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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 목 적
치주염은
치주염의

치조골

파괴

및

부착

양상에

따라

다양한

소실을
종류로

일으키는

질환이다.

분류되는데,

그

중

만성치주염과 급진성치주염이 대표적이다. 급진성치주염은 한 때
유년기치주염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1999

년

치주학자들은

유년기치주염의 진단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 임상적, 조직학적인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그
결과 유년기치주염의 명칭이 급진성치주염으로 변경되었다.
급진성치주염은 만성치주염과 다른 여려가지 특징이 있다. 그
특징으로는 환자들 사이에서 치주염을 제외한 다른 병적인 소견이
없고, 상대적으로 빠른 부착 소실 및 치조골 소실이 나타나며,
유전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

경우에서

미생물의

침착량과 치주 조직의 파괴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 병인론적으로
세균

군집에서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mitans

비율

증가와 Porphyromonas gingivalis 의 개체수가 증가가 관찰된다는
점, PGE2 및 IL-1β가 증가되면서 대식세포의 과반응과 식세포의
비정상이 관찰되는 점이다. 또한. 부착 소실 및 치조골 소실이
스스로 멈추는 소견이 관찰된다.
급진성 치주염과 만성 치주염은 임상적인 특징, 유병률, 치료법,
예후 등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급진성 치주염에 대한 연구를 통해
ii

만성 치주염과 구분되는 특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급진성 치주염의 유병률, 유전소인, 병인론, 숙주요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 및 고찰이 개별적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급진성 치주염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종설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방 법
1) 참조 논문
위 논문은 임상 증례 분석에 앞서 급진성 치주염에 대하여 발표된
200 여 개의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종설 연구가 진행되었다. 급진성
치주염의 원인, 위험 인자, 각 지역별 유병률, 유전소인, 병인론,
치료법에

대한

연구

자료를

pubmed,

google

학술

검색,

sciencedirect 등의 논문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하였다.
2) 그 연구를 바탕으로 급진성 치주염의 원인, 위험인자, 유전소인,
치료 및 예후에 대한 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급진성 치주염의 진단 및 임상적 특징
- 임상, 방사선, 조직학적 특징 및 진단 기준
2. 급진성 치주염의 유병률
1) 각국의 유병률 조사
- 인종, 지역, 나이, 성별에 따른 유병률 조사
2) 한국의 유병률 조사
3. 환자들의 급진성 치주염에 대한 원인 분석

iii

1) 미생물적 분석
- 치은 연하 치태의 미생물 군락 연구 논문 조사
2) 유전학적 분석
3) 환경적 분석(위험인자)
- 흡연여부
- 전신적인 질환 여부(당뇨, 고혈압, 비만, 우울증)
- 구강 위생
4. 급진성 치주염에 대한 치료법 고찰
1) 비외과적인 치료법
2) 외과적인 치료법
3) 항생제 치료법

3. 결 과
유병률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0.1%~15%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다. 미국에서 백인의 경우
0.17%, 흑인의 경우 2.64%로 나타났고, 한국인의 경우 급진성
치주염의 유병률은 0.09%로 다른 인종, 지역의 유병률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지만 적지 않은 수가 급진성 치주염에 의해 고통 받고
있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주소는 치은부종과 치아 동요이며, 남:녀
비율은

0.7:1

로

조사되어

있다.

다른

부위에

비해

상하악

제 1 대구치 및 전치부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급진성 치주염과 유전 소인 사이의 연관성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하나의 특정 염색체가 아닌 다양한
iv

염색체가 급진성 치주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많은
가계도

연구에서

상염색체와의

연관성이

존재하였고,

여성의

유병률이 높다는 점에서 성염색체에서도 급진성 치주염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급진성

치주염과

연관성이

밝혀진

유전자는

Interleukin-1αβ, interleukin-4, interleukin-10, FNF-α, Fcγ, α receptor, HLA(human leukocyte antigen), Vitamin D
receptor, N-formylpeptide receptor 등이 존재한다.
치주질환의 위험인자에서 구강 위생은 1999 년 치주염 분류 시
급진성 치주염의 특징으로 미생물의 침착이 치주 조직의 파괴에
연계되지 않는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연구에서도 구강
위생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그 반대의 연구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흡연의 경우 급진성 치주염에서 치주 질환을
심화시키고, 치료의 예후를 악화시킨다. 또한 흡연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부착소실을 증가시키고, 치아상실을 가속화시킨다.
급진성
방법으로

치주염이

진단이

아목시실린과

된다면

치료법으로는

메트로니다졸을

이용한

비외과적인

전신적,

국소적

항생제 투여요법,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을 이용한 기계적인 치태
조절 방법이 있다. 외과적인 방법으로는 피판을 형성하여 국소적인
인자를 제거하고 조직유도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과
골이식을 통한 치주조직 재생방법이 있다.

주요어: aggressive periodontitis, prognosis, therapy, prevalence
학 번: 2010-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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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치주염의 분류는 치은염과 치주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치은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결체 조직 부착 소실 없이 발생된
치은 염증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1), 치주염은 결체
조직과 치조골의 소실이 동반되어 그 결과 상피 부착이 치근단
방향으로 이동하는 치은 염증상태이다.
치주염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만성치주염과
급진성치주염이 있다. 만성치주염은 일반적으로 30세 이상의
환자에게서 발생하지만, 이보다 어린 연령의 사람들도 이환 될 수
있다. 치태와 치석의 침착과 치은부종, 치주낭 형성, 부착소실이
관찰되며 병소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2)(3)(4)
급진성치주염은 건강한 개인에게서도 빠른 질환 진행 속도를
보이고, 치태와 치석의 축적이 많지 않으며, 가족력이 있다는 것이
만성 치주염과 다르다. 급진성치주염은 만성치주염에 비해 드물게
나타나며, 대부분 30세 이전의 젊은 환자들이 이환 된다.(5)(6)
급진성 치주염의 특징은 표.3에 정리되어 있다.(7) 만성치주염은
국소적, 전신적 병인과 임상적 특징, 치료법이 대부분 유사하지만,
급진성치주염은 국소적, 전신적인 형태에 따라 임상적 특징,
치료법의 차이가 존재한다.(1)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만성치주염을 성인형치주염(8) 급진성치주염을 유년기치주염으로
불리었으나, 역학적인 조사 결과 어린 나이의 환자에게서
만성치주염이 관찰되고, 유년기 이후의 사람에게서 급진성치주염이
관찰되어 1999년 이후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되어진 치주염의
분류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급진성치주염은 만성치주염과는 원인, 치료, 예후 모든
것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전에 행해진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급진성치주염의 진단, 유병률, 유전, 위험 인자, 미생물, 치료법에
관해 전반적으로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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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1. 급진성 치주염의 진단
면밀한

