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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특징과 치료방법에 한 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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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목

구개치은구의 빈도와 해부학 병리학 특징에 해 알아보고,구개치

은구가 유발하는 치수 치주 병소의 양상과 이들의 치료법에 해 다각 으

로 알아본다.

2.방 법

2.1.논문 검색

다음의 키워드를 심으로 해서 의학 논문 검색을 시행한다.

* 키워드:radicualrgroove,palato-radiculargroove,radicular-lingual

groove,palato-radicular groove,facial-radicualrgroove,development

groove,disto-lingualgroove, tooth abnormality,endodontic lesion,

periodontallesion,endodontic-periodontallesion,maxillarylateralincisor

2.2.검색된 논문을 체계 으로 정리하여 다음의 항목들로 정리 요약한다.



� 치아 별 구개치은구의 병리학 기 과 발생빈도

� 구개치은구의 형태학 다양성과 조직학 특징

� 구개치은구에 발생하는 미생물의 침착에 의한 치주 치수 병소의 병

리기 과 특징

� 재까지 개발된 구개치은구의 치료법

2.3.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한다.

3.결 과

구개치은구(palato-radicualrgroove)는 주로 상악 치에서 나타나는 발생

학 변이로써,치근의 발육과정에서 내측 법랑 상피와 Hertwig상피 잔사가

치수강 측으로 함입되면서 치 의 구개측 결 부에서 치근단을 향하여 연장되

는 구이다.발육시의 함입은 박테리아가 통과하고, 라크와 치석이 축 되기

에 합한 좁고 긴 깔때기 모양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해부학 구조는 환자

뿐 아니라 문가가 해당부 의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게 만들어 국소

인 치주 병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 길이가 깊은 구개치은구로는 구강

내와 치근단의 치수조직을 연결하는 미생물의 통로로 작용하여 치주 병소뿐만

아니라 치수 괴사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복합 병소의 양상을 보인다.이 게

치수 치주 병소가 함께 발생된 치아의 경우 단순한 신경치료만을 시행해서

는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없다.따라서 괴사된 치수 조직에 한

근 치료와 치주 치료를 병행하는 섬세하고 다각 인 치료법이 여러 임상가

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나아가 이들 병소의 근본 인 원인인 치은구로를

제거해 미생물 라그와 치석이 축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극 인 치료법도



시도되고 있다.치료법으로는 배형성술,아말감 는 래스아이오노머를 이용

한 구개치은구로의 수복,골 이식을 이용한 결손 부 공간의 수복 등이 있다.

한 최근에는 법랑기질 유도체를 사용해 결손 부 공간으로 골과 치주인

의 성장을 유도하는 치료법도 소개되었다.

주요어 :구개치은구,발생학 변이,박테리아,치주 병소,치수 병소,치수-치

주 복합병소

학 번 :201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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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배경 목

구개치은구는 주로 상악 치에서 나타나는 발생학 변이로써[1,2], 표

인 치수-치주 복합 병소의 원인 하나이다.1965년,Prichard가 처음으로

상악 측 치의 구개면에 존재하는 이 해부학 변이를 언 하 으며, 한 이

것이 치주낭 형성을 야기한다고 설명하 다[3].1968년 Lee와 Poon은 이 해부

학 변이를 palato-gingivalgroove라 명명하 는데[4],이 명칭 이외에도 여

러 명칭으로 불리운다: palato-gingival groove[4-8], radicular lingual

groove[1,9-11], radicular groove[12-14], palato-radicular groove[15-17],

facialradiculargroove[18],developmentalgroove[19],distolingualgroove[20]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개치은구는 치근의 발육과정에서 내측 법랑 상피와 Hertwig상피 잔사

가 치수강 측으로 함입되면서 치 의 구개측 결 부에서 치근단을 향하여 연

장되는 구이다[그림1].발육시의 함입은 박테리아가 통과하고, 라그와 치석

이 축 되기에 합한 좁고 긴 깔 기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한 이러한 결손

부 에 인 한 합상피는 치근면에 한 부착이 불량하다[4].따라서 이러한

해부학 구조는 환자뿐 아니라 문가가 해당부 의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게 만들어 국소 인 치주 병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21]. 한 길이가 깊은

구개치은구는 구강 내와 치근단의 치수조직을 연결하는 미생물의 통로로 작용

하여 치주 병소뿐만 아니라 치수 괴사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병소의

양상을 보인다.

재까지 구개치은구에 해 정리한 문헌 연구가 발표된바 없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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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구개치은구의 병리학 기 ,발생 빈도,해부학 특징 등에

해 알아보고,구개치은구가 유발하는 치수 치주 병소의 양상과 이들의

진단법 치료법에 해 다각 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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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론

2.1.구개치은구의 병리학 기

구개치은구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 지지 않았으나,구개치은구

의 발생 기 에 한 다양한 이 발표되어 있다.그 가장 보편 으로 받

아들여지는 발생 기 은 내측 법랑 상피와 Hertwig상피 잔사의 발생학 변

이에 의해 구개치은구가 생긴다는 설명이다.Gound와 Maze의 논문[22]에 따

르면 내측 법랑 상피와 Hertwig상피 잔사가 치수강 방향으로 함입되면서 치

의 cingulum에서 apex를 향하여 연장되는 구개치은구를 형성하게 되고,주

로 상악 측 치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반면 구개치은구를 추가 인 부근의 형

성 시도가 실패한 흔 이라고 보고한 경우도 있다[23].실제로 구개치은구에

의해 형성된 부근의 존재가 드물게 찰되며,그 몇몇은 근 을 가지기도

한다[10][그림1]. 한 Atkison등은 구개치은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상악 측

치 치배의 화 시기가 치와 견치의 화 시기보다 늦는다는 에 주목

하 다.즉 화 시기의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치배의 가용 공간의 부족이 상

피의 함입을 야기한다고 보고하 다[24].

