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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은 광물화된 세균성치태를 의미하며 타액에서 기인한 무기

염 침전의 결과로 무균동물에서도 형성된다(Theilade 1964). 치

은연상치석은 치은변연에서 치관측에 위치하며(그림 9-1a), 치은

연하치석은 치은변연에서 치근측으로 위치한다(그림 9-1b). 치은

연상치석과 치은연하치석은 특징적 소견을 가지고 있다. 치석은 

살아있는 세균성치태에게 지속적인 거처를 제공해준다(Zander 

등 1960; Theilade 1964; Schroeder 1969).

임상적 형태와 분포
치은연상치석은 크림같이 희거나 검누런 혹은 적당한 경도의 

갈색의 덩어리로 나타난다(그림 9-2). 치석형성의 정도는 존재하

는 세균성치태의 양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타액선의 분비와

도 연관된다. 그러므로 치은연상치석은 주로 주타액선의 배설관 

근처에 많이 나타나는데, 악하선의 개구부가 있는 하악 전치부

의 설측과 이하선관이 구강전정으로 열려있는 상악 제1대구치 협

측에 많이 나타난다.

치은연하의 치석은 치은변연의 치근측에 형성되므로 단지 촉

진으로 의해서만 찾을 수 있으며,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다. 종

종 치은연하치석은 충분한 양이 축적되면 치과방사선 사진상에

서도 볼 수 있다(그림 9-3). 작은 양의 침착물이나 잔여 침착물

은 치근 기구조작 후 방사선상에서 거의 볼 수가 없다. 치은변

연을 압축공기로 불어내거나 치과용 기구로 젖히면 거친 표면을 

가진 갈색에서 검정색의 석회화된 단단한 덩어리를 볼 수 있다

(그림 9-4). 다시 말해 광화된 덩어리는 주로 세균으로 이루어

진 축적물로 치은열구액과 혈액의 산물과 섞여있는 것이다. 그러

나 약 0.5mm의 띠가 치주낭 기저부에서 치관측에 나타난다(그

림 9-5). 이 구역에는 광화된 침착물이 없는데, 이는 치은열구액

이 치주연조직으로부터 스며 나와 세균축적에 대항하는 구배(경

사 gradient)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무치석대(calculus-free 

zone)는 조직 절편에서도 볼 수 있다(그림 9-1a, b 참조). 치은연

상치석과 마찬가지로 치은연하치석도 세균부착을 위한 이상적 기

질을 제공한다(Zander 등 1960; Schroeder 1969).

치태광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 간, 개인 내 그리고 구강 내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세균성치태의 생성속도(시간 

및 치면당 세균성치태의 양)뿐 아니라 치석의 생성속도[회중량

(ash weight)이 5~10%인 새로 침착된 치은연상치태가 석회화

되어 회중량이 약 80%가 될 때까지의 시간]도 다양하게 나타난

다. 어떤 환자에서는 치은연상치석의 형성 기간이 2주이며 이 시

기가 되면 이 침착물은 성숙한 치석에서 볼 수 있는 약 80%의 

무기물질을 함유하게 된다(그림 9-6)(Mühlemann과 Schnei-

der 1959; Mandel 1963; Mühlemann과 Schneider 1964). 사

실 광화의 증거는 수일 후에 볼 수 있다(Theilade 1964). 그럼에

도 불구하고 오래된 치석과 같은 성숙된 결정구조를 가지는 치

석의 형성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Schroeder과 Baum-

bauer 1966).

치석의 형성과 구조
사람에서는 치태형성 전에 항상 세균성 세균막이 발달된다(제

8장 참조). 세균 간 기질과 세균 그 자체가 석회화의 기질로 제

공되며 점차 무기염이 침착된다. 치은연상치태는 타액 내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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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1. (a), 개 치아의 법랑질과 치근면에 부착된 치은연상치석. 초기 치은낭과 미미한 치은염증이 발달. (b), 치주낭이 있는 치아 치근면
에 부착된 치은연하치석. 염증 치은조직과 골소실을 주목해서 볼 것. 치은연상치석과 치은연하치석 둘 다 석회화하지 않은 치태가 치근측에 
연장되어 있고, 치석의 치근단 끝부분과 치주낭 기저부 사이에 치석이 없는 구역(무치석대)을 형성하고 있다. Toluidine blue와 염기성 푹신
(basic fuchsin)으로 염색한 비탈회 연마절편(undecalicifed ground section).