검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환자의

치주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 판정 및 적절한 치료계획에서 가장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환자의 병적인 치주상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지 않은 진단은 잘못된 치료로 이어지고 이것은 환자의
치주적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진단을 통해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고, 치료 전 환자들에게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9)
현재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일반의가 해결할 수 있는가,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치료 옵션은 무엇인가?
그 중 최선의 치료법은 무엇인가?
치료의 예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치료 후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치료의 비용, 기간, 통증은 어떻게 되는가?
심미적인가?
급진성치주염 환자는 대개 치은 부종, 치아 동요 및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다.(17) 급진성치주염을 진단하기 위해 공통적인 치주염
임상적 특징을 통해 진단하고, 그 중 어떤 치주염에 이환 되었는지
감별진단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치주염의 심도와 치주염의
형태가 국소적인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지 알아야 한다. 치주염에
이환

된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힘든

과정이다.(10,11)

왜냐하면 치주염 증상 기저에 환자들의 치주 상태에 연관되는
질병이 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태 이외에 다른 원인이
의심될

경우에는

조직병리학적인

검사와

의과적인

조언이

필요하다.(9) 일반적으로 만성치주염과 급진성치주염을 구분하는
임상적 기준은 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 criteri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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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를 두는데 이는 표5에 나타나있다. (8)
임상가들은 임상부착소실(clinical attachment loss, 이하 CAL)을
기준으로 치주염의 진행 양상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하는데

판단한다.

임상부착소실이란

백악법랑경계(CEJ)부터

치주낭저까지 깊이를 의미한다.(1) CAL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도구는 치주낭 탐침기이다. 치주낭 탐침기를 통해 측정한 CAL이
각각 1-2mm, 3-4mm, 5mm일 때 각각 경도, 중등도, 중증
치주염이라 진단한다.(12) 일반적으로 부착치은소실이 3mm이상이
되었을 경우 치주염에 이환 되었다고 진단한다. 국소, 전신적
치주염을 진단하는 기준은 만성치주염과 급진성치주염의 경우 각각
다르다. 만성치주염에서는 이환 된 치아의 비율이 30%를 기준으로
그 기준보다 많은 치아가 이환 되었을 경우 전신적만성치주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소만성치주염이라 진단한다.(12) 그러나
급진성치주염에서 제1대구치와 전치를 제외한 3개 이상의 영구치가
이환 될 때 전신적급진성치주염이라 진단하고, 그 이하의 치아가
이환 될 때 국소급진성치주염이라고 진단한다.(7)
방사선학적으로 치주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치근단방사선사진,

교익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진단하는데,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은 치조정이 연속적인 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치주상태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구내방사선사진에 비해 선예도가 떨어지므로 치조정 부위의 골
변연의 정확한 상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 치근단방사선사진,
교익방사선사진은 파노라마 사진에 비해 치조골의 변연을 명확히
보여준다. 치근단방사선사진은 평행촬영술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부학적 구조물의 중첩으로 인하여 치조골의
병적인 형태를 관찰하기 어려워 치주염 진단이 힘들 수 있다.
수평각에 따라 해부학적 구조물의 중첩으로 인하여 치주인대강의
관찰이

어려울

수

있다.

교익방사선

사진은

경도,

중등도의

치주염에서 치조정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중증의
치주염에서는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16) 방사선학적으로
치주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백악법랑경계에서 잔존 치조정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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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정의

경우

거리가

1-

1.5mm이다.

백악법랑경계에서 잔존 치조정의 거리가 2-3mm

이상일 때 치주염에 이환 되었다고 진단한다.(41)
미생물의

관점에서

급진성

actinomycetemcomitans(AA),

Aggregatibacter

치주염에서

Porphyromonas

gingivalis(PG)의

비율이 높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만성 치주염 환자나 치주적으로
건강한 환자에게서도 AA, PG가 관찰되므로, 진단의 관점에서 AA,

PG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급진성 치주염과 만성 치주염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41)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미래의

진단법으로는

Biomaker 이용, Intraoral CT, 타액 검사를 통한 진단 등이 있다.
Biomarker의 경우(13) 염증 관련 인자들을 측정함으로써 치주
질환에

이행

될

위험성을

조사한다.

현재

상업적으로도

개발되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진단의 불확실성 때문에
임상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 구내 CT의 경우 3차원적으로
치조골의 형태와 골질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치주염의 진단에
유용할 것이다.(14) 마지막으로 타액에서 치주 병원균 및 항균성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치주염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15)

2. 유병률 조사 방법
1) 조사 배경 및 조사 방법
유병률은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특정한 시점에 발견된 질환자의
수의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는 시작과 끝이 모호한
질환 등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치주염에 관해서는 발병률 보다
유병률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39)
급진성치주염은

만성치주염에

비해

유병률이

매우

낮다.

급진성치주염과 만성치주염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임상, 방사선,
병리, 조직학적인 기준이 필요하다.(17) 병리, 조직학적 구분은
급진성치주염과

만성치주염을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급진성 치주염의 유병률 조사 연구에서는 방사선,
임상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급진성

치주염의

발병

여부를

조사하였다.
기존의 연구 그룹의 유병률 조사는 크게 세 가지 진단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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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치주낭 측정기를 이용하여 치주낭의 길이를
측정하거나 임상부착소실을 측정하여 급진성 치주염을 진단하는
임상적 방법과 파노라마, 치근단, 교익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진단하는 방사선학적 방법, 그리고 위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한
방법이다.
유병률 조사에서 각 연구그룹들의 기준이 상이하였다. 임상적인
측정 방법에서의 기준은 CAL(clinical attachment loss)≥2mm,
3mm, 4mm, PD(pocket depth)≥5mm, 5.5mm 등이 사용되었고,
방사선학적

측정

방법에서

기준은

CEJ(cementoenamel

junction)-AC(alveolar crest)≥2mm, 3mm와 치아 길이 대비
치조골의 높이, 치근 길이 대비 치조골의 높이가 진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 및 대상 치아 및 측정부위 차이도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의 연령인데, 각 연구그룹마다 1232세의 범위에서 다양한 연령에서 조사를 하였다. 또한 검사를
진행하는 치아의 수(모든 치아 검사, 제1대구치, 전치, 제2대구치)
및 한 치아에서 검사하는 위치 역시 조사자에 따라 (한 치아당
1~6 군데의 위치 검사, 근심협측, 협측, 치간부위) 상이하였다.
조사기간은 1978 ~ 1999년이다.
2) 결과
기존 문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표6-8에 나타나있다. 지역별
급진성 치주염의 유병률의 값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북아메리카
0.4~1.7%,

남아메리카

0.3~7.6%,

아시아

0.3~2.6%,

0.4~1.8%로

유럽

0.1~0.5,

나타났다.