구개치은구는 여러 면에서 치내치와 유사한 이 많다.이들 모두 내측 법

랑 상피와 Hertwig상피 잔사의 성장 시 변이에 의해 발생하며,상악 측 치

에서 다수 찰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 이들과 치수간의 소통은 임상가들로

하여 병소의 원인을 악하기 힘든 치수 병변을 야기한다는 공통 이 있다.

그러나 구개치은구는 상피가 unfolding되어 구를 형성하는 반면,치내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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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folding되어 원형의 개통구를 형성한다.

구개치은구가 반드시 병소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의 경우 구를

가로지르는 상피의 부착은 양호하며,치주 한 건강하다[25].그러나 상피 부

착이 한번 탈락되게 되면 구개치은구가 구강 내 환경에 노출되어 이곳에 미생

물 라크가 류되어 구의 주행을 따라서 자 식 치주낭(self-containing

periodontalpocket)이 형성된다.자 식 치주낭이 형성되면 병소는 속히 발

하게 된다[4,23,26,27].

비록 다양한 해부학 형태의 구개치은구에 한 공식 인 분류는 없지만,

Goon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치수와의 소통 여부에 따라 단순형과 복잡형 구

개치은구로 분류한다[14].구개치은구에만 국한되어 발생한 단순형의 경우 치

수와의 개통이 없다.그러나 치근구조상 백악질과의 연속성이 단 된 부 에

서 치은구로와 치수간의 소통이 가능해져 치수-치주 복합 병소를 야기하는 복

잡형이 발생할 수 있다.

1972년 Simon은 치수-치주 복합 병소의 상 계에 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28].논문에 따르면 구개치은구와 연 된 치수-치주 병소를 치주-병

소를 유발한 원인의 근원에 따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 다.1)일차

치수 병소,2)일차 치주 병소,3)이차 치주 병소를 유발한 일차 치수

병소,4)이차 치수 병소를 유발한 일차 치주 병소,5)완 복합형 병소

마찬가지로 구개치은구로 인해 발생한 치수-치주 복합 병소에도 Simon의

개념을 도입해보면 복잡형 구개치은구로 병소는 두 가지로 나눠볼수 있다.1)

치수 병소의 원인이 백악질 단 부 는 치근단을 통해 이동하여 구개치은

구의 치주 조직들을 괴사시켜 병 치주낭 생성을 야기하는 일차 치수-이차

치주 병소를 유발한다[26].2)반 로 단순형 구개치은구에서 발생한 치주

질환의 원인이 백악질 단 부 나 치근단을 통과해 건강했던 치수조직을 이

환/괴사시켜 일차 치주-이차 치수 병소를 유발할 수도 있다.



- 5 -

Goon의 분류와 Simon의 분류에 차이가 다소 있지만,Simon의 분류 한

마찬가지로 치수와의 소통 여부에 따라 분류했다는 에서 일치한다.무엇이

되었든 치수와의 소통 여부 악이 구개치은구의 진단과 치료에 핵심 요소라

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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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구개치은구의 발생률

구개치은구는 특히 상악 측 치에서 호발 한다고 보고되어있다.구개치은

구의 발생률에 한 여러 연구가 보고되어 있지만[2,15,20,21,29],그 연구 결과

는 측정된 치아의 종류와 결과에 용한 분류방식에 따라 상당부분 차이가 있

다.

1972년 발치된 상악 측 치에 한 최 의 규모 조사는 Everett와

Kramer에 의해 시행되었다[20].625개 상악 측 치 1.9%의 발생률을 보

으며,이 3개의 표본(0.5%)에서만 구개치은구가 치근단까지 연장된다고 보

고하 다.

Withers는 Everett와 Kramer의 연구결과가 상악 철치를 포함하지 않은

불완 한 통계 결과라고 지 하 다[2].Withers는 531명의 환자 8.5%가

구개치은구를 가지며,2099개 상악 치( 치와 치를 모두 포함)의 2.33

%,상악 측 치의 4.4%,상악 치의 0.28%에서 구개치은구가 찰된다

고 보고하 다[2]. 한 찰된 구개치은구 부분(93.8%)은 상악 측 치에

서 찰된다고 하 다.인종과 성별에 따른 유의할만한 통계학 차이는 없다

고 보고하 다.

Kogon은 치아를 메틸 블루로 염색한 후, 미경으로 찰하 다[15].

3168개의 발치된 상악 치와 측 치 4.6%에서 구개치은구가 찰되었

다.

Lara등은 학 미경을 이용하여 20,257개의 치아 12개의 치아에서

cingulum에서 시작되는 구개치은구를 찰하 으며, 한 이 구는 치근단을

향하여 다양한 깊이와 길이로 연장되어 있다고 보고하 다[21].

한 Storrer[30]는 9.58%,Kozlovsky[18]는 2.8%,Peikoff[27]는 3.0%

의 구개치은구가 찰된다고 보고하 다.이처럼 구개치은구의 발생률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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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인종에 따른 구개치은구의 발생률에 한

범 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Hou의 1993년 연구[29]에 따르면 국

인의 18%가 구개치은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이는 타 연구결과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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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구개치은구의 해부학 특징

부분의 논문은 구개치은구가 단일구로 존재한다고 정의하지만,Nanba와

Ito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 구로 존재하기도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31].이

경우 하나는 구개면에 다른 하나는 순측면에 존재한다.

