b에서 치태 축적 40일 후의 모습. 넓은 부착 치은(a)에 비하여 좁은 치은(b)에서 임상적 염증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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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6-4.	칫솔질 외상과 관계있는 퇴축. 변연 치은이 임상적으로 건
강하고 다양하게 연장된 마모결함이 노출된 치근에서 보인다.

그림	46-5. 염증 질환을 유도하는 국소적인 치태와 관계있는 퇴축.

심한 칫솔질로 인한 조직 외상은 특히 젊은 사람에게서 퇴축 

발생의 주요인이며, 칫솔질 외상과 치아 위치 이상이 변연조직 

퇴축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나타나는 원인이다(Sangnes 1976; 

Vekalahti 1989; Checchi 등 1999). 게다가 치은 퇴축이 강한 

칫솔모를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Khocht 등(1993)

이 보고하였다. 변연조직 퇴축과 관계있는 다른 요인들로는 (1) 치

조골열개(Bernimoulin과 Curilivic 1977; Löst 1984), (2) 높

은 근육 부착과 소대 부착(Trott과 Love 1966), (3) 치태와 치

석(van Palenstein Helderman 등 1998; Susin 등 2004), (4) 

수복치료와 치주치료와 연관된 의원성 손상(Lindhe와 Nyman 

1980; Valderhaug 1980) 등이 있다. 변연조직 퇴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퇴축, 특히 칫솔질로 인한 외상(그림 

46-4). 부적절한 칫솔질 방법으로 인한 퇴축이 임상적으로 

건강한 치은에서도 가끔 발견되며, 노출된 치근에서 쐐기 모

양의 결손이 있는 곳에서는 치근면이 깨끗하고 매끈하며 광

택이 난다. 

2.  염증질환을 유발하는 국소적인 치태로 인한 퇴축(그림 46-5). 

이러한 퇴축은 두드러진 위치에 있는 치아, 즉 치조골이 얇거나 

없는 부위(골열개)나 치은조직이 얇은 부위에서 발견할 수 있

다. 치은연하 치태와 반응하여 치아치은 상피와 인접한 결합조

직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한다. Waerhaug(1952)는 치면에 붙

은 세균치태의 변연에서 염증세포침윤의 측면과 근단으로 연장

된 부위까지의 거리가 1~2mm를 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

서 유리치은이 두터우면 침윤은 결합조직의 일부만 포함된다. 

반면에 얇고 약한 치은인 경우에는 결합조직 전체가 포함될 수 

있다. 치아치은 상피와 마찬가지로 구강 내 상피조직에서 얇고 

분해된 결합조직으로의 증식은 임상적으로 변연조직의 퇴축으

로 나타나는 상피 표면의 침전을 유발하게 된다(그림 46-6).

3.  파괴적인 치주질환의 일반적인 형태와 관련된 퇴축(그림 46-

7). 인접 부위의 치주지지가 상실되면 협설측 치주지지의 개조

(remodeling)가 보상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연조직 변연을 근

단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Serino 등 1994). 또한 치주 병

소 치료의 결과로 연조직 변연의 근단측 방향으로의 변위는 불

가피하며 이는 수술적, 비수술적 방법에 무관하게 발생한다. 

퇴축결함의 발생과 치은 높이(폭)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횡적 연구(Stoner와 Mazdyasna 1980; Tenenbaum 1982)에

서는 폭이 좁은 치은이 연조직 퇴축의 요인으로 생각되기도 하

였다(그림 46-8). 그러나 횡적 연구에서 추출한 데이터는 원인

과 결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과적으

로 이러한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는 치은 퇴축의 발생 때문에 치

은의 높이가 감소된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설명이 옳

다면 앞으로의 퇴축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기존의 결함에서 근단

에 존재하는 치은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진다. 최소한의 치은 폭을 가지는 환자에 대한 후향적, 종적 연구

를 통해서 치은의 일정량이 연조직 퇴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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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6-6. 비글 견에서 염증을 유도하는 치태로 인해 연조직 퇴축이 발생한 임상사진. (a), 치태침착 초기에 얇지만 건강한 치은(화살표)에 유의. (b), 
20일 후 염증의 임상증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c), 칫솔질을 하지 않은 채 40일 후 치은변연이 퇴축되었다.

그림	46-7. 파괴적인 치주질환의 일반적인 형태와 관련 있는 퇴축. 연조
직 퇴축이 치아의 협면뿐만 아니라 인접부에서도 발견된다.