백인의

아프리카
경우

다른

인종에 비해서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고, 아프리카계 흑인의 경우
다른 인종에 비해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41)
어떤 연구그룹에서 나이에 따른 유병률을 조사하였는데, 나이가
증가할수록 급진성치주염의 유병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Albander의 연구에서는 급진성 치주염의 유병률이 1315세 0.4%, 16-19세 0.8%로 나타났다.(18) Löe의 연구에서는
나이와 급진성 치주염의 조사를 더욱 세분화하였는데, 그 결과에서
14세

0.28%,

나타났다.(19)

15세

0.55%,

브라질에서의

16세

0.97%,

연구(2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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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0.81%로

CAL≥3mm

이상을

나타내는 비율은 12-14세에서 3%, 15-17세에서 4.5%, 1821세에서는

8.2%로

나이와

양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연구그룹의 유병률 차이는 연구자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남성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결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5)
3)한국인의 유병률 조사
한국에서의 유년기 치주염의 유병률 조사는 1987년 손성희에
의해

조사되었다.(21)

총

13,644명의

15~17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년기 치주염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유년기치주염 이환자로 정하였다.
- 3대구치, 매복치, 상실된 치아 제외
- 전신적인 질환이 없는 사람
- 한군데

이상의

영구치의

부착소실

상실이

관찰되어

치주조직의 파괴가 의심될 때
- 국소

인자가

관찰될

경우(Plaque

index

≥3,

Calculus

index≥2) 대상에서 제외
- 치은 연하 치석 관찰 시 대상에서 제외
- 백악법랑질에서

치조정까지

거리

≥

백악법랑질에서

치근단까지 거리 * 10%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중 총 12명이 유년기치주염에 이환 되어
유병률이

0.09%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이

이환

된

부위는

제1대구치 근심측이었고, 제1,2소구치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4)토의
인종,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별
급진성치주염이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Baer(22)는
급진성치주염의

남녀

유병률

비가

대략

1:3이라고

하였는데,

연구자의 결과는 다르다. 다양한 유전 소인에 의해 급진성치주염이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상적 증상은 같지만 유전적인 원인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급진성치주염과 성별의
상관관계가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X염색체 우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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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염은

X염색체가

하나인

남성들은

태생

전에

사망하므로,

여성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55), 남성의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급진성치주염과

위험

인자(흡연)와

높은

상관

관계

때문이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급진성치주염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확률이 증가하는 연령효과
현상으로 추정된다.(39)
우리나라 연구를 포함한 위 연구에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진단 방법 및 기준, 표본의 차이로 인하여
유병률의 값의 오차가 발생할 수 없었다.
첫째 연구마다 연구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 유병률 조사 하는 집단마다 모집 대상의 나이가 다르다.
나이별로 유병률을 조사를 따로 진행하여야 하고, 성인들도
급진성치주염에 이환 될 수 있으므로 대상의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
- 대상자들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연구
디자인의 일관성이 떨어짐. 대상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
Perry(23)와 Cappelli(24)가 실시한 조사는 다른 조사들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상자 중 흑인과
라틴계의 비율이 높아서 대상자들이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라 인종은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종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사회, 경제적 상태에
의해 혼동될 수 있다.(39)
- 대상자들의 검사하는 치아의 위치나 수가 다르다.
- 한 치아에서 검침하는 부위가 다르다.
-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다르다. 연구자들은 급진성치주염의
유병률을 조사할 때 치은 연하 치석과 같은 국소 인자가
발견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구강위생과 국소인자는 급진성 치주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26,17) 만약 흡연과 같은 위험 인자를 기준으로
유병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연구자들 중 불완전한 변연을
가진 보철물이 존재하는 환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그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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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었다.

이

역시

유병률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연구마다 진단 기준이 상이하다.
- 임상적 기준, 방사선학적 기준을 사용한다. 방사선학적으로
급진성 진단을 시행하면 시간 및 비용은 절약되지만, 확실한
진단을

위해

치주낭

탐침기를

이용한

임상적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 급진성 치주염을 나누는 임상 지표 기준 값이 다르다. 임상
지표 및 경계 값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진단, 판독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방사선 사진에서 판독의
한계가

존재하는데,

덴마크의

연구에서

Albandar()는

561명의 13-14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사선학적 기준
CEJ-AC≥2mm 이상인 자의 비율을 조사하였을 때 대상자
중

3.6%의

비율로

Hoover(28)가

나왔다.

2813명의

그러나

15-16세의

같은

나라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익방사선 사진상에서 CEJ-AC≥2mm인 자를 임상학적으로
검사하였을 때 만성 치주염은 1,8%, 급진성치주염은 0.1%의
값이

나왔다.

임상적으로도

오차가

발생하는데,

또한

임상적으로 치주낭 측정기를 이용해 CAL, PD를 구하더라도
CAL, PD의 기준점인 치은상연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은 부종이나 치은 퇴축이
발생하는 경우 치은상연이 각각 치관, 치근단 부위로 변위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29)
셋째 재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 치주 조직 파괴 속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 초기 단계의 급진성 치주염 진단하지 못한다.
- 급진성 치주염이 아닌데 오진할 수 있다. 노르웨이(30)에서
2409명의
측정하였다.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CEJ-AC≥2mm이상인

교익방사선
자

중에

사진을
다시

전악교익방사선 사진을 찍었더니 그 중 절반은 골 소실이
사라졌다. 스웨덴(31)에서 CAL≥2mm 이상인 자를 3년 뒤에
재

검사를

하였는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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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CEJ-AC≥2mm이

관찰되지 않았다.

3. 급진성치주염의 미생물
1) 배경
미생물의 종류는 크게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구강 내는
다른 환경과 달리 여러 형태의 특이한 미생물 서식처로서 각기
다른 종류의 다양한 세균이 서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주염은
매독, 결핵과 같이 하나의 특정 원인균에 의해서 발병되는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세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이다. Socransky는
치주질환의
관계에

원인균을

대한

몇

가지

판단할

수

기준을

있도록

치주질환과

제시하였다.

그

세균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32)
치주질환 원인균은, 치주질환 부위에서 증가된 양상이 보여야
한다.
치료에 의해 건강해진 부위에서는 원인균의 수가 감소하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치주질환 원인균은 숙주의 세포성 및 체액성 면역반응의 변화를
수반한 숙주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치주질환 원인균은 실험동물에 적용 시 비슷한 질환을 일으켜야
한다.
치주질환

원인균은

치주조직

파괴를

야기하는

세균

독성을

나타내야 한다.
1999년에 치주질환 분류에서 미생물학적으로 급진성 치주염은
주로 AA, PG에 의해 감염되어 위 세균에 이환 된 유병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7) 이전부터 치주염과 관련된 미생물 군락을 알아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미생물

군락

연구는

주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특정 세균의 존재 여부, 수를 측정하고, 전체
미생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통계학적으로 연관 여부를
조사한다. 예전에는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배양을 통한 계산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하였고, 최근 들어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분자, 유전자,
단백질 수준의 접근을 이용하여 미생물 군락의 종류 및 수를
구하고 있다. 미생물의 검출 방법은 표.9에 정리되어있다.(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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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의 진단, 치료를 위해서 미생물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진단은 정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위

검사는

현재까지 정확성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진성치주염의 임상적 증상이 만성치주염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급진성치주염을 일으키는 미생물학적인 원인을 알아낸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통해 치료하고, 원인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여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 만성치주염, 급진성치주염에 이환 된 사람들의 치주조직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조사하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급진성치주염에 특화 된 진단법,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상 치은열구
건강한 상태의 치주조직의 경우, 치주질환에 이환 된 조직과 비교
시 세균의 종류, 수 및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Sharawy(36)는
정상조직과

치주염

이환자를

분류하여

치은연하치태의

양을

분석하여 치은연하 세균의 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악에서 각각
16, 83mg의 치태가 검출되었고, 1mg 당 2.1×108개체의 세균이
서식하므로, 33.6×108,, 174.3×108의 세균이 존재하여 치주염에
이환 될 경우 세균의 총량이 5배 정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37). 정상조직의 세균군은 그람양성균인 Streptococcus(S.

sanguis, S. mitis), Actinomyces(A. viscosus, A. naesllundii)가
주로 분포하고 소량의 그람음성균, spirochetes, motile rod 균이
존재한다.