Kogon은 구개치은구로를 가진 치아를 메틸 블루로 염색한 후, 미경으

로 찰하 다[15].구개치은구를 갖는 치아의 반은 구개치은구가 치근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고,이들 58%는 백악법랑경계 하방으로 5mm이상 연장된

구가 찰된다고 한다.구개치은구를 가지는 100개의 치를 조사한 결과,1)

77개는 구개결 부(cingulum),15개는 측와,7개는 백악법랑경계,1개는 치근

에서 구개치은구가 시작된다.2)구는 치근단 방향으로 주행하며,13개 치아의

구개치은구의 치 부 시작 은 구개면의 근심측 삼분면이며,25개는 원심측

삼분면,62개는 앙 삼분면에 치한다.3)백악법랑경계를 가로지르는 구개

치은구를 갖는 측 치의 37%에서 치근단 는 치 방향으로 백악법랑경계

가 변 되었으며, 철치의 경우 35%에서 변 가 찰되었다.특히 백악법랑

경계의 치근단 방향 변 로 인한 법랑 돌기는 치주 병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하다.

Gao는 주사 자 미경을 사용하여 14개의 치아에 해 구개치은구의 형태

를 찰하 다[11].구의 깊이는 매우 다양하며,치근의 치 부 1/2부 에서

가장 깊다고 한다.가장 깊은 구의 경우,잔존하는 상아질의 두께가 겨우 360

㎛ 다.부근단공의 1/3은 구의 기 부 혹은 측면에서 찰되며,그 치는 외

부상피부착 의 아래 모두에서 찰된다고 한다. 한 Gao는 이러한 부근

을 통해 박테리아가 쉽게 침투할 수 있고,따라서 구개치은구의 존재가 치수

병변의 주요 병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Lara[21] 한 깔때기 모양의 구개치은구는 세정되기 어렵고 청결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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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여,이 부 에 치태와 치석 등이 쉽게 축 될 수 있다고 하 다.따라서

구개치은구는 세균들의 이동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합상피의 괴를 일

으키고 골내 병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 다. 한 치아의 발생과정

Hertwig상피 잔사의 불연속 결함으로 인해 생긴 부근 이 치수와 치주조

직 간의 소통 통로로 작용할 수 있으며,이 부 에서 치주 질환을 유발한 세

균의 산물이 치수 조직을 이차 으로 이환시켜 근 -치주 복합 병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부분의 구개치은구는 구개 결 부에서 시작하여 치근단 방향으로 주행

하지만,가끔 구개 결 부에서 시작한 구개치은구가 근심부 방향으로 주행하

는 경우도 찰된다[7]. 한 구개 결 부에서 시작하지 않고,치 의 근심면,

원심면,심지어 순측면에서 시작되는 구도 찰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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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구개치은구의 진단

구개치은구는 그 해부학 인 특징으로 인해 치수-치주 복합 병소로 진행

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병소의 원인을 감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한 병

소의 증상이 기일 때에도 구개치은구를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물리

트라우마나 치아 우식 등의 병력이 없던 치아가 치수 병변의 증상을 호소할

때 구개치은구의 존재를 의심해 볼 수 있다[1,6]. 는 치아가 건강한 치수 조

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치근단 병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개치은구로 인해 발생한 치주낭은 두꺼운 구개 막 때문에 구개측으로

공을 형성하지 못하고 신 보다 얇은 조직으로 구성된 순측 방향으로 공

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이 경우 병소의 원인을 치수기원으로 착각하기

쉽다.그러나 치수 생활력 검사와 gutta-percha추 검사를 통해 치수의 생

활력이 있다고 단되면 치주 기원으로 인한 병소로 진단할 수 있으며,이때

는 치아의 치수생활력을 유지하며 보존 으로 치료해야 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구개치은구를 진단하지 못해 병소를 가진 치아가 부

하게 치료되거나, 당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을 보고한바 있다[1,6,7,9].Robinson은 치주 치료가 필요한 구개치은구를 조기

에 진단하게 되면 향후 이루어질 치주 치료가 간단해지며 그 후 한 개선

된다고 제안한다[7].따라서 치료의 기 단계에서 시행되는 치주 평가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임상가들은 올바른 치주 평가를 통해 구개치은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병 인 구개치은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아

니다.그러나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임상가의 세심한 평가를 거친다면 구개치

은구를 진단할 수 있다.치 의 구개측 결 부나 심와에서 시작되는 구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구와 인 한 치은은 종종 부종,홍반,청반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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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치주 탐침법은 이러한 소견을 보이는 환자에게 추천된다.병 구개치

은구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게 깊은 형태의 치주낭을 가지며,탐침 시

출 는 화농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23].치근단 방사선 사진으로 구의 존재

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드물게 치근의 장축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하

나 혹은 그 이상의 검은 선이 방사선 사진에서 찰되기도 한다.이 선은 방

사선 조사 각도에 따라 근 과 평행하게 혹은 첩되어 보이기도 하며,이 선

을 ‘parapulpalline’이라고 한다[1,4,16,20].때때로 근 의 주행 방향을 따르지

않고 주행하는 구개치은구도 찰된다[1].