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Lindhe와 Nyman(1980)은 진행된 

치주질환을 가진 43명의 환자에서 치주수술 후 3~6개월마다 유

지치료를 진행하고, 초기 치유기와 10~11년의 유지기 후 연조직 

변연의 위치와 백악법랑경계(CEJ)와의 관계를 평가하였다. 수술 

후 각화조직의 유무 또한 검사하였다. 치유 후 각화조직의 존재

유무와 함께 보여준 결과는 유지기간에 연조직 변연이 치관부로 

약간의(1mm 이하) 재성장을 나타냈다. 즉, 세심한 예방 프로그

램으로 유지 중인 환자들은 퇴축이 생기지 않았다. 

Dorfman 등(1982)은 치은 퇴축이 있고 단단히 부착된 변연조

직이 없는 치아를 양측성으로 가진 22명의 환자를 4년 동안 연

구하였다.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을 함께 시행한 후 유리치은 

이식술을 한쪽에만 시행하고, 반대측에는 치석제거술과 치근활

그림	46-8.	치은 퇴축의 깊이와 높이 사이에 관련 있음을 나타내는 협
측 퇴축이 있는 여러 개의 하악 치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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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6-9. (a), 수술치료 6개월 후 부착 치은이 1mm 이하인 하악견치
와 제1소구치의 임상사진. (b), 5년 후 치아의 협측면에서 치은 폭의 증
가와 치은변연이 더 치관부로 위치한 것이 특이적이다.

(a) (b)

그림	46-10.	(a), 수술치료 6개월 후 매우 좁은 치은을 보여주는 하악 
견치와 제1소구치 부위. (b), 부착 치은이 없는데도 5년 동안의 연조직 
변연의 위치에 큰 변화가 없다.

(a) (b)

그림	46-11.	5년간의 관찰 동안 연조직 변연의 근단 변위를 여러 부위에서 보여주는 환자의 우측 하악 견치-소구치 부위의 임상사진. (a), 초진에서 2
개의 소구치는 부착 치은이 1mm 이하이고 견치는 1mm 이상이었다. (b), 5년 후 퇴축과 각화조직의 상실이 초기에 넓은 치은을 가진(우측 화살표) 견
치 협면에 볼 수 있다. 또한 제2소구치도 앞으로의 연조직 변연의 치근단 변위를 보여준다(좌측 화살표).

택술로만 치료하였다. 모든 환자는 예방적으로 4년간 3~6개월에 

1번씩 재검진하였다. 이식하지 않은 부위에서도 부착된 변연조직

이 부족한데도 연조직 변연의 퇴축이나 부착소실이 발생하지 않

았으며 오히려 약간의 부착증가를 보였다. 부착 치은이 없는 퇴축 

부위는 염증이 조절된다면 더 이상의 부착상실과 퇴축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5년간의 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10명의 환

자에서 추후 연구가 진행되었다(Kennedy 등 1985). 이 환자들의 

치주치료 5년 후 검사에서 치태와 염증의 임상증상 및 치은 퇴축

이 발생한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식하지 않은 부위에서 더 많

은 임상적인 염증소견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부착 치은이 1mm 

이하인 부위와 이식 부위 사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치은의 높이와 연조직 퇴축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이 부족함이 

여러 가지 종적 연구에서 입증된다(Schoo와 van der Velden 

1985; Kisch 등 1986; Wennström 1987; Freedman 등 

1999). Wennström(1987)은 26개 협측 부위의 모든 각화조직

을 수술로 제거하여 관찰하였다. 치료 6개월 후의 검사에서 하방 

경조직에 부착된 부착 치은이 없거나 최소인(1mm 이하) 치은에

서 치은이 회복됨을 보여주었다(그림 46-9a, 46-10a). 부착 치

은이 넓은 인접치아도 검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연조직 변연의 위

치는 5년간의 계속적인 관찰기간에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그림 

46-9b, 46-10b). 부착 치은이 없거나 최소인 26부위 중 2부위

에서, 넓은 부착 치은을 가진 인접 부위 12부위 중 3부위에서 계

속적인 연조직 변연의 퇴축이 발생하였다. 1명의 환자에게서 이러

한 5부위 중 4부위가 발견되었으며(그림 46-11) 모든 부위는 염

증의 임상증상이 없었으므로 과도한 칫솔질이 원인으로 생각되

었고, 칫솔질 방법의 교정 후에는 더 이상의 퇴축은 진행되지 않

았다. 게다가 대조군에서 발생한 치은 퇴축은 치은 높이의 감소

를 가져오며, 좁은 치은에서의 국소적 치은 퇴축은 좁은 치은이 

퇴축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 변연 연조직 퇴축은 구강위생이 좋지 않거나 좋은 사람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다. 국소적인 퇴축의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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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2. 교정치료과정 중 #11 치아에서 연조직 퇴축이 관찰된다.