이들

중

그람양성균은

치주질환

병원균의

집락화와

증식을 억제하여 치주조직의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3)급진성치주염과 만성치주염
건강한 치주상태에서 치은염, 치주염이 진행이 될 경우 세균의
분포

및

수는

달라진다.

진행된

치주염에서는

그람양성균이

줄어들고 그람음성균이 증가하여 90% 이상이 혐기성균이며 이중
75%가

그람음성간균이다.

급진성치주염의

경우

치태의

양이

성인형치주염보다 훨씬 적으며 주로 비부착성치태에 그람음성의
구균, 간균 등이 함유되어 있고, AA, Capnocytophaga, Eikenella

corrodens 균이 발견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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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ibacter
통성

간균으로

actinomycetemcomitans:

국소

급진성치주염,

AA는

그람음성의

관련

치주염에서

전신질환

빈발한다. AA의 경우 급진성치주염의 환자의 질환 부위 열구에서
많이

관찰되나

주변의

건강한

치은열구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급진성치주염의 원인균으로 의심되었으나, 모든
급진성치주염 환자에게서 AA가 관찰되지는 않는다. 예전 조사에서

AA의

국소유년기치주염의
1983~2000년

사이에

유병률은

11개의

90%로

연구들의

조사되었다.(39)

결과를

종합한

결과

급진성치주염(62%)의 경우 AA가 발견 될 확률이 만성치주염
(28%)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만성치주염의 높은 유병률로 인하여,

AA가 발견 된 경우에서 급진성, 만성 치주염의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25%는 급진성치주염, 75%는 만성치주염으로 만성치주염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Serotype b AA의 경우에도 이환 된
치주염의

종류와

상관없이

AA에 이환 된 환자의 1/3정도가

serotype b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진성 34%, 만성 31%) 다만
highly leukotoxic variant AA의 경우는 급진성치주염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데, 모든 급진성치주염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40)
위와
떨어지기

같은

사실을

때문에

바탕으로

AA의

정리하자면,

존재

여부를

민감도와
통해

특이도가

만성치주염과

급진성치주염을 구별할 수 없다. AA가 발견되는 사람들 중에서
만성치주염 환자가 3배 더 많고, AA가 발견되지 않는 환자들도
만성치주염 환자의 비율이 13.3배로 더 높기 때문이다.(40) 다만
highly

leukotoxic

AA의

variant

경우에는

급진성치주염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므로, 감별진단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급진성치주염 환자의 AA비율이 높고, 치료 후 환부의 임상지수가
크게 호전되기 때문에 급진성 치주염 환자의 치료에서 보조적
항생제를 통해 AA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Porphyromonas

gingivalis:

PG는

black

pigmented

bacteroides의 일종으로 구형 또는 짧은 막대 모양을 보이는
그람음성, 혐기성, 비운동성, 비당분해성 간균이다. 이 균은 만성 및
급진성치주염에 깊이 관여하는 독성이 강한 세균으로 치주염의
원인균으로 많이 연구되어 온 세균이다. 급진성치주염(71%)의
경우 PG가 발견될 확률이 만성치주염(54%)에 비해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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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A와 마찬가지로 유병률이 만성치주염이 월등히 높기

PG가

때문에,

발견된

경우에서

진단

결과는

만성치주염이

급진성치주염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그러므로 PG의 존재 여부를
통해 두 질환의 감별 진단 할 수 없다. (40)

Prevotella intermedia, Bacterioides forsythus, Campylobacter
rectus: 존재 여부가 감별 진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40)
4)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거대세포바이러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가

급진성 치주염과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헤르페스, 거대세포,
엡스타인바 바이러스가 통계적으로 치주질환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42)

급진성치주염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특정

세균과 이러한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의 상호 관계를 통해
병원성을

일으킨다.(42,43,44,45)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치주

조직의 방어체계를 약화시켜 치주염 원인균의 증식과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Michalowicz(47)는 국소급진성치주염에서 거대세포

PG는

바이러스와

상호작용을

통해

병의

발병과

심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헤르페스, 거대세포 바이러스는 PG의
중요한

전구체로

밝혀졌다.(48)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역시

급진성치주염의 환자에게서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었다.(49)

4. 유전적 소인 & 숙주 요인
1) 가계도 조사
이전의 유병률 조사에서 조사 지역, 인종에 따라 유병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연구 중 방법적인 측면의 오류나
임의적인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51), 급진성치주염의 발병에서 유전, 인종, 나이, 환경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진성치주염을 일으키는 유전변이의
종류는 다양하다. 몇몇의 다른 다양한 급진성치주질환 관련 유전자
및

발생학적,

후천적

위험

인자에

의해 발생된

여러

형태의

치주염이 부착 소실 같은 임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52,53)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서 급진성치주염에 이환 된 성비도
다르고, 유병률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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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형태의 급진성치주염은 상염색체 유전을 따르기도 하고,
X염색체 유전을 따르기도 한다. 유전 조사 연구는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한 가족의 급진성치주염 분포를 조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도

조사를

통해

급진성치주염과

유전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급진성치주염은 상염색체 우성,
상염색체 열성, X-염색체 우성과 관련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의 경우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의 혈통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이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급진성치주염에
이환 되는 경우가 많았고, 40~50%의 형제자매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4,55), 상염색체 열성 유전의 경우
부모가 급진성치주염을 겪지 않아도 자녀들이 급진성치주염에 이환
될 수 있다. 그 확률은 25%이다.(60) X염색체 우성 유전은 흔하지
않다. X염색체가 하나인 남성에게 유전이 되면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50) X염색체 우성 유전이 존재하는 경우 유전형질은
모계

가족에서부터

급진성치주염에
이환이

되지

이환
않고,

급진성치주염이

유래된다.

아버지가

되지

경우

않을

아버지가

이환

이환

되는

X염색체

아들은

될

경우,

경우가

연관된

급진성치주염에
딸의

50%에서

보고되었는데,

이는

급진성치주염이 X염색체 우성 유전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이다.(64)
2) 관련 유전자
가계도 조사는 급진성치주염의 유전과의 관련성은 알려줄 수
있지만,

급진성치주염에

어떠한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급진성치주염에 대해 특정 유전자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급진성치주염에 연관 된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은 횡단면적 연구(Crosssectional),

가족력

조사

(Familial

analysis),

사례조절연구(Case

study),

control

연관분석(Linkage

study)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주로 면역 반응에 관련 된 유전자들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nerleukin-1,4,10, FC-γ/α, 백혈구
항원, 비타민D 수용체, N-formylpeptide수용체, Lactoferrin gene,
Matrix

metalloproteinase,

Toll-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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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

유전자

관련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조사, 중성구의
결함 항체의 결함을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 유전자의 경우
급진성치주염과의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반대의
주장 역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유전자와 급진성치주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53) 다만, 최근의 연구에서
FC-γ와 Interleukin-10의 경우 급진성, 만성치주염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두

질환의

차이는

감별할

수

없다.(65,66,67,68,69,70)
3) 고찰
많은

연구자들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특정

유전자가

급진성치주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아직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계도 및 유병률 조사를
통해 급진성치주염과 유전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급진성치주염에 이환 된 환자가 내원 할 경우, 환자 본인의 철저한
검사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추가로

환자의

부모형제자매,

친인척들도 치주염의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급진성치주염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에 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 둘 사이의 밀접관 관계를 밝혀낸다면, 특정 유전자
표지를 이용하여 급진성치주염의 감수성 및 이환 될 위험성을 미리
진단하고, 발병 전 예방적 조치를 통해 급진성치주염에 이환 될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위험 인자(유전 제외)
1) 흡연
급진성치주염에서 흡연은 치주질환의 심도와 치료 후 예후에
악영향을

미친다.

Schenkein은

흡연이

국소급진성치주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전신적급진성치주염에서 병소 범위와 심도를
증가 시킨다는 것을 조사하였다. AA에 대한 immunoglobulin G2와
항체의

수가

감소하여

환자의

방어

반응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79) Kamma(80)은 같은 수준의 치태를 가진 환자를
비교한

결과,

흡연자의

경우

숙주와

세균의

정상적인

관계를

방해하여 급진성치주염의 진행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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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부착상실과

치아의

발거의

위험성이

증대되었다.

Darby와 Hughes는 급진성치주염 치료 후 예후에 관한 연구를
통해 흡연이 치료 후 결과에 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유지관리처치의

주기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81,82,83)
2) 구강위생
구강 위생은 치은염 및 만성치주염에서는 관련성이 존재하나,
급진성치주염에서는
치태와

치석의

논란이

축적량과

많다.
급진성

1999년

치주염의

치주염과는

분류에서

일치하지

않다고

서술되어 있다. Baer는 국소급진성치주염의 경우 치태와 치석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84) 그 결과 청소년기에
치태관리 및 치은 염증을 잘 조절하더라도 급진성치주염 발병과
진행을

막을

급진성치주염

수

없다고

서술하였다.(85)

그러나

전신적

경우

치태와

양의

있다는

자료가

상관관계가

제기되고,(86) Susin과 Albandar는 같은 연령의 집단에서 치태,
치은 출혈, 치은연상치석이 있는 집단에게서 높은 급진성치주염의
유병률을 보인다는 것을 조사하였다.(87)
3) 스트레스
Page와 Davies가 급진성치주염이 우울증 및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급진성치주염의 발병 시기와 진행 속도에 우울증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다.(76,78)

스트레스는

면역

작용에

영향을

끼쳐

전염병에 취약해진다. 그리하여 치주조직의 염증에 관여를 하고,
임상부착소실을

일으킨다.(71,72,73,74)

또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스테로이드 호르몬(코르티졸)이 치은 열구액으로
유입되는데,

이것은

치주원인균의

영양소로

작용하여

증식을

도모한다.(75,76) 또한 급진성치주염에 이환 된 환자는 건강하거나
만성치주염에

이환

된

환자들에

비해

우울증과

고독감을

느낀다.(89) 치료되지 않은 급진성치주염을 가진 환자는 삶에
비관적이 되고, 말초혈액의 interleukin-6 농도가 증가하여 부착
소실이 증대된다. 이것을 통해 만성치주염이 급성치주염으로 전환
될 수 있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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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신질환
당뇨: 당뇨의 경우 만성치주염과 급진성치주염에 같은 기전으로
유병률,

심도를

증가시킨다.

Loë는

치주질환은

당뇨의

제6의

합병증이라고 주장하였다.(90) 당뇨병과 치주질환은 상호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치주질환이 당뇨의 유병률을
높이고, 당뇨 역시 치주질환의 유병률을 높인다는 것이다.(91,92)
Type I, II 당뇨병 모두 치주염의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93)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의 경우 이른 시기에 치주염이 이환되고,
치조골 소실이 파괴적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94,95,96) 그
이유로는 중성구의 활동을 감소시켜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101)
AGEs(advanced

glycosylation

endproducts)

생성하여,

Interleukin-1, tumor necrosis factor- α, prostaglandin E2을
과다분비 시키기 때문이다.(97) 그 결과 염증 반응으로 인한 결체
조직의 파괴를 일으킨다.(98,99)이를 통해 그람음성 치주병원균에
의한 만성 감염 시 인슐린내성이 증가되고 혈당조절이 불량해져,
당뇨의 증세가 다시 심해진다. 이러한 양성 피드백에 의한 두
질병의 상승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세정, 선택적 발치,
수술, 전신적 항생제 처치를 통한 치주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요구량을 감소시켜 혈당 조절에 유리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만성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어 치주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98)
비만: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와 치주염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BMI가 높을수록 치주염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Saito가 조사한 결과 BMI>30kg/m2인
경우

상대적인
2

BMI>30kg/m 인

위험인자가
경우에

8.6으로

심한

나타났고,

부착소실을

Al-Zahrani는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100) 비만과 치주염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기전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방세포에서

유래된

adipocytokine과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101)
전신질환과 관련된 치주염: 1999년 치주염 분류에서 전신질환과
관련된

치주염으로

분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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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자의

면역

반응

이상으로
임상적

치주염에
증상이

대한

급진성

감수성이
치주염과

높아진

상태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치주조직이

파괴된 어린 환자들이 내원하였을 때는 전신질환의 이환 여부를
세심하게 검사해야 한다.(109) 급진성 치주염과 연관된 전신질환은
백혈구

감소증,

저인산증,

백혈병,

Chediak-Higashi

증후군,

백혈구부착결핍증, papillon lefevre 증후군, trisomy 21, 조직구증,
무과립구증이 있다.(100)
5) 기타 위험 인자(보철물, 치근파절, 근단부치근흡수, 백악질 열리)
치아와

관련된

인자로는

치아와

치근의

해부학적

구조,

불량보철물, 치근파절, 근단부 치근흡수, 백악질 열리등이 있다.
치주조직과 관련된 인자는 치은퇴축, 각화치은의 부족, 비정상적인
소대의 움직임, 치은과다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상성 교합이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102,103,104,105,106,107,108)

6. 치료법
1) 치료계획
치주염 환자의 치료 계획은 예비단계, 비외과적단계(1단계 치료),
외과적단계(2단계 치료), 수복단계(3단계 치료), 유지단계(4단계
치료)로 나누어져 있다.(39)
비해

어린

나이에

이환

하지만 급진성치주염은 만성치주염에
되고,

빠르고,

광범위한

부착소실을

초래한다. 또한 급진성치주염은 전신 질환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급진성치주염의 치료계획은 만성치주염 보다
더욱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성 및 급진성치주염
환자의 치료 계획은 표.10에 나타나있다.(172)
전신적

평가

단계에서

만성치주염에

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숙주요인에서 언급했듯이, 전신질환의 징후가 급진성
치주염일 수도 있고, 급진성치주염의 결과로 전신질환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전신질환이 급진성치주염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전신병력 조사, 가족력 조사, 사회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전혈구검사와 당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하고,
흡연, 스트레스, 식이, 우울증과 같은 위험인자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다. (129, 13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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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료단계에서 급진성치주염에서의 치료법이 더욱 복잡하다.
우선

구강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Loop의

연구에서

6주,

12주간의 재평가 기간 동안, 구강위생교육을 잘 이행한 군에서는
치주낭 깊이가 1.1mm감소되었으나, 대조군에서 임상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132) 급진성치주염의 경우 환자의 부착소실이
심하여 치근이개부 소실과 치근함요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강세정용 클로르헥시딘을 더욱 자주 처방해야 한다.(110)
두 번째로. 보철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예후가 의심스러운 치아의
제거, 보존, 일시적인 보존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짠다. 세 번째로.
유전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직계가족에

대한

치주

평가를

한다.(113,114). 네 번째로. 심치주낭 개수를 줄이고, 치주상태의
개선을 위해 전신적인 항생제를 동반한 SRP시행한다.(111,118)
다섯 번째로. 예후가 불량한 치아 발치 시 다른 전신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 생검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미생물을 채취하여
배양한다.
재평가는 초기 치료 후 4-6주 후에 시행한다. 재평가 시 전신
병력, 위험 인자, 구강위생, 임상 지표 등을 다시 평가한다. 그 결과
치료가 완료되었다면 치료 후 결과유지, 질환의 재발과 악화방지를
위해 유지단계로 넘어간다. 그렇지 않고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항생제의 약제를 변경하여 초기치료로 다시 복귀하거나
enhanced SRP technique 사용한다.
외과적 치료는 초기 치료가 잘 진행되었을 때 시행한다. 수술의
목표에 따라 판막수술, 조직재생술, 발치, 임플란트 식립 등 다양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급진성치주염에서
치주염에

이환

나타내더라도

유지치료는
되었던

치료

Gunsolley는(126)

후

필수적이다.

환자는
재발의

초기

치료에

가능성이

전신적급진성치주염을

왜냐하면
좋은

높기

겪었던

급진성
예후를
때문이다.

환자

중에서

치료가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아 상실과
부착 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고, Kamma(135) 역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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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25명의 급진성치주염 환자를 재평가 한 결과, 총 25명 중 20명
이상이 추가로 2mm이상의 부착소실이 생겼다는 것을 조사하였다.
재발이

발생하기

쉬운

이유는

우선

SRP와

부가적인

항생제

치료법의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의한 조직 파괴를
계속

막을

수가

없다는

점이고,(136,137)

다음으로는

급진성

치주염에 이환 된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염증 반응이 더욱
활발하기 때문에 부착소실 위험성이 증대된다는 점이다.(138) 또한
급진성치주염 환자들은 치료 후에도 5mm이상의 심치주낭을 가질
수 있는데, 치주낭이 깊을수록 부착 소실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139,140)
2) 급진성치주염의 치료
급진성치주염은

만성치주염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치주염의

여러

표본을

가지

비해

구하기가

치료법에

유병률이
어렵다.

대한

낮기

때문에

그러므로

급진성

비교한

연구는

반응을

상대적으로 적으며 잘 알려져 있지 않다.(111) 많은 연구에서
국소급진성치주염과 전신적급진성치주염의 치료 방법 및 치료에
대한 예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치료 방법 및
예후를 국소, 전신적급진성치주염을 분류하여 각각 조사하였다.
정리된 내용은 표.11에 나타나있다.
국소급진성치주염
국소급진성치주염에서 드물게 질병 진행이 스스로 멈추는 경우가
있다. Gunsolley의 연구에 의하면 국소급진성치주염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치료를 받지 않고 15년 후 치주상태를 재평가한 결과,
국소급진성치주염은
부착소실

없이

시간이

지날

안정화된다고

경우,

스스로

병소가

멈추고

보고하였다.(112)

하지만

건강한

개인에서도 빠른 질환 진행 속도를 보이므로, 빠른 시기 적절한
치료는

필수이다.

국소급진성치주염의

치료법에

따른

예후는

표.12에 나타나있다.
Slot(151)과

Kornman(152)이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국소

급진성치주염에서 SRP을 받은 환자의 예후를 조사한 결과 임상적,
미생물학적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국소급진성
치주염의 원인균인 AA가 치주낭 상피 속으로 침투하는데, SRP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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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54)
Tinoco(153)은

tetracycline이

국소급진성치주염의

원인균에

대해 감수성이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Mandell(160)의 연구에서 tetracycline
fiber을 국소적으로 사용한 결과,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자는 항생제가 치주낭 상피세포까지 도달에 실패한 것과 구강
다른 부위에서 유래된 AA가 다시 증식한 것을 치료 실패의
원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160)

그러므로

국소급진

치주염에서는 SRP와 함께 전신적 항생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Slot은 후속 연구에서 tetracycline을 보조적 항생제로 사용한
결과 0.3mm의 부착 증대와 AA의 급격한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151) Kornman(152) 역시 수술 예정인 8명의 환자에서
tetracycline을 사용한 결과 3명의 환자의 예후가 개선되는 것을
보고 하였다. 하지만 tetracycline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AA에 의,
tetracycline 항생제를(156) 투약한 국소 급진성 환자 중 25%가
병소가

진행되었다.(157).

인하여

다른

사용하면

항생제의

항생제의
투약이

내성을

요구되는데,

국소급진성치주염의

치료

가진

원인균으로

metronidazole을

결과가

좋아졌다.

Saxen(158)의 연구에서 tetracycline 복용 후 26군데의 병소 중
9군데에서

AA가

관찰되지

검출되었으나,

않았다.

metronidazole

Tonoco(159)의

사용시에는
연구에서

metronidazole/amoxicillin 투약 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치주낭 깊이 감소 및 부착 증대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A도 관찰되지 않았다.
깊은 치주낭과 해부학적 구조물로 인해 치주 기구의 접근이
어렵다면, 이는 치주 수술의 적응증이 된다. 많은 임상가들에 의해
판막

수술,

자가골,

조직유도재생술

등

동종골,
다양한

이종골을
수술에

이용한

대한

골

예후가

이식

수술,

조사되었다.

Korman(162)과 Lindhe(163)에 의해 변형 위드만 플랩과 항생제
투여를 통해 치주낭 깊이 감소와 부착 증대를 이룰 수 있었고,

AA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Marco(164)는

자가골이식,

Yukna(165)는 동종골이식을 항생제와 동시에 시행하여 재평가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수술 시 항생제는 항상
처방되어야 한다. Marby(166)는 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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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에게만 항생제 처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항생제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예후가 좋았다. Sirirat(167),
Fritz(168)는 항생제 처방과 함께 PTFE(polytetrafluroethylene)
막을 이용한 조직유도재생술을 시행한 결과 만족할 만한 임상적
결과를

얻었다.

Zucchelli(169)의

경우

국소급진성치주염,

만성치주염 환자들에게 조직유도재생술을 실시 한 후 12개월 뒤
재평가 한 결과, 두 그룹 모두 만족할 만한 치주낭 깊이 감소와
부착 증가를 얻었다.
전신적급진성치주염
전신적급진성치주염의 치료에 대한 예후는 표.13에 나타나있다.
전신적 급진성 치주염 역시 낮은 유병률로 인하여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의 종류에 따른 예후를 비교하는 연구의 수가 부족하여
예후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더욱이 전신적급진성치주염 은
전신질환에 이환 된 치주염과 구별이 힘들다. 그러므로 좋은 예후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치주과, 보철과 전문의, 내과주치의, 치위생사의
협업이 필요하다.(114) Gunsolley의 연구에 의하면 재평가한 결과,
국소급진성치주염과 달리 전신적급진성치주염은 시간이 지날 경우,
부착소실의 파괴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 국소급진성치주염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치료를 받지 않고 15년 후 치주상태를 고하였다.(112)
전신적급진성치주염의 치료는 크게 비외과적, 항생제 투여, 외과적
치료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비외과적인 치료의 예후를 비교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소급진성치주염과는 달리 비외과적인 처치만으로도 치주낭
깊이 감소 및 부착 증대를 이룰 수 있었다. Hughes(113)의
연구에서 79명의 환자가 SRP와 구강위생교육을 통해 10주간의
기간

동안

2.11±2.01mm의

치주낭

감소와

1.77±2.15mm의

부착증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79명 중 25명이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흡연(odd ratio: 3.8)로
나타났다. 또한 치아 동요도에 의한 치료효과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2,3도의 동요도를 가진 치아가 그렇지 않은 치아에 비해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초기 치주낭 깊이,
출혈여부, 나이, 성별, 치태여부와 같은 다른 인자는 통계학적으로
영향이 없었다. Guarnelli(115)과 Purucker(116)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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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과적인

치료의

클로르헥시딘의

효과성에

사용

유무에

대해
따른

언급하였다.
치료

효과를

Guarnelli는
파악하였는데

클로르헥시딘 세정제의 사용과 관계 없이 SRP만으로 약 1mm의
치주낭

깊이

6주까지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점진적으로

치료의

3,6,12주의

효과를

보이다가

재평가
6주

기간에
이후에는

유지가 되는 단계로 나타났다. Purucker는 국소 항생제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서

비외과적인

치료의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2개월 뒤 재평가에서 치주낭 감소 및 부착 증대가
관찰되었다. 반면에 Sigusch(117)는 전신적 항생제의 종류에 따른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서 비외과적인 치료의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3주 뒤의 재평가 결과 비외과적 치료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재평가 기간이 짧아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추가 실험의 위약 대조군의 경우 추가적인
처치는 추가 항생제 처방 없이 enhanced root planing을 받았는데,
6개월 뒤 재평가를 통해 1.3mm의 치주낭 깊이의 감소와 0.7mm의
부착증대가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항생제의 치료법에 대해서 연구된 자료를 조사하였다.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약제종류, 투약량, 투약기간에 최적 값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134,136) 또한 몇 몇의 연구에서
보조적인

항생제의

사용이

대조군에

비해서

얻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평균의
값이고 많은 임상가들이 임상 경험에서 항생제 사용 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신적급진성치주염 치료
시 항생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Sigusch(137)의

연구에서

enhanced

root

planning

이후

doxycycline, metronidazole, clindamycin, no medication 4개
그룹을

나누어서

6개월,

30개월

뒤에

재평가를

한

결과,

metronidazole, clindamycin 항생제 사용 시 치료의 예후가 더
좋았다. 특히 심치주낭(치주낭 깊이 6mm 이상)의 경우 항생제의
종류에 따른 치료 효과가 더욱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
미생물 중 특히 PG와 AA의 발견비율도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신적 항생제의 효과는 Guerrero(138)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Guerrero는 비외과적인 SRP 치료 이후 1주일 하루 세 번
amoxicillin 500mg, metronidazole 500mg을 처방하였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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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를 통해 약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꾸준히 항생제를 복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치주낭
깊이가 0.9mm 감소하였고 부착증가가 0.8mm 증가하였다. 특히
심치주낭(치주낭 깊이 7mm이상)에서 치료 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Xajigeorgion(125)도 항생제의 종류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metronidazole과 metronidazole
+ amoxicillin이 doxycycline과 대조군에 비해 PD와 AG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더욱이 심치주낭의 비율도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욱 많이 감소하였으며, PG, AA, Tannerella forsythia(TF),

Treponema denticola(TD) 4종류의 치주염 원인균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Kaner(119)는 항생제 먹는 시기에 따른 치료 예후를
비교하였다. 치료 직후 항생제 복용하는 것이 치료 3개월 이후에
항생제 복용하는 것보다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적 치료법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상의들이 수술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그 이유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전신질환,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 예전 환자의
불량한 예후에 대한 경험, 술 후 예상되는 불량한 예후 등이
있다.(110) 그러나 흡연과 같은 위험인자를 제거하고, 치료에
협조적이며, 구강위생이 좋고, 전신질환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수술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므로
고려할
치료기가

수

있다.
매우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높은

재치료가

수술
필요할

실패율로
수도

인해

유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Gunsolley(126)는 48명의 급진성치주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15년 후 재평가를 하였는데, 수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Buchmann(127)과 Mengel(128)은
좋은 예후가 예상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결과,
전자의 경우 변형 위드만 플랩을 통하여 2.23mm 부착증대가
나타났고, 후자는 흡수성 차단막과 bioactive glass를 이용하여, 3.6,
3.0mm의 치주낭 깊이 감소를 이루었다.
3) 항생제 사용의 근거
SRP를 통해 대부분의 치주질환에서 치주조직의 파괴를 막을 수
23

있었다. 하지만 임상가들은 일부의 치주환자들에게 이상적인 SRP를
시행하더라도

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적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바람직한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항생제의

사용

및

임상

평가가

경험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임상가가 항생제의 종류, 효용과 위험성과의
관계, 사용법, 사용기간, 평가 척도, 임상 예후 평가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항생제 사용의 적응증, 최적의 항생제의 종류, 처방량에
대해서 조사하였다.(141)
국소급진성치주염은

tetracycline+HCl을

250mg

하루

4번

2~3주간 처방을 한다. Tetracycline 내성 AA에 의해 실패율이
25%정도 발생하므로(142), 치료에 반응이 없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amoxicillin 250mg + metronidazole 375mg을 하루 3번
일주일간 처방해 준다.
전신적급진성치주염은 치은연하세균을 배양하고 항생제 감수성
시험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Cohen의

연구에

의하면

25명의 급진성 치주염 환자의 구내 세균을 측정한 결과, 환자들의
미생물이

거의

비슷하여

같은

치료를

시행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143) 그러므로 미생물 배양이 힘든 경우, 이전 항생제
복용 경험이 없는
알레르기가

없는

환자의 경우 tetracycline을 처방하고, 페니실린
환자라면

tetracycline

대신에

penicillin,

amoxicillin, amoxicillin/clavulanic acid을 처방할 수 있다. 급진성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된다고

의심되면

metronidazole

+

amoxicillin을 같이 처방해 준다. 각 약제에 대한 복용법은 표.14에
정리하였다. (141)
4) 상실된 치아의 수복
급진성치주염에게서

임플란트를

통한

수복은

가능하다.

다만

급진성치주염 환자의 치아, 임플란트 부위의 치조골 파괴 및 부착
소실이 치주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 증가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144)
Mengel은 급진성치주염, 치주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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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후 10년 간 임플란트 성공률, 임플란트 및 잔존
치아에 대한 임상 지표에 대해 추적 조사하였다.(144) 그 결과
Albrektsson(136)의 기준으로 총 36개 임플란트 중 30개가
성공하여 83.33%의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실패의 원인으로는
2개는 골소실이 Albrektsson 기준에 비해 과도했고, 2개는
보철물과의 결합의 실패가 나타났고, 나머지 2개는 동요도 발생으로
인해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그에 반해서 대조군인 치주적으로
건강한 환자의 임플란트는 100%의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의 임플란트 성공에서 이전 치주염 질환의 이환이 큰
위험인자이라는 예전 연구를 뒷받침 해 준다.(144,145) 치주적으로
손상된 골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2.3배 높은 implant loss를
보인다.(146) 다른 연구에서 만성치주염의 환자의 10년 간
임플란트 성공률은 94.7%, 90.5%로 나타났다.(122,125) 두
연구를 통해 만성치주염의 환자가 임플란트 성공률이 급진성치주염
환자에 비해 7~11%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임상지표들도 조사되었는데, 급진성치주염 환자는 치아의
치주낭 깊이가 임플란트의 치주낭 깊이보다 깊게 나타났다.
(118,137) 그 이유로는 기존의 동물실험 결과 및 대조군의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나는 데, 치주염에 이환된 치아의 치근 표면의 노출로
더 많은 치태 침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0년 간 임상부착소실은
치아, 임플란트에 모두 급진성 치주염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총 치아의 47.5%가 부착 상실이 심하게
진행되어 발거 되었다.(144)
5) 고찰
급진성치주염과 만성치주염의 치료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표.11에서

정리된

것과

같이

급진성치주염

내에서도 국소, 전신적급진성치주염에 따라서 치료 방법에 따른
효과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치료를 위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재평가 기간이 3주~6개월 각각 상이한 점이
아쉬웠다. 평가 기간에 대한 합의를 통해 후속 연구에서는 재평가
기간이 동일했으면 한다. Guarnelli(131)의 연구에서 6주까지는
치료의 효과가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그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였고,
치료계획에서 재평가 기간이 4~6주 사이에 존재하므로 그 사이에
재평가 시기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흡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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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다. 그
이후에는 흡연은 치주 치료의 예후에 가장 큰 위험 인자이므로
흡연과 치주치료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외하고는 흡연자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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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Partial list of possible diagnoses for destructive types of
periodontal diseases (1999 Classification) (10)
Chronic periodontitis (Localized/Generalized)
Loc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
Gener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
Periodontitis
diseases

as

a

manifestation

of

systemic

Associated with hematologic disorders:
Acquired neutropenia
Leukemias
Assosicated with genetic disorders
Familial and cyclic neutropenia
Down's syndrome
Leukocyte adhesion deficiency syndromes
Papillon-Lefèvre syndrome
Chediak-Higashi syndrome
Langerhans
syndromes)

cell

disease

(histiocytosis

Glycogen storage disease
Chronic granulomatous disease
Infantile genetic agranulocytosis
Cohen syndrome
Ehlers-Danlos syndrome (Types IV and VIII)
Hypophosphatasia
Crohn disease (inflammatory bowel disease)
Marfan syndrome
Necrotizing ulcerative periodontitis (NUP)
Abscesses of the periodontium
Combined periodontic-endodontic l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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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Main clinical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chronic
periodontitis (1999 Classification) (10)
● Most prevalent in adults, but can occu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Amount of destructions is consistent with the presence of
local factors
● Subgingival calculus is a frequent finding
● Associated with a variable microbial pattern
● Slow to moderate rate of progression, but may have periods
of rapid progression
● Can be associated with local predisposing factors (e.g.,
tooth-related or iatrogenic factors)
● May be modified by and/or associated with systemic
diseases (e.g., diabetes mellitus)
● Can be modified by factors other than systemic disease such
as cigarette smoking and emotion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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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급진성치주염의 임상적 특징(10)
Features of aggressive periodontitis that are common to both the
localized

and

generalized

forms

of

the

disease

(1999

Classification)
Primary features
Except for the presence of periodontitis, patients are otherwise
clinically healthy
Rapid attachment loss and bone destruction
Familial aggregation
Secondary features (often present)
Amounts of microbial deposits are inconsistent with the
severity of periodontal tissue destruction
Elevated proportions of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and, in some populations, Porphyromonas gingivalis may be
elevated
Phagocyte abnormalities
Hyperresponsive macrophage phenotype, including elevated
levels of prostaglandin E₂ ( PGE₂) and interleukin-1β (IL1β)
Progression of attachment loss and bone loss may be selfar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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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국소적급진성치주염과 전신적급진성치주염의 차이(10)
Specific features of localized and gener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 (1999 Classification)
Loc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
Circumpubertal onset
Robust serum antibody to infecting agents
Localized first molar/incisor presentation with interproximal
attachment loss on at least two permanent teeth, one of which
is a first molar, and involving no more than two teeth other
than first molars and incisors
Gener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
Usually affecting persons under 30 years of age, but patients
may be older
Poor serum antibody response to infecting agents
Pronounced episodic nature of the destruction of attachment
and alveolar bone
Generalized interproximal attachment loss affecting at least
three permanent teeth other than first molars and inc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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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만성치주염, 국소적급진성치주염, 전신적급진성치주염의 주요 임
상적 특징(10)
Chronic
periodontitis

Loc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
Usually occurs in

Most prevalent in
adults, but can
occur in children

adolescents
(circumpubertal
onset)

Gener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
Usually affects people
under 30 years of age,
but patients may be
older
Rapid rate of

Slow to moderate
rates of
progression

Rapid rate of
progression

progressions
(pronounced episodic
periods of progression)

Amount of
microbial deposