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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치조골정을 기준으로 하는 생각

전치부 보철에서 수복 후에 마진이 노출되는 것은 당

연히 심미성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마진을 숨기기 위

해 치은연하 마진을 적용하면 치주조직에 안 좋은 침

습을 일으킨다는 것이 임상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9,38,40,52,76,108,112,131,168,174,190-192,217-221,230, 과학적으로는 검증

되지 않았다. 또한 치은연하라는 용어 자체에 구체성이 없

어 치은구, 접합상피 및 결합조직성 부착 모두 ‘치은연하’라

고 하는 모호함이 있다.

마진을 골정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 좋을까 하는 생각

은 치주조직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Burch는 골정에서 1.5mm 이상 떨어뜨릴 것을 권장하고 있

다21. Silness는 2mm 이상 떨어뜨리는 것이 예후가 좋다고 

보고하였다192. Shillingburg는 치은연하 깊이로 마진을 설

정한 경우 파골세포의 활동이 자극되어, 보철물의 마진에서 

약 2mm 떨어질 때까지 골흡수가 계속된다고 하였다183. 그 

외에 Ingber 등, Nevins 등의 보고65,130를 더하면, 마진은 

골정에서 1.5~2mm 떨어지지 않으면 골흡수가 진행된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다32. 비글견을 이용한 Tal의 연구204에서

는 부분적인 아말감 충전 부위에서의 골흡수량을 통해 생물

학적 폭경을 1.17mm로 하고 있으나, 마진 전체 둘레에서 검

토할 때와는 다른 감이 있다. 필자 등(공동연구자: Hirota 

Kazuo/헬스케어구강기재연구소)이 실시했던 필리핀원숭이

그림 1

그림 1, 2. Macaca fascicularis(필리핀원숭이)에 치은연하로 마진을 

형성하자, 많은 검체에서 마진으로부터 약 2mm의 골흡수가 관찰되

었다(일본대학 치학부 Arai Yoshinori 교수 촬영).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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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indhe는 치은구상피는 각화되어 있어서 치은구상피에 상

피돌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문헌 104에서 수정하여 인용).

그림 4. Lindhe는 각 치아의 치은 폭을 점으로 나타내었다. 상악 중

절치는 4mm 이상이고, 하악 전치는 3mm로 폭이 작다. 흥미로운 것

은, 수술 후에 치은퇴축이 일어나기 쉬운 소구치부는 원래 치은의 폭

이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문헌 104에서 수정하여 인용).

(Macaca fascicularis)를 검체로 한 연구에서도 골흡수량

은 2mm였다(그림 1, 2).

이로써 마진은 골정에서 1.5~2mm 떨어뜨려 두는 것이 

골흡수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 같다.

2. 원래 변연치은의 폭은 얼마나 될까?

Dentogingival complex 이론을 전개하는 Kois 등에 따

르면 순측에서 3mm, 인접면에서 4mm라고 한다85-87. 만약 

순측에 설정하는 마진으로,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3mm

에서 골정으로부터의 거리 2mm를 빼게 되면 1mm가 되어 

치은연하 1mm로 마진을 설정해도 좋다는 말이 된다. Kois

도 치은연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 0.5~1mm의 치은연하 마

진을 허용하며,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단 1mm인 경우는 

접합상피 내이다.

그림 5, 6. 치은연하 마진 형성 전의 20세 여성 환자에서 골탐침을 하고 있는데 치은의 폭은 약 4mm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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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구

접합상피

결합조직성
부착부

1mm

그림 7. 편의상 치은연하 약 1mm에 형성된 경우 마진부는 부분적으

로 접합상피에 위치하게 되는 셈이지만, 압배사의 삽입은 충분히 가

능하며 동시에 호중구에 의한 자정성이 높은 영역에 마진을 설정한 

것이 된다.

그림 8. 마진 설정이 검은 선에서 빨간 선으로 변경되도록 치료하였

다. 즉, 치은연하의 마진 설정이 가능한 한 최대한 마진을 가져가고 

그 위치부터 S shape profile에 의한 undercontour를 부여함으로써, 

2차적으로 치은의 폭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술후 안정성을 얻으려

는 방법이다. 그 결과 교합하지 않았던 상악 중절치를 하악 전치부와 

간단히 접촉시킬 수 있다.