동통을 호소하는 구개치은구를 갖는 환자들은 주로 치주 병변의 증상이나

성 치조농양을 가진다.구와 련되어 발생한 병소들은 반복되는 동통을 유

발하기 쉬우며[7], 부분의 병소는 골 내 치주낭 형성을 거쳐 치아 동요도 증

가와 치은 퇴축의 결과를 야기한다[20].

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서는 종종 구와 인 한 구개측 조직의 부

종과 통증이 동시다발 으로 일어난다.만성 인 환자들의 경우 구 주변으로

골 소실이 일어나 치아의 치 부에서 물 모양 혹은 배 모양(pear-shaped)의

방사선투과성 상이 찰된다. 성의 경우는 방사선학 변화가 미미하거나

아 찰되지 않기도 한다[7‘.

구개치은구의 상악 측 치에서의 발생 빈도가 워낙 높아 부분의 연구가

상악 측 치에서 이루어 졌지만 상악 치와 심지어는 구치에서도 구개치은

구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6].상악 치부에서 구개치은구의

징후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감별 진단을 해서는 일차 으로 치수 병소

[14]와 치주 농양[23]을 의심해 야한다. 한 치근의 수직 [1],청소년

치주염(juvenileperiodontitis)[20],비구개 의 존재[32]등과 감별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 으로 구개치은구의 진단 단계는 다음의 과정을 포함한다[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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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과거 치과 병력

-구내 육안 검사: 공 존재 여부,부종 홍반 청반 등의 염증 증상,

큰 수복물의 존재 여부,치 부의 비정상 인 해부 구조

- 진,타진

-일반 인 치주 검사:치주 탐침(치주낭 깊이,탐침 시 출 )치아 동

요도

-치수 생활력 검사

-치 혹은 치근

-방사선 사진:gutta-percha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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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구개치은구의 병소 발 의 방

구개치은구를 갖는 환자들을 조사한 Wither는 구개치은구의 존재 때문에

발생한 치주낭은 찰되지 않았으나,구가 없는 정상 인 해부학 형태를 가

지는 치아에 비해서는 구 주변에 더 많은 치태가 침착된다고 보고 하 다[2].

그러나 Wither의 연구에서 다 진 환자의 평균 연령은 20세 으며,이 연령

의 환자들에서는 치주염 유병률이 낮다는 일반 인 사실로 보아 구개치은구와

치주낭이 련이 없다는 Wither의 연구결과는 과학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

으로 보인다.비슷한 연구가 Hou와 Tsai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29].이들은

구개치은구를 갖는 환자들의 치주 상태를 찰해 이를 단계별로 분석하여,구

개치은구를 갖는 상악 측 치가 높은 치은 지수(gingivalindex)와 치태 지수

(plaqueindex)를 갖는다고 발표하 다.게다가 구개치은구를 가지고 있는 치

아의 26%에서 깊이가 4mm이상인 치주낭이 찰되었는데,이는 구개치은구를

가지지 않는 치아에서의 수치(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하 다.

Wither는 구개치은구와 인 한 부 의 치태 조 이 요하다고 강조하 으며,

Hou와 Tsai의 연구 결과 한 Wither의 주장을 뒷받침해 다.

뿐만 아니라 구개치은구를 갖는 치아의 후는 구의 깊이와 크기,치근단

방향으로의 연장 정도,잔존 치주 부착의 양, 련 치수 병소의 상태,병소의

만성도,치태 조 도에 의존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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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구개치은구의 치료

2.6.1구개치은구의 치료 계획과 후

Simon은 구개치은구로 인해 발생한 치주 병소가 자 식 치주낭으로 발

하는 많은 경우에서 발치가 선택된다고 하 다[23].구개치은구가 구강내와 개

통되지 않고,골 내에 독립 으로 치하여 임상 ,방사선학 으로 진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 시도 없이 바로 발치를 선택하기도 한다[1,14]. 한

치료 진단 단계에서 구개치은구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다하더라도,근 -

치주 복합 치료를 통해 구개치은구의 성공 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9].

치수-치주 복합 병소의 치료는 근 치료와 치주 재생 치료를 모두 포함

한다.치수 재생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근 치료만 시행했을 경우)치수-치주

복합 병소의 치료 성공률은 27∼37%으로[36,37],통상 인 비수술 근 치

료의 성공률인 95%[38-40]보다 히 낮다. 한 일반 으로 노출된 치근 표

면 로 형성된 긴 합 상피는 불량한 후를 의미하는데[39],치주 재생 치

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게 치근 표면 로의 긴 합 상피 형성이 찰

된다.다시 말해 구개치은구의 치료는 근 -치주 복합 치료가 함께 시행되어

야 정 인 후를 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개치은구 병소 치료의 장기 후는 구의 치근단 연장 정도에 직

으로 의존한다[23,26,35,41].얕은 구는 성공 으로 치료될 확률이 높은 반면에

깊은 구는 치수-치주 복합 병소를 유발해 불량한 후를 갖는 경우가 많다

[26,35,42].

Oh와 Park등은 2009년 논문에서 26개의 성공 인 치수-치주 복합 병소의

치료를 기반으로 치주 재생 유도술 용할 때 유용할만한 치료 알고리즘을 소

개하 다[43].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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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치주 치료

2.6.2.1.항균제,치주소 술,배형성술 근단변 막술

감염때문에 치주 병소의 치료에 종종 국소 항균제를 사용한다.

tetracycline[44-46]와 metronidazole[47]같은 도포 항생제,chlorehexidine[48]과

povidone-iodine[49]같은 방부제가 치주 병소의 치은 연하 병인 요소를 제거,

감소시키기 해 사용된다.이 tetracycline은 가장 리 쓰이는 도포 항생제

로써,서방정 tetracyclinefiber형태[44]혹은 tetracycline-HCl수용액 형태

[45]가 있다.

구개치은구의 치료는 구개치은구의 형태와 병소의 정도에 따라 그 치료법

이 다르다.명확히 정해진 원칙은 없으나,발표된 논문들을 정리한 바에 의하

면 표 1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간단한 형태의 구개치은구이면서 가벼운 병소인 경우에는 치주소 술이나

근단 변 막술(apicallyrepositionedflap)같은 보존 인 치료가 주로 추천

된다.

Meister는 간단한 형태의 구개치은구이면서 증 병소인 경우에는 치주소

술과 함께 배형성술 치료를 추천한다[9].치료 단계는 다음과 같다.이 경우

치근단의 3mm 이내로 연장되는 8mm 정도 깊이의 치주낭을 말한다.

- 내사선 개를 사용한 층 막골막피 (full-thickness mucoperiosteal

flap)의 거상

-구개치은구의 배형성술 시행(작은 구형의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해 구 입구

의 치질을 삭제하여 구 입구의 폭을 넓힌다)

-치태,치석 같은 박테리아 침착물과 육아조직을 제거하기 한 치근 활택술

-골 조직 성형(contouring),피 재 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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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ster의 연구에 따르면 의 방법으로 치료한 환자가 2년 후에 치주낭

깊이가 치료 8mm에서 치료 후 3mm로 감소하 다고 한다.Meister가 제

안한 배형성술 치료법은 특히 얕고 치수와의 소통이 없는 단순형의 구개치은

구의 경우에 효과 이다[9].배형성술은 고속 회 기구로 구 입구의 치질을

삭제하여 구 입구의 폭을 넓히는 술식이다.치료가 빠르고 술식이 간단하고

쉬우며,치료 후에 넓어진 구 입구를 통해 환자와 치과의사로 하여 치태와

치석의 제거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그러나 구의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원하

는 수 으로 구의 입구를 제거하기 해서는 무 많은 치질을 삭제해야하기

때문에 구의 깊이가 얕은 경우에만 용할 수 있으며, 한 경우에 따라서 해

부학 변이의 완 한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단 을 가진다.

Jeng[50]도 Meister와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를 제안하 다. 그러나

Meister와 달리 구연산(citricacid)으로 치근 표면을 산처리하고,배형성술을

시행한 치근표면에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을 코 한 후 Gore-Tex막

으로 덮는 과정을 추가하 으며,근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그 결과 치료

후 14개월 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probingattachment가 7mm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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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구개치은구의 수복

항균제,치주소 술,배형성술,근단변 막술은 괴사된 치주 조직을 제거

하거나 향후 미생물 라크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구

개치은구를 수복해주지는 못한다.한 로 Jeng은 앞서 소개한 방법과 동일하

게 다른 환자를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에 치료가 실패하 다고 하 으

나,아말감으로 구개치은구를 수복하 더니 치료가 성공 이었다고 하 다

[16].구개치은구로 인해 발생한 병소는 반드시 구를 제거하거나 수복하여야만

병소의 재발을 방할 수 있다.이는 구개치은구의 해부학 변이를 수정함으

로써 박테리아의 침입이 용이했던 치아 구조를 근본 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다.구개치은구의 수복은 구의 치와 깊이에 따라 재료선택이 달라질 수 있

다.

아말감의 경우 통 인 치아 수복 재료로서 구개치은구의 수복에 사용되

어 질수 있으나[16],다른 수복재료에 비해 와동 형성 시 요구되는 치질 삭제

량이 많아 치수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순면으로 아말감의 색

상이 투 될 경우 비심미 인 치료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충 시 사용되는 Glassionomercement는 불소 방출로 인한 항세균효과

[51,52],치질에 한 화학 착능,변연 폐쇄가 우수하다[51]는 장 을 지니

며 연조직과의 치유 양상이 양호[53,54]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ragoo는 치근

천공을 Glassionomercement로 충 한 후 연조직의 치유 양상을 찰하

는데 수복물과 결합 조직의 경계에서 염증 소견이 없는 양호한 치유 양상이

찰된다고 하 다[53,54]. 한 Glassionomercement는 아말감과는 달리 요

구되는 치질 삭제량이 어 보다 보 인 근법이 될 수 있다.

Resinmodifiedglassionomer는 glassionomercement와 견주어 인 치

주 조직에도 양호한 치유양상을 보이며 보다 짧은 경화시간을 가지며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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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수복에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 구개치은구로 인한 병소가 만

성치주염으로 발 해 구개치은구가 구강 내로 완 히 노출된 경우에는 러버

등을 이용한 격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합 진을 이용해 수복할 수 있다.복

합 진은 양호한 치질과의 착,우수한 강도,심미 인 표면 형성이 가능하

다.

에서 제시한 방법 등을 통해 일단 구개치은구의 해부학 요인이 제거

된 후에는 치주 병소는 순수한 치주 병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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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괴된 치주 조직의 재생

Kim의 연구에 따르면 Glassionomer를 충 한 범 한 경우 법랑 기질

유도체의 사용을 통해 기 하는 백악질 치주 인 의 재생은 쉽게 얻을 수

없으며 법랑 기질 유도체를 사용한 경우,탐침 심도의 감소가 찰되었지만

이것이 신부착의 형성에 기인한 것인지 긴 합 상피의 치유 양식을 통해 단

순히 탐침에 한 하성이 증가된 것인지는 조직학 검사 없이는 결론을 내

릴 수 없다고 하 다[55].