인은 젊은 사람의 경우 칫솔질로 인한 외상이 많으며, 나이가 많

은 경우에는 치주질환을 들 수 있다. 후향적 종적 연구를 근거

로 볼 때 치은의 높이는 변연조직 퇴축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

인이 아니며, 치은이 퇴축됨에 따라 치은 높이가 감소되는 결과

를 가져오는 것이다.  

변연조직 퇴축과 교정치료

임상적, 실험적 연구결과에서 대부분의 교정치료는 치주조직

에 무해하다고 보고되었다(제58장 참조). 그러나 임상가들은 일

부 환자에게서 치은 퇴축과 부착상실로 인하여 전치가 전방이동

하고 구치가 측방으로 전위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Maynard와 

Ochsenbein 1975; Coatoam 등 1981; Foushee 등 1985)(그림 

46-12). 임상적 관찰에 의하면 교정치료 동안 부족한 치은 양으

로 인해 치은 퇴축이 일어나므로 교정치료 전에 치은이식술을 시

행하여 치은 양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Boyd 

1978; Hall 1981; Maynard 1987).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치조골열개는 변연조직 퇴축을 유발하

는 요인이며, 치근부열개는 치은 조직 상실을 유도하는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을 교정치료와 연관시켜 생각하면 치조골 내

에서만 치아를 움직인다면 연조직 퇴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Wennström 등 1987). 치조골열개의 경향은 치아

의 피질골판을 통과하는 조절되지 않는 순측으로의 교정적 이동

을 포함하며, 이는 연조직의 퇴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치조골 내에서 치근이 적절한 위치로 

움직이도록 하면 순측골이 재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Engelking과 Zachrisson 1982; Karring 등 1982)(그림 46-

13). 그러므로 이전에 두드러진 위치에 있던 치아를 치조골 내에

서(그림 46-14) 더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킨다면 골형성을 동반하

게 되어 퇴축경향도 감소할 것이다.

교정치료 중 치은 양과 변연조직 위치의 변화는 치아이동 방향

과 관계가 있다. 설측 이동은 순측 치은을 증가시키는 반면, 순

측 이동은 순측 치은 양을 감소시킨다(Oatoam 등 1981; And-

lin-Sobocki와 Bodin 1993). Batenhort 등(1974)과 Steiner 

등(1991)은 원숭이를 사용하여 전치의 경사 이동(tipping), 정출

(extrusion), 치체 이동(bodily movement) 후의 연조직 변화

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치아이동 후에 순측 치은변연의 퇴축과 

부착상실이 생기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비슷한 연구 중 개

(karring 등 1982; Nyman 등 1982)와 사람(Rateitschak 등 

1968)에 대한 실험은 순측 치아이동이 변연조직 퇴축과 부착상

실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히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모순되는 

(a) (b)

그림	46-13.	(a), 치조골 열개 및 악궁에서 두드
러진 위치에 있는 치아를 설측 이동 후 변연치주
조직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해 그림. (b), 치아를 
설측으로 위치시킨 후 연조직의 치관측 이동과 
함께 골 높이와 치은 높이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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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1) 순측 치아 변위 양, (2) 적용시킨 힘의 정도, (3) 치은 

양의 차이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Steiner 등(1981)은 

순측 치아이동으로 치은조직이 상실될 수 있는 기전을 추측하였

고, 치아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생성된 변연조직의 장력이 중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가설이 유효하다면 교정

치료 동안의 변연조직 퇴축은 치은의 근단 치관부 높이보다는 압

력 받는 쪽의 치은조직의 두께로 결정될 수 있다. 

원숭이 실험(Wennström 등 1987)에서 변연 연조직의 다양한 

두께와 질을 가진 치아를 교정적으로 이동시켜서 이 가설에 대

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절치를 치조골 내에서 순측으로 심하게 치

체 이동시킨 후(그림 46-15), 대부분의 치아는 연조직 변연이 근

단으로 약간 이동하였으나 결합조직의 부착상실은 없었다(그림 

46-16). 즉 치은변연의 근단 변위는 유리치은 높이가 감소된 결

과이다(그림 46-17). 이것은 순측으로 치아가 이동하는 동안에 

연조직에서 생긴 장력(당겨지는 힘, stretching)과 관련 있을 수 

있으며 협설측의 조직 두께는 감소된다. Foushee 등(1985)의 사

람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교정치료기간에 처음의 근단-치관부 

치은 폭(높이)과 연조직 변연의 근단 변위 정도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Coatoam 등(1981)은 교정치료 