(a) (b)

(c)

그림 9-2. 과량의 치은연상치석 침착물. (a), 오랫동안 구강위생에 무관심한 결과 쌓인 심한 침착물. 2개의 하악 절치가 탈락되었다. (b), 하
악 절치의 설면을 대개 덮고 있는 치은연상치태. 침착물 주위의 심한 염증반응을 주목. (c), (b)환자의 동일 부위에서 치석을 제거한 후의 모
습. 치은조직이 치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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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많은 양의 침착물이 존재하면 방사선사진에 치은연하치석
이 관찰된다(화살표).

(a)

(b)

그림 9-4. (a), 치은변연을 외과적 술식 과정에서 당기거나 거상하면 
치은연하치석은 검고 갈색의 단단한 덩어리로 보인다. (b), 모든 단단한 
침착물이 제거된 후 치유된 모습.

그림 9-5. 상피부착 치관측에 치태와 치석이 없는 구역이 보인다
[SP, 치은연하치태세균(subgingival plaque bacteria); PFZ, 무치태대
(plaque-free zone); EA, 접합상피잔사(remnants of junctional epi-
thelium)].

그림 9-6. 7일된 석회화 치태. 격리된 석회화 중심이 관찰되며, 흑색부
위로 나타난다(van Kossa 염색).

하는 무기염의 침전으로 광화되며, 치은연하치태는 치주낭을 통

해 나오는 염증성 삼출액 내의 무기염에 의해 광화된다. 그러므

로 치은연하치석은 치주염의 1차적 원인이 아니라 감염의 2차적 

산물임을 나타낸다.

광화는 세균 간(세포 간) 기질과 세균벽(그림 9-7)에 있는 결

정화 중심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세균 내로 진행된다(그림 

9-8)(Zander 등 1960). 치태 내 다양한 세포 외 기질 단백질

과 유산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 알칼리성과 산

성 인산분해효소(acid phosphatase)활성의 발견은 치태형성

이 단순히 수동적 광화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세균성 

효소(Friskoppdhj와 Hammarström 1982), 인산칼슘의 과포

화(calcium phosphate supersaturation), 세포막-관련 성분

과 핵형성억제자(nucleation inhibitors)의 비활성화(Jin과 Yip 

2002) 등이 모두 다 치태 석회화의 시작과 조절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다. 골과 백악질의 광화에 관여하는 2가지 비교원성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인 osteopontin과 bone sialoprotein(그림 9-9)

이 광화되지 않은 치태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인간의 치석에서

는 면역학적으로 탐지되었다. Osteopontin과 bone sialo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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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오래된 치태의 박편. 변성 중인 세균체가 작은 바늘모양의 
전자-치밀성 인회석결정(electron-dense apatite crystal)의 침착으로 
초기광화를 개시한 세균간기질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배율: ×26,500, 
Bar: 0.5mm. (출처: Zander 등 1960, Sage사의 승인 하 복사)

그림 9-8. 오래된 광화치태의 박편. 세균 간 기질은 완전히 석회화되
었으며 많은 세균에서 세포 내 결정침착을 보인다. 배율: ×9,500, Bar: 
1μm. (출처: Theilade 1964)

(a) (b)

그림 9-9. 사람 치근 표면의 치석에 항 bone sialoprotein 항체를 이용한 면역표지. (a), 치석의 내부에 있는 세균벽에 금입자가 뚜렷하게 표
지된 상태. (b), 광범위한 세균 간 섬유모양 기질의 표지.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된 초박절편.

tein은 혈장에 존재하며 osteopontin은 치은열구액과 치석에서

도 확인되었다. 세균간기질이나 세균의 표면에 이들이 존재하여 

광화의 조절과정에 관여할 것이 제안된다.