구개치은구로 인해 발생한 골 연하낭의 부분은 3벽성의 낭인 경우가 많

아 인공 인 차단막을 사용하지 않는 치주 막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3벽성 골내낭이 아닌 1벽성 는 2벽성의 구개치은구는 차단막의 도움

없이는 자연 인 치주 조직의 재생을 기 하기 어렵다.

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배형성술이나 수복재를 사용한 충 이외에도

구개치은구를 치료하기 해 골 이식재를 이용한 조직 유도 재생술이나 법랑

기질 유도체를 이용한 의도 재이식술 등의 치료 방법이 제시된 바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소개한 스 일링,치근면 활택술,배형성술,구개치은구의

수복,근단변 막술은 오염된 치주 조직을 제거하고,치료 후 건강해진 치주

상태를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한 방법이다.물론 염증을 제거해주면 소실된

조직이 자연 으로 재생되기도 하지만,퇴축된 치은과 치조골을 회복시키고,

상실된 치주인 의 재생을 유도하는 극 인 재생 치료법들을 함께 병행하기

도 한다.조직 유도 재생술이 그 이다.

1980년 에 처음 소개된 조직 유도 재생술은 골 이식재를 사용하거나 상

피 조직을 차단하고 신 부착을 도모하기 하여 차폐막을 사용하여 상실된 치

주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임상 시험과 동물 실험 모두에서 골과 치주

조직의 재생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56-61].즉 상피 세포의 하방 증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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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 결합 조직의 증식을 차단하여 치주 인 내의 미분화된 간엽 세포들의

증식을 유도함으로써 이 의 치주 질환에 노출된 치근면에 새로운 백악질,새

로운 치조골 새로운 치주 인 를 생성시켜 완 한 치주 조직의 재생을 도

모하는 술식이다[62].상피 세포의 하방 증식과 치은 결합 조직의 증식을 차단

하기 하여 차폐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Gore-Tex와 같은 비 흡수성 차폐막과

콜라겐이 주성분인 흡수성 차폐막이 주로 사용된다. 한 치주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골 결손부를 수복하기 해 다양한 물질이 사용된다.자가골 /탈회동

결건조골(동종골로써 가장 많이 사용됨)[59]/이종골 /수산화인회석[63,64],

콜라겐,tricalcium phosphate,calcium carbonate,황산칼슘수화물(plasterof

Paris)같은 합성골이 그 이다. 의 여러 장 때문에 조직 유도 재생술은

최근들어 치수-치주 복합 병소의 치료를 해 근 치료와 더불어 병행되는

추세이다[34,39,66-78].

Anderegg는 상악측 치의 구개치은구를 갖는 10명의 환자에게 막 거상,

육아 조직 제거,스 일링,치근면 활택술을 시행한 후 비 흡수성막인

expandedpolytetrafluoroethylene(ePTFE)막을 덮는 치료를 시행하 다[65].

술후 6개월에 실시한 재검사 결과,법랑백악경계에서 유리치은연까지의 거리

(1)가 술 0.4mm에서 술 후 0.7mm로 0.3mm가 증가하 고,법랑백악경계에

서 치주낭 기 부까지 거리(2)는 술 6.8mm에서 술 후 1.5mm로 5.3mm가

감소하 다.결국 (2)-(1)가 치주낭 깊이이므로 치주낭이 5.0mm 감소하 음을

의미한다.그러나 Anderegg의 실험은 SRP만 시행하거나 치료를 아 하지

않는 등의 조군 결과를 포함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구개치은구의 치료에 골 이식재를 사용한 조직 유도 재생술도 소개되었다.

Jeng의 1992년 발간된 두 개의 논문과 Andreana의 1998년 논문[79]은 비슷한

치료법을 사용하 다.Jeng은 radicoloplasty,탈회동결건조골 는 수산화인회

석이식술,비흡수성 Gore-Tex 차폐막을 사용하 고,Andreana는 배형성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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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스 일링,tetracycline-HCl수용액 세척,calcium sulphate이식을 시

행하 으며,Jeng과는 달리 차폐막은 사용하지 않았다.골 이식재의 종류는 다

르지만,Jeng은 14개월 후 치주낭 깊이가 10mm에서 3mm로 감소하 고,

Andreana는 6개월 후 치주낭 깊이가 8mm에서 2mm로 감소하 다.Andreana

가 사용한 tetracycline-HCl수용액은 항균제 역할 외에도 스 일링과 배형성

술 과정에서 생긴 도말층을 제거하는 효과를 도모하기 해 사용되었다. 한

탈회동결건조골보다 흡수 속도가 빠르다는 ( 략 4~5주)에서 calcium

sulphate가 사용되었다.골이식재의 종류와 상 없이 이식재에 의해 형성되는

물리 차단벽은 치근면을 따라 상피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 치주인 ,백악질,

골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골 내의 치주조직 결손부 를 치료하기 한 물리 차단법으로 사

용되어져 왔던 차폐막이나 골 이식술을 신해 법랑기질유도체를 이용한 새로

운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다[80,81].실제로 법랑기질유도체는 이미 상업 으로

매되고 있으며, 표 인 법랑기질유도체 상품인 Emdogain을 사용한 여러

정 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이 물질은 돼지의 배아 법랑질에서 추

출한 소수성의 법랑기질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Iqbal과 Bamaas는 개를

상으로 한 조직학 연구를 통해 Emdogain을 사용했을 때 재식된 구 치의

치주 인 의 재생이 개선된다는 을 확인하 다[82]. Hoshino[83]와

Hamamoto[84]도 비슷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는데,Emdogain을 용하여 이

식 혹은 재식된 치아에서 치주 인 의 재생이 개선되고,흡수된 치근의 치유

가 진되며,치아 유착이 방지되는 효과가 찰된다고 보고하 다. 한

Filippi등도 인간의 치아를 상으로 한 실험에서 Emdogain이 의도 으로 재

식된 치아의 유착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하 다[85].