동안에 치은의 특정 부위가 퇴축예방에 필수적이라는 가설에 반

대하고, 교정치료 동안 최소한의 치은이 있다면 치주조직을 유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Steiner 등(1981)과 Wennström 등(1987)은 실험적 연구에

서 순측으로 교정이동하여 결합조직 부착을 상실한 치아는 염

증 증상을 명확하게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치태로 인한 골연

상 결손부에서 치아의 치체 이동으로 인한 교정력이 결합조직 

부착의 파괴를 촉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에(Erics-

son 등 1978), 순측 치은의 stretching으로 인해 협설 폭이 감

소된 치은은 치태 관련 염증병소에 파괴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a) (b)

그림	46-14. (a), 돌출되어 위치한 #13 치아의 연조직 퇴축. (b), 교정적 치아이동이 완성된 후의 같은 치아. 치아의 위치 변화에 따라 퇴축이 감소하였다.

있다. 이것은 치태로 인한 치은염증 상태에서 두꺼운 변연조직

보다는 얇은 변연조직에서 더 조직파괴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

다(Baker와 Seymour 1976). 또한 치조제 내에서 치체 이동되

었던 치아가 치태에 감염되었을 때 연조직의 종류(치은 또는 이

장 점막)에 따른 부착상실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Wennström 

등 1987). 그러므로 압력이 가해지는 변연 연조직의 질이 아니

라 두께가 퇴축의 진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하악 

전치의 순측 이동 중에 발생한 치은 퇴축의 요인을 평가한 최근

의 임상연구를 통한 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다. Melsen과 Al-

lias(2005)는 치은의 염증과 얇은 생체형(thin biotype)이 치은 

퇴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Yared 등(2006)은 퇴축된 치

은을 가진 치아의 93%가 0.5mm 미만의 치은 두께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교정치료 동안의 치태조절은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의 임상적 의의는 순측으로 치아를 이동

시킬 때 먼저 움직일 치아의 순측 조직의 양을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조골 내에 국한하여 치아를 움직일 수 있다면 

연조직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변연조직에 대한 부작용은 거의 없

다. 그러나 치조골열개를 일으킬 수 있는 치아이동은 교정 중 혹

은 교정치료 이후에 연조직의 퇴축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연조

직의 부피(두께)를 생각해야 한다. 얇은 치은은 치태로 인한 염증

이나 칫솔질 외상에 의해 연조직 결함을 일으키는 국소적 부가저

항체(local minor resistant)로 작용할 수 있다. 

치은 양과 수복치료 

치은연하에 수복물의 변연을 위치시키게 되면 연조직에 직접적

인 외상을 가할 뿐 아니라(Donaldson 1974) 치은연하 치태침착

도 촉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접 치은의 염증성 변화를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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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6-15.	순측으로 몸체 이동(bodily movement) 전(a)과 후(b)의 
중절치의 위치를 원숭이 상악의 교합면에서 보여준 사진. 개인적으로 
맞춘 silver splint로 견치와 측절치를 묶어서 고정치아로 사용하였다.

(a) (b)

(a) (b)

그림	46-16. 순측방향으로 전치를 몸체 이동(bodily movement)하여 치
조골 높이가 감소한 것(a)과 움직이지 않은 대조군 치아의 치조골 높이
가 정상적임(b)을 보여주는 조직학 표본. 결합조직 부착의 높이가 유지
되고 순측으로 변위된 절치의 유리치은 높이가 감소한 것에 유의(a). 큰 
화살표는 CEJ의 위치를, 작은 화살표는 치조골 능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46-17. 그림 46-15처럼 같은 원숭이 중절치의 순면사진으로 순측 치아이동의 전(a)과 후(b)를 보여준다. 절치의 순측 변위가 명확한데도 치은변
연의 위치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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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조직 변연의 퇴축을 일으키게 된다(Parma-Benfenati 등 

1985; Lang 1995; Gunay 등 2000). Valderhaug(1980)은 82

명의 환자에서 치은연상 혹은 치은연하에 위치된 286개 수복물

의 협측 변연 주위 연조직의 변화를 10년에 걸쳐 관찰하고 평가

하였다. 수복물 장착 1년 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치은연하 수복물

의 변연을 가진 치아의 치은이 치은연상 수복물의 치은에 비하여 

더 염증성인 것을 관찰하였다. 장착 당시 협측에서 치은연하 변

연을 가졌던 150개의 수복물 중에 40%는 1년 뒤에 수복물 변연

이 치은연상으로 노출되었고, 10년 뒤의 검사에서는 71%에서 치

은 퇴축으로 인한 치은연상으로의 노출을 관찰할 수 있었다. 치

은연상 변연의 치아에 비하여 치은연하 변연 수복물인 경우 임상

부착상실과 치은 퇴축의 양이 더 많았다.