치태 내부에서 외부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광화

과정은 Liesegang ring이라 불리는 동심원 고리를 만들어 내

는데, 이는 광화의 연속적인 단계를 반영한다. 더욱이 수많은 광

화 초점(mineralization foci)이 존재하여 광화가 퍼지거나 부분

적으로 합쳐지면서 광화되지 않는 부분이 남겨질 수 있어, 와동

(cavities)과 통로(channels)가 석회화되지 않은 치태로 채워진 

치석의 다공성 구조가 가능해질 수 있다(그림 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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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 치석에 덮인 법랑질 표면(E)의 박편. 법랑질과 치석결정은 밀접하게 접해 있으며 치석결정은 법랑질의 미세한 불규칙성 내부로 
연장되어 있다. 배율: ×37,500, Bar: 0.1μm. (출처: Selvig 1970, John Wiley와 Sons사의 승인 하 복사)

그림 9-11. 치석에 덮인 백악질 표면(C)의 박편. 치석은 불규칙한 백악
질에 밀접하게 접해 있으며 전자치밀도가 높아 인접한 백악질보다 더 
단단하다. 사진 우측에 석회화되지 않은 세균의 일부가 관찰된다. 배
율: ×32,000, Bar: 0.1μm. (출처: Selvig 1970, John Wiley와 Sons사
의 승인 하 복사)

그림 9-12. 치석에 덮인 상아질 표면(D)의 박편. 치석과 상아질의 경계
면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치석결정이 상아질 표면의 불균
일한 내면을 채우기 때문인데, 이 부위는 이전에 시행된 치석제거술의 
결과 백악질이 제거되었다. 치석의 둥근 윤곽은 석회화된 세균을 완전
하게 둘러싸고 있다. 배율: ×19,000, Bar: 0.1μm. (출처: Selvig 1970, 
John Wiley와 Sons사의 승인 하 복사)

치면과 임플란트의 부착
치석은 일반적으로 치면에 강하게 부착해 있다. 따라서 치은

연하치석을 제거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치면에 

단단하게 부착하는 이유는 세균성치태 하방의 피막이 석회화되

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랑질(그림 9-10), 백악질 

(그림 9-11), 상아질 결정(그림 9-12)(Kopczyk와 Conroy 

1968; Selvig 1970)과 긴밀하게 접촉하게 된다. 더구나 불균일

한 표면은 치석결정에 의해 채워지며, 치석은 사실상 치아와 서

로 고착된다. 이것은 특히 노출된 치근백악질의 경우 더욱 심한

데 이전에 샤피섬유가 매립된 부위에 작은 와나 불규칙성이 야기

되기 때문이다(Bercy와 Frank 1980). 불균일한 치근면은 우식 

병소의 결과일 수 있고 치주인대가 여전히 치근면에 부착되어 있

다면 백악질의 작은 부위는 흡수로 인해 상실된 부위일 수 있다

(Moskow 1969). 이런 상태에서 치근 경조직의 손상 없이 모든 

치석 침착물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불규칙성은 임플란트 표면에서도 나타나지만 순수티타늄

에 대한 부착은 치근면 부착에 비해 약하다. 이는 치석이 임플란

트에서 임플란트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그림 9-13)(Matarasso 등 1996). 치관과 지대주 계면 사

이에 남아있는 여분의 시멘트가 임플란트 주위질환과 연관되어 

있다(Pauletto 등 1999; Gabski 등 2008; Wilson 2009). 거친 

시멘트 표면은 치태나 치석의 유지 부위로 작용해 임플란트 주위

질환을 유도할 수 있다(Lang 등 2004). 과잉변연이 존재하면 치

석제거를 방해한다(그림 9-14). 대부분의 증례에서 과도한 시멘

트를 제거하고 나면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임상적, 내시경적 징후

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il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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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3. 정기적 유지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의 임플란트에 침착된 
치석.