Müller 등은 초음파측정장치로 치은의 두께와 폭을 계

측하여 폭은 상악 중절치에서 3.35~5.27mm, 측절치에서 

3.68~6.59mm, 견치에서 3.36~5.09mm라고 보고하였다127.  

또한 Lindhe의 보고104에서도 상악 중절치의 치은 폭은 

4mm 이상이라고 하였다(그림 3, 4). 수치를 모든 일본인에

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작은 수치가 scallop type으로 상악 

전치부의 치은 폭, 즉 변연치은에서 골정까지의 거리는 대략 

3.3mm라고 할 수 있다(그림 5, 6). 그리고 앞에 서술한 마

진에서 골정까지의 2mm를 빼면 1.3mm까지 치은연하 형성

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3. 필자가 시행하는 치은연하 마진

치은연하 마진의 설정 위치는 많은 증례에서 치은연하 

1mm 부근에 마진(정확히는 finish line)을 설정할 것을 추

천, 실천하고 있다(그림 7). 이 위치는 조직학적으로 치은

구인지 접합상피인지에 따라 수술 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치은의 건강 상태에 좌우되며 치은

구인 경우도 있고, 접합상피인 경우도 있다. 건강한 치은에

서 치은구는 미미하고 대부분 접합상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증례 1, 그림 8). 결론부터 말하면 finish line은 건강

한 치은의 접합상피에 접해 있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유

리하다(증례 2). 

이제 지대치 주위의 치주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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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1: S shape profile(Contents 8 참조)에 의한 undercontour(3년 경과)

1-1a. 순측 전위가 두드러지고 마진 노출에 의한 심미장애로 내원하

였다(2000년 5월 6일).

1-1b. 측방면에서의 순측 전위를 크게 변경하기 위해 치은연하에 

2~3mm 깊이로 마진을 설정하였다. 결합조직성 부착부까지 마진을 

연장하여 인상채득하여 골정에서 2mm 이내를 침범하였으므로 장착 

시 특히 #21에 치은퇴축이 관찰된다(2000년 5월 27일).

1-1c. 약 1개월 후. 치은퇴축의 개선이 관찰된

다(2000년 6월 19일).

1-1d. 약 3개월 후. 치은퇴축은 거의 개선되었

다. 그동안 가능하면 치은에 칫솔이 강하게 닿

지 않도록 지도하였다(2000년 9월 4일).

1-1e. 약 1년 후. 치은의 좌·우 높이가 거의 나

란해졌다(2001년 9월 1일).

g

i

f

h

1-1f, g. 약 2년 후와 초진 시의 측방면 비교에

서는 연장된 절연과 순측으로의 돌출이 확실히 

줄어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2002년 9월 13

일 및 2000년 5월 6일).

1-1h, i. 다시 초진 시와 술후 3년을 비교해 보면, 심미적 개선도 물론이거니와 깊게 마진 설정된 부분에 강한 S shape profile을 부여한 결과로 변

연치은 폭의 증가를 2차원적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2003년 7월 19일 및 2000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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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2: 생물학적 폭경, cementation(15년 경과)

a

c

e

g

i

b

d

f

h

j

1-2a, b. 양 중절치의 심미장애로 치료를 희망

하였다(2005년 2월 4일).

1-2c, d. 최종보철물 임시접착 시와 1주 후의 

상태. 마진은 초진 시보다 약 1.5mm 치은연하

의 접합상피 내로 설정하고, 치은압배를 실시하

여 변연치은에는 큰 퇴축이 관찰된다.

이는 일시적으로 골정에서 2mm 이내에 손상

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2005년 4월 6일 

및 4월 13일).

1-2e, f. 약 4개월간 치은의 회복을 기다려 합

착하였는데 중간의 납착부에 잔존 시멘트가 생

기지 않도록 미리 파라핀 왁스로 릴리프하였다. 

또한 시멘트는 완전 경화될 때까지 절대로 제거

해서는 안 된다(2005년 8월 9일).