Hoshino, Hamamoto, Filippi의 연구 결과에 앞서, 1997년 발표된

Hammarstrom의 논문에 의하면 Emdogian이 무세포성백악질의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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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osition,첨가에 의한 치아 체의 성장)를 유도하거나 진하는 것으로 보

인다고 한다[86].즉 Emdogain이 치주 인 와 치조골의 형성과 보수 메카니즘

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그는 원숭이의 측 열개 부 에

Emdogain을 용한 실험을 시행한 결과,무세포성백악질이 완벽히 재생되었

으며 게다가 백악질에는 새로이 생성된 치조골 안으로 연장된 교원질 섬유가

내포되어 있고 생성된 백악질은 상아질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음을 보고하

다.

재까지 Emdogain이 치주 조직의 재생에 미치는 향에 한 메카니즘

이 완 히 밝 지지는 않았다.Emdogian에 의해 발생하는 일련의 효과들은

법랑기질 단백질이 법랑질 인회석 결정 형성의 개시, ,종결 단계에 작용

해 이들 과정을 조 한 결과라고 설명 가능할지도 모른다. 는 치근 성장과

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86-89].

즉 치근 형성시에 Hertwig상피 잔사가 법랑기질 단백질을 분비하고,이 단백

질들이 무세포성 백악질의 형성에 여하는다는 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무세포성 백악질의 존재는 치주 인 섬유의 치근 표면 부착에 결정

인 역할을 하며,따라서 치주 인 와 치조골의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셈이다[82].

Al-Hezaimi는 근 치료,의도 재식술,법랑기질유도체 용의 복합 치료

방법으로 구개치은구를 치료하 다[90,91][그림3].구개치은구로로 인해 발생한

큰 치근단 병소를 가진 상악 측 치에 gutta-percha를 이용한 일반 인 근

치료를 시행하 다.근 치료 3개월 후 내원 시에 치아를 의도 으로 발치하

고 다이아몬드 버로 구를 제거하 으며,법랑기질유도체인 Emdogain을 치면

에 도포한 후 원래의 치로 재식하 다.치료 13mm 던 치주낭이 치료

후 3mm이하로 감소하 으며,치근단 병소의 크기도 격히 감소하 다. 한

농루와 동통이 사라졌으며,치주 조직의 활발한 치유 징후도 찰되었다.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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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의 치근단 1/3지 까지 연장된 구개치은구는 불량한 후를 갖는다고 평

가된다.그러나 Al-Hezaimi는 실험 상이 치근단 1/3지 을 넘어 연장된 구

개치은구 음에도 불구하고 의 복합 치료 방법을 사용해 성공 으로 치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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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근 치료

구개치은구를 가진 치아의 치수 상태에 한 평가는 치료 계획 수립 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길이가 깊은 구개치은구는 구강 내와 치근단의 치수

조직을 연결하는 미생물의 통로로 작용하여 치주 병소뿐만 아니라 치수 괴사

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병소의 양상을 보인다.이 게 치수 치주

병소가 함께 발생된 치아의 경우 단순한 치주 치료만을 시행해서는 만족할 만

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없다[26].구개치은구를 가진 치아의 후는 구의

치와 연장 정도에 의존한다.얕은 구는 성공 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크지만,

치근단까지 연장된 깊은 구는 완 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수-치주 복합 병

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 후가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깊은 구

를 갖는 치아는 부근을 가질 경우가 많아 발치가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되기도

한다.

앞서 구개치은구가 추가 인 치근 형성 시도가 실패한 흔 이며,실제로

구개치은구에 의해 형성된 부근의 존재가 드물게 찰되며,그 몇몇은 근

을 가지기도 한다고 설명하 다.이처럼 치아가 부근 혹은 부근 을 가질 경

우,방사선학 검사에서 구개치은구의 존재 확인이 어렵거나 존재를 확인했

다하더라도 성공 인 치료를 하기 힘들다.심지어 성공 인 근 치료가 시행

되었다 할지라도 근본 인 원인인 구개치은구의 해부학 변이가 수정되지 않

았다면 근 치료의 성공 인 후를 장담할 수 없다.이러한 가능성에 해

연구한 환자 증례 보고도 있다.

Piekoff등은 부근을 가지고 있는 2개의 치아에 해 근 치료를 시행하

다[10,27].부근의 근 을 찾지 못하 으나, 신 주 근 을 충 하면서 실러가

부근의 근 으로 주입되도록 유도하 다.두 치아 모두 기에 치근 주 병

변이 완화되었으나 1∼2년 사이에 재발하 다.차후에 주근 과 부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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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역충 하는 추가 인 치료를 하 으나 이 역시 병변의 완화에는 실패하

다.결국 발치를 시행하 으며,발치 후 찰 결과 치근 표면에 심각한 후의

구개치은구가 존재함을 확인하 다.