그림 9-14. 치관-지대주 계면에 남겨진 과도한 시멘트는 치태와 치석
의 침착과 유지에 이상적인 기질로 작용한다. 세균성치태가 시멘트의 
전 표면을 덮고 있고 치석은 시멘트 과잉부의 근단측에 존재한다. 상피
의 분리는 치주낭 형성을 나타낸다. 가장 근단측에서 보이는 상피분리
는 조직학적 처리과정에서의 인위적 결과로 생각된다. Toluidine blue
와 염기성 푹신(basic fuchsin)으로 염색한 비탈회 연마절편.

치석의 구성
치석은 4가지의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결정으로 구

성되어 있다(Schroeder 1969; Jepsen 등 2011):

1. CaH(PO
4
)·2H

2
O=브러시석(brushite; B)

2.  Ca
4
H(PO

4
)
3
·2H

2
O=인산8칼슘(octa calcium phosphate; 

OCP)

3. Ca
5
(PO

4
)
3
·OH=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HA)

4. β-Ca
3
(PO

4
)
2
=휘틀록석(whitlockite; W)

X-선 회절 연구에 의하면 광화는 인산8칼슘(OCP)과 인산2칼

슘 이수화물(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DCPD)의 침착

으로 시작되며, 덜 용해되는 수산화인회석(HA)과 휘틀록석(W)

이 그 뒤를 따른다(Rowles 1964; White 1997).

치은연상치석은 층층이 형성되며 층 사이에 무기질 성분에 따

른 이종성이 나타난다. 무기질 성분이 평균 37%이고 16~51%의 

범위에 있으며, 어떤 층은 예외적으로 80%까지 무기질의 최대 

밀도를 보인 경우도 있다(Kani 등 1983; Friskopp과 Isacsson 

1984). 외층의 주요 무기질은 인산8칼슘(OCP)이지만 오래된 치

석의 내층에는 수산화인회석(HA)이 많으며, 휘틀록석(W)은 낮

은 비율로만 관찰된다(Sundberg와 Friskopp 1985). 브러시석

(B)은 2주가 넘지 않은 신생 치석에서 관찰되며 치은연상치석 형

성의 기초로 작용한다. 각 결정은 특징적 형태를 가진다: 인산8

칼슘(OCP)은 작은 판상의 결정을 형성하는 반면 수산화인회석

(HA)은 모래알 또는 막대형 결정을 형성하며, 휘틀록석(W)은 육

각형(입방형, 장사방형) 결정을 보인다(Kodaka 등 1988).

치은연하치석은 다소 균일한데, 이는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밀도의 무기질이 함유된 층으로 침착되기 때문이다. 평균 밀도

는 58%이며, 32~78% 범위를 가진다. 최고치로 60~80%를 보

이기도 한다(Kani 등 1983; Friskopp와 Isacsson 1984). 수산

화인회석(HA)도 발견되지만(Sundberg와 Friskopp 1985), 주

요 무기질 결정형태는 항상 휘틀록석(W)이다. 휘틀록석(W)에는 

낮은 비율(3%)의 마그네슘(Mg)이 들어 있다(McDougall 1985).

치태의 pH가 상대적으로 낮고 타액 내 Ca/P 비율이 높게 존

재하는 경우, 브러시석(B)이 형성되고 나중에 수산화인회석(HA)

과 휘틀록석(W)으로 발달할 수 있다. 치은연상치태가 광화되면 

인산8칼슘(OCP)이 형성되며, 점점 수산화인회석(HA)으로 변해

간다. 알칼리성, 혐기성 상태와 동시에 Mg(또는 Zn과 CO
3
)가 

존재하면 다량의 휘틀록석(W)을 형성하며 안정된 형태의 광화

를 이루게 된다.