Stetler와 Bissada(1987)는 다양한 치은높이와 치은연하에 

보철물 변연이 위치한 치아의 치주상태를 평가하였다. 치은이 좁

은 폭(2mm 이하)의 치아는 넓은 폭의 치아보다 염증이 더 확연

하지만, 부착의 상실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치은연하에 

변연이 위치하면 치태침착을 촉진시키고, 인접한 치은의 폭이 좁

다면 연조직이 퇴축될 위험이 있다. 비글 견의 실험에서(Erics-

son과 Lindhe 1984) 다양한 치은 폭을 가진 치은의 하방으로 

metallic strip을 삽입하였을 때, strip을 삽입할 때 받는 조직

외상과 6개월간의 치태침착으로 인한 치은 퇴축의 양이 좁은 폭

을 가진 치은에서 넓은 폭을 가진 치은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다. 

저자는 좁은 치은 부위에서 수복물을 치은연하로 위치시키게 되

면 염증 조직반응을 일으켜 치은조직 높이가 소실되는 것(즉, 연

조직 변연의 치근단으로의 변위)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치태

로 인한 염증으로 치은이 근단 이동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강위생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치은변연의 두께를 증가시켜야 한

다. 그러나 증가된 치은부피가 치태 관련 병소의 치근단 측 진행

과 부착소실을 방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중을 받는 임플란트의 기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임

플란트 주변의 이행 점막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연조직이 차단경

계로서 잘 기능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Berglundh 

1993). 이러한 관점에서 이장 점막이 충분한 차단막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시되었고(Aarb와 Schmitt 

1990; Warrer 등 1995), 이에 따라 ‘충분한 각화치은이 없는 경

우에는 임플란트 식립 전에 점막치은 수술을 통해 먼저 형성되

어야 한다’(Meffert 등 1992)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각화 치은

의 폭경과 치아 주위 연조직의 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한 Lang

과 Löe(1972)의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 주위에 필요한 ‘적절한’ 

각화치은의 양은 일반적으로 2mm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

나 임플란트 식립의 매우 높은 장기 성공률을 보인(예: Adell 등 

1990; Cochran 1996; Lekholm 등 1999) 46~74%의 이장점

막으로 둘러싸인 임플란트 식립 후의 유병률에 대한 보고는(예: 

Adell 등 1986; Apse 등 1991; Mericske-Stern 등 1994) 임플

란트 식립에 있어서 각화점막의 ‘적절한’ 폭경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최근의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에서 임플란트 

주위의 각화치은이 조직의 건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논의되었다(Wennström과 Derks 

2012). 이 논문에 따르면, 구강 관리 습관이 양호하다면 각화점

막이 부족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조직 퇴축은 주로 

초기 유지 관리 기간(보철 수복 후 6~12개월 후)에 주로 일어나

고 이는 각화점막이 없는 경우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부적절한’ 각화점막이 치은 퇴축,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 또는 임

플란트의 소실에 미치는 장기 영향에 대한 근거는 없다. 임플란트 

식립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화점막의 양을 증대시키는 이

식 술식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부족하였다. 구

강 위생 관리에 관한 환자 중심적 결과를 평가한 연구가 없지만, 

적절한 세정을 방해할 수 있는 이장점막에 맞닿아 있는 임플란트 

부위를 잇솔질하는 동안 환자가 겪는 고통이나 불편감에 대한 고

려는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각화점막으로 형성된 단단한 

변연 치은을 형성하는 이식술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 수복물의 변연을 치은연하로 두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서 연조직의 퇴축을 일으킨다. 실험과 임상자료에 따르면 치아삭

제시 직접적인 외상이나 세균치태로 인하여 퇴축이 발생하는데, 

치은의 폭이 아니라 변연 치은의 두께가 퇴축의 양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양호한 구강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각화점

막이 부족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은 잘 유지될 수 있

다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경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두께의 각화점막의 필요성을 지지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시 기존의 각화점막을 보존하기 위해

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치은증대술의 적응증 

잘 통제된 임상적, 실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은의 폭과 치

은의 부착 부분의 존재가 치주조직의 높이와 치은건강을 유지

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좁은 치은 그 자

체 때문에 수술을 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Proceedings 

of the 1st European Workshop on periodontology 1994; 

Proceedings of the World workshop in Periodontics 1996). 

그러나 환자가 칫솔질이나 저작시 이장점막의 방해로 인해 불편

감을 느끼는 경우 등은 치은증대술을 고려해야 한다. 교정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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