1-2g. 약 4년 후. 로테이션이 강했던 #21의 치

은 회복은 늦지만 퇴축치은은 초진 때 상태와 

비슷해지고 있다(2009년 7월 14일).

1-2h. 약 10년 후. 치은은 회복되고 있지만 한

번 퇴축한 치은의 세동맥과 세정맥에 발적이 있

는 것 같다(2014년 6월 2일).

1-2i, j. 약 15년 후. 치은은 좌·우 모두 안정되었고 심미적인 결과를 얻었다(정면 사진: 2019년 8월 29일, 구개 측면 사진: 2019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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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대치를 둘러싼 조직해부

지대치 주위에 건강한 치주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치은연하에 마진을 

설정하기 위한 보철 처치는 치은연하 형성, 치은압배 같은 

외과 처치라는 측면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처치가 비가역적으로 행해져 보철 처치 후에 치

은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

서는 지대치 주위의 해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필자는 치은연하 특유의 접합상피와 치은을 지탱

하는 치조상 섬유군을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환경이 지

대치 주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이다.

①  접합상피는 세균침입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한다는 특징

②  치조상 섬유군이 치은을 받쳐줌으로써 치은퇴축을 막

는다는 특징

따라서 이 두 가지와 관련하여 조직해부학적 관점에서 기

술하겠다.

2. 지대치 주위의 생물학적 단면

일반적으로 지대치 주위는 그림 1과 같은 단면도로 설명되

는 경우가 많아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다. 특히 지대치 주위의 

생물학적 폭경에 대한 설명은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 반면 이 

그림에 조직적 의의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는 측면에 있어 필자 자신도 성찰하고 있다. 그래서 임상가의 

입장에서 치은구, 접합상피 및 결합조직성 부착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조직해부학적 견지에서 고찰하고 싶다.

록 등을 보면179, 치은구는 세균 존재하에서 저항한 결과로 

인해 각화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구강 내에서는 접

합상피의 직전에 있는 홈으로, 임상적으로는 에어(air)를 불

면 치면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임상적으로 프로빙으로 치은구를 계측할 수 있다고 맹신되

어 왔지만 실제로는 조직절편상에서 상피돌기를 가짐으로써 

각화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2~4). 상피돌기

가 있다는 것은 각화를 나타낸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프로빙

으로 치은구를 계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105,186 때문에 

Schroeder는 해부학적 치은구와 임상적 치은구를 나눠 사

용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참고 1)179. 그리고 이에 호응하

듯이 미국치주병학회의 용어집에서는, 1977년에는 평균 깊

이를 1.5~2.5mm로 했으나199 해부학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1986년 이후의 용어집에서는 수치를 

기재하지 않게 된 경위가 있다(참고 2)209-211.

그럼 프로브 끝의 도달 위치를 고찰하면, 일반적으로 건

강한 치은에서 약 25g의 힘으로 프로브를 삽입한 경우42,100 

결합조직성 부착과 접합상피 경계부의 접합상피 내(치관측 

방향)까지 도달한다는 것이 몇 가지 논문으로 증명되었으나

10,37,51,106,163,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

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 현 상태이며 특히 생물학적 폭경의 

이해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1. 치은단면도(문헌 77에서 수정하여 인용).

치은구에 관해서는 각화되어 있지 않다는 기술을 볼 수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무균조건의 동물실험에서는 치은구를 관찰할 수 없다는 기

1) 치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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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tsuta 등은 thin layer(얇은 층)로 치

은구 각화부를 표시하고 있다(문헌 12에서 수

정하여 인용).

[조직학적 고찰 1]

[조직학적 고찰 2]

[조직학적 고찰 3]

왜 아직도 학술용어집에는 치은구가 각화되지 않았다는 기술이 많은 것일까. 아

마도 동물실험 등에서 치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한 경우도 있기 때문

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무균조건 동물실험에서는 구강 내 세균의 영향을 받지 않

기 때문에 치주병의 초기 단계 방어기구인 변연치은상피가 down-growth 할 필요

는 없지만, 사람은 반드시 구강 내 세균이 상주하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기 위해 세

균이 머무르기 쉬운 치은변연부터 각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세균침입

에 연동하여 상피의 down-growth가 진행되면 골파괴를 동반하는 치주염이 된다. 