임상적 의의
치석의 침착과 치주염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실험적 연구

(Wærhaug 1952, 1955)와 역학적 연구(Lövdal 등 1958)에서 

나타났지만, 치석이 항상 살아 있는 세균성치태의 광화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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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5. 클로르헥시딘 적용 후에 세균이 없는 치석에 반교소체를 통
한 부착을 보이는 접합상피(CA, 치석; HD, 반교소체; BL, 기저판; DC, 
치성소피). 배율: ×32,000. (출처: Listgarten과 Ellegaard 1973)

은 층으로 덮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거친 표면 때문에 치석이 

연조직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지 아닌지는 논쟁거리이다. 그러나 

거친 표면만으로 치은염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히 입

증되었다(Wærhaug 1956). 원숭이의 치석 표면을 클로르헥시

딘을 이용하여 소독하면 반교소체(hemidesmosome)와 기저판

(basement lamia)을 형성하는 접합상피세포를 통하여 치석에 

정상적 상피부착이 일어날 수 있었다(Listgarten과 Ellegaard 

1973)(그림 9-15). 더구나 고압증기 멸균된 치석은 명확한 염증

이나 농양 형성 없이 결합조직으로 잘 둘러싸여 있었다고 보고되

었다(Allen과 Kerr 1965).

이런 연구는 분명히 치석이 치주질환의 1차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치석은 추가적인 치태축적과 하방의 광화를 유

도하는 이상적인 표면 형태를 제공하는 2차적 역할을 가지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치석침착은 구강위생을 위한 접근을 어렵게 하며 침

착의 양에 따라 적합한 구강위생 관리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치석은 세균성 침착물을 조직 표면과 밀접하게 유지시켜, 결국 

세균계와 조직반응에 영향을 줌으로써 세균성치태의 효과를 극

대화시킨다(Friskopp과 Hammarström 1980). 

잘 통제된 동물연구(Nyman 등 1986)와 임상연구(Nyman 등 

1988; Mombelli 등 1995)를 통해 치은연상 침착물을 규칙적으

로 철저하게 제거하면서, 치은연하치석을 덮고 있는 치은연하치

태를 제거하면 치주 병소가 치유되고 건강한 치은과 치주조직이 

유지됨을 보였다. 이런 연구 중 하나(Mombelli 등 1995)에서 치

석을 전체적으로 제거한 후에 광화된 침착물을 덮고 있는 치은

연하치태를 부지런히 완벽하게 제거한 경우와 치은연하치석을 정

기적으로 치근면 기구 조작으로 제거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임

상지수와 세균조성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또한 지속적인 치은

연상치태 조절은 치은연하에서 재집락화를 위한 치은연상의 세

균 저장고의 고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치태-저류 인

자(plaque-retentive factor)로서 치은연하치석의 역할을 확인

해주었다.

치근표면의 침착물을 제거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현재 방법으

로는 이환된 치근면에서 모든 치석을 완벽히 제거하기가 불가능

하다. 해부주조, 탐침깊이, 기구, 술자의 경험 같은 인자들이 치

은연하치석 제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Jepsen 등 2011). 치

석형성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나와 있지만(Jepsen 등 2011), 이

들의 효과는 치은연상치석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를 이용한 완전한 예방은 달성할 수 없다.

결론
치석은 광화된 세균성치태를 의미한다. 치석은 항상 광화되지 

않은 살아 있는 세균성치태에 의해 덮여 있으며, 직접 치은조직에 

접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치석은 치주질환에 대한 2차 병인

이다. 그러나 치석이 있으면 적절한 치태제거가 불가능하며, 환자

들이 적절히 치태를 조절하는 것을 방해한다. 적합한 치주치료와 

예방활동을 위해 근본적으로 치태-저류 인자를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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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점막표면은 인체의 다양한 환경적 적소(environmental 

niches)에 고유하게 적응하는 미생물들의 복잡한 미생물공동체

(complex communities of microorganisms)에 의해 집락화

된다. 이러한 미생물총(microbiota)은 구강, 위장관, 비뇨생식관 

등과 같은 각 생태적 적소에 특이한 미생물들로 구성된다(그림 

10-1). 점막표면이나 신체 다른 부위의 해부학적 위치의 미생물

총들은 집합적으로 인간 미생물군계(human microbiome)을 구

성하는데, 이러한 미생물들과 인간 숙주 사이의 균형이 우리의 

생명작용, 건강유지, 발병에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

식 때문에 최근 들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총은 인간의 생리, 대사작용, 국소조직