Benenati는 상악 제 2 구치에서 치수 이환을 유발한 구개치은구 진단의

어려움에 해 연구한 바 있다[6]. 한 방사선 사진 상에서 두 개의 구개측

치근을 알아차리기 어려우나,치료는 성공 이었다고 보고하 다.

Greenfeld는 두 개의 치근을 갖는 상악 측 치의 치료에 해 연구하 다

[92].그 구개치은구가 찰되지 않은 한 치아는 부근을 단하는 치료를 성

공 으로 시행하 다.다른 치아 한 치근 단,역충 ,근단변 막술의

유사한 치료를 시행하 고 기 후는 양호하 다.그러나 이 치아의 경우

구개치은구를 포함하고 있어 치료 후 1년이 지난 뒤 재발하 다.구개치은구

와 두 개의 분리된 치근을 가지고 있던 다른 치아는 두 근 모두의 근

치료와 함께 배형성술과 근단변 막술을 시행하 으나 치료는 실패는 하

다.Greenfeld는 두 치아의 치료 실패의 원인이 구개치은구가 박테리아와 치수

조직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복합

형 구개치은구).이러한 환경은 조직액과 박테리아의 침투를 허용하기 때문에

향후 치주 괴를 야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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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구개치은구(palato-radicualrgroove)는 주로 상악 치에서 나타나는 발생

학 변이로써,치근의 발육과정에서 내측 법랑 상피와 Hertwig상피 잔사가

치수강 방향으로 함입되면서 치 의 cingulum에서 apex를 향하여 연장되는

구이다.발육시의 함입은 박테리아가 통과하고, 라크와 치석이 축 되기에

합한 좁고 긴 깔때기 모양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해부학 구조는 환자뿐

아니라 문가가 해당부 의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게 만들어 국소 인

치주 병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 길이가 깊은 구개치은구는 구강 내와 치

근단의 치수조직을 연결하는 미생물의 통로로 작용하여 치주 병소뿐만 아니라

치수 괴사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병소의 양상을 보인다.이 게 치수

치주 병소가 함께 발생된 치아의 경우 단순한 근 치료만을 시행해서는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없다.따라서 괴사된 치수 조직에 한 제

거 치료와 치주 병소의 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섬세하고 다각 인 치료법이 여

러 임상가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나아가 이들 병소의 근본 인 원인인 구

개치은구를 제거해 미생물 라크와 치석이 축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극 인

치료법도 시도되고 있다.치료법으로는 치주소 술,근단변 막술,배형성

술,아말감 는 래스아이오노머를 이용한 구개치은구의 수복,결손 부 공

간을 수복하기 해 골 는 차폐막 이식을 이용한 조직 유도 재생술 등이 있

다. 한 최근에는 법랑기질 유도체를 이용해 결손 부 공간으로 골과 치주

인 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법도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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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구개치은구의 형태학 특징.치 의 구개측

결 부에서 시작하여 치근단을 향하며 연장된다.간혹 부근을

가지는 구개치은구가 찰되기도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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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성공 인 치수-치주 복합 병소의 치료를 한 치주 재생 유도술 용의

기본 알고리즘[43에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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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Al-Hezaimi의 실험.근 치료,의도 재식술,Emdogain

용의 복합 치료방법으로 구개치은구를 치료하 다

[90,91에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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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개치은구의 형태와 병소의 정도에 따른 치료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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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forthecharacteristicsandtreatmentofthetooth

whichhavepalato-radiculargroovesderives

endodontic-periodontallesions

치의학과 김미연 (KIM　MIYUN)

(지도교수 :김각균 교수)

Abstract

1.objectives

This article identifies the anatomic and 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palato-radiculargroovesaswellasdoagnosticandtreatmentmodalitiesof

thegroove-relatedperiodonticand/orendodonticlesions.

2.methods

2.1.Wesearchedforarticlesusingthefollowingkeywords.

* keyword:radicualr groove,palato-radicular groove,radicular-lingual

groove,palato-radicular groove,facial-radicualr groove,development

groove, disto-lingual groove, tooth abnormality, endodontic lesion,

periodontallesion,endodontic-periodontallesion,maxillarylateralincisor

2.2.We organized and summarized the paper systematically in the

followingcontents

� pathologenesis

� prevalenceandHistology

� anatomicalfeatures

� diagnosis:clinicalandradiographicfindings

� treatmentoflesions내용(10p,180% 간격,들여쓰기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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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esults

Thepalato-gingivalgrooveisadevelopmentalanomalyrangingfrom a

grooverunning from thecingulum apically along therootforvarying

distances.The verticaldevelopmentalradiculargroove can lead to an

untreatable periodontal condition. Also it can be developed to a

endodontic-periodontalcomplexlesionwhenI/tinducesacompletelackof

closureofthecalcifiedtissuesallowingforadirectsofttissueconnection

betweenthepulpandtheperiodontium.Thereforethecomplexlesionswill

cause failure of treatment where there is an unattached periodontal

ligamenttracttotheapex.Inthesecases,manycliniciansareattempting

thedelicateandmultifacetedtreatmentforcomplexlesionsbecausethey

can notgetenough satisfactory results with only simple rootcanal

treatmentorsimpleperiodontaltreatment.Thetreatmentoptionsinclude,

scalingandrootplaning,flapsurgery,saucerization,restoratoionofgrooves

with amalgam orglass-ionomer,and regenerativetreatment(GBR,GTR,

Enamelmatrixderivatives).

Key Words:palato-radiculrgroove,developmentalanomaly,bacteria,

periodonticlesion,endodonticlesion,endodontic-periodontalcomplex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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