Ohashi는 염증이 진행됨에 따라 내연상피가 각화하는 모습을 보고하였다144. 결국 

치은구는 사람의 구강 내에서 관찰되는 각화를 동반하는 상피라고 할 수 있고, 접

합상피는 호중구 방어 메커니즘이 우세한 조건하에서 세균침입에 저항하고 있는 영

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치은구가 각화되고 있다는 내용은 Lindhe104, Shimono186, 

Magikusa 등110, Atsuta 등(그림 2)12의 기술에 가끔 보이는데 대부분은 비각화 혹

은 모호한 기술이 많다.

일본치주병학회의 “치주병용어집 제2판”135에서 ‘치은구상피(oral sulculare 

pithelium, sulculare pithelium)는 치은변연보다 안쪽에서 치은구에 접하는 비

각화상피이다. 결합조직과의 경계는 평탄하고 상피돌기는 보이지 않는다. 구조는 구

강상피와 거의 같다. 치은구상피의 투과성은 높지 않으며 세포간극을 유주하는 백

혈구는 많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치은구는 결합조직과는 경계를 갖지 않는 

점 및 상피돌기를 갖는다는 점에 의해 전반의 해설은 접합상피, 후반은 치은구상피

에 대한 해설임을 알 수 있다. 영문 표기의 치은 내연상피를 넓은 의미로 나타내는 

(oral) sulcular epithelium으로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Ten Cate에 따르면 ‘치은구상피와 치은상피는 같은 고유층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둘은 조직학적으로 매우 다르며, 치은구상피는 비각화상피이다. 이러

한 상피의 표현 형태의 차이는 염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왜냐하면 실

험동물에 항생제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구강 내 위생관리를 하면 염증이 소실되고 

치은구상피는 각화되기 때문이다.’129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Schroeder에 의하면 ‘구강치은구상피란 치은구가 존재하는 경우 혹은 병

적 조건하에서 치은포켓 혹은 치주포켓이 존재하는 경우만 존재하는 조직이다. (중

략) 사람의 경우 구강치은구상피는 각화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는 중층 각화성 구

강 치은상피와 상당히 유사하며 정각화성·착각화성 표층의 생성 없이 각화 경향

을 나타내기도 한다.’179라고 한다. Schroeder의 이 설명에 모호함이 남아 있지만, 

Schroeder 자신의 용어집에서는 ‘치은구: 치아와 치은의 가장 치관쪽 부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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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홈으로, 접합상피의 유리면에서 치은연에 이른다. 이 홈은 사람이나 다른 포유

류가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상적 프로빙에서는 그 

존재와 깊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지만 조직학적으로는 평가된다.’라고 하여 이 

용어집이 올바로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Ten Cate와 Schroeder는 의견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 조직구조를 난해하

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Ten Cate의 해설에서 ‘치은구상피

는 각화되어 구강상피 자유면이 된다.’라는 한 문장을 추가하면 같은 의미가 된다.

그림 3. 필리핀원숭이의 치은구에서 각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좌

측: 치면, 우측: 구강 자유면).

그림 4. EPMA, SEM상에서 각화부를 관찰한다(좌측: 치면, 우측: 구

강 자유면).

필자가 실시한 조직학적 관찰로부터는 면역염색한 SEM상에서 치은구는 각화되

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3, 4). 또한 이상의 고찰에 시대적 배경을 가미하

여 ‘치은구는 사람 변연치은 내연부의 가장 치관측에 있으며 근첨 방향의 접합상피

와 경계를 가진 각화된 상피돌기를 가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임상적인 진실이다.

[조직학적 고찰 4]

Schroeder의 저서 “The Periodontium”을 번역한 Shimono는 치은구에 대해  

‘구강상피 및 치은구상피는 각화상피이며 방어(투과성 관문) 및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였다186. 또한 Lindhe는 ‘치은구상피의 세포는 입방체

이며 이 상피의 표층은 각화되어 있다.’라고 하였다104.

[소결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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