형성과 면역체계발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그 구성은 숙주 

유전형에 크게 영향을 받고 동적이며 섭식이나 항생제 사용, 병

원균의 침입과 같은 환경적 인자에 의해 변화되기 쉽다. 어떤 경

우에서는 미생물총의 환경적 균형의 변화가 세균 다양성의 변화, 

잠재적 병원균의 증식 그리고 정상적으로 숙주에게 유익한 균의 

상실을 가져온다(Round와 Mazmanian 2009). 미생물총 구성

의 해로운 변화를 세균총 불균형(dysbiosis)이라고 부른다(Hill

과 Artis 2010). 신체 여러 부위에서 정상적으로 균형 잡혀 있던 

세균집단의 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Frank 등 2011). 공생 미생물총

의 세균불균형과 연관된 질환 및 상황으로는 항생제로 인한 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Young과 Schmidt 2004; 

Chang 등 2008), 세균성 질염(bacterial vaginosis)(Fred-

ricks 등 2005; Oakley 등 2008), 만성 소화장애증(celiac 

disease)(De Palmer 등 2011), 식도질환(esophageal dis-

ease)(Pei 등 2005), 크론병(Crohn’s disease)과 궤양성 장염

(ulcerative colitis)(Frank 등 2007; Packey와 Sartor 2009; 

Willing 등 2009, 2010), 과민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Mättö 등 2005; Kassinen 등 2007; Codling 

등 2010), 괴사성 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Wang 등 

2009), 건선(psoriasis)(Paulino 등 2006) 등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더 놀라운 것은 공생미생물총의 세균불균형이 비만(Ley 등 

2005, 2006; Zhang 등 2009), 결장직장암(colorectal can-

cer)(Scanlan 등 2008; Sobhani 등 2011), 대사증후군과도 관

련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비만, 대사장애, 염증성 장질환을 포함

하는 몇몇의 질환들이 동물실험에서 세균불균형 미생물총의 전

달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연구에 의해서 점막 미생

물총의 세균불균형의 기능적 중요성이 더욱 더 명백해지고 있다

(Garrett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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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라기에 가장 최적의 서식지이다. 구강은 온도가 안정적이며 

습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풍부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며 특이하

게 치아와 같이 견고한 표면이 존재한다.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

들의 석회화된 치아의 발달을 가져온 진화적 힘이 감염질환의 관

점에서 볼 때 발달상의 취약점을 제공해 주었다. 인체의 어떤 부

위도 치아처럼 확고하고 탈락하지 않는 구조물로 인해 점막표면

의 연속적 상피장벽(epithelial barrier)이 단절되어 인접연조직

과 직접 접촉하는 세균성 세균막의 발달을 허용하는 곳은 없다. 

점막장벽(mucosal barrier)을 뚫고 나온 석회화조직의 발달과 

동시에 공진화하는(co-evolve) 세균막 공격에 대한 방어는, 특

화된 해부학적 특징과 선천면역과 염증반응의 정교한 세트이다. 

더구나 인체 내에서 이 부위는 정상적으로는 인접조직이 용인할 

수 있으면서, 치아 지직조직의 건강한 상태에 유해한 세균으로부

터 방어해주는 독특한 세균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그

러므로 치주조직의 질환은 상주균과 숙주 조직 사이의 항상성이 

파괴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인간 구강 미생물군계(human oral microbiome)의 분석은 

1665년 Antonie van Leeuwenhoek이 현미경을 이용해 처음으

로 세균을 발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에도 대량 신속

처리 DNA 염기서열결정법(high throughput DNA sequenc-

ing technique)을 통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 세균

총에 대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수세기에 걸친 전

통적인 구강미생물학적 분석은 구강 내 세균공동체에 대한 우리

의 지식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의 이해 영역 중 최첨단에 있음

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세균총 불균형(dys-

biosis) 현상 혹은 세균총의 유해한 변화가 치주질환의 기본적 

그림 10-1. 신체 각 부위에서 우세한 6개의 세균문(dominant bacterial phyla)의 상대적 존재 비율: 외이도, 머리칼, 구강, 식도, 위장관, 질, 
음경, 피부, 콧구멍. (출처: Spor 등 2011, Macmillan 출판사의 승인 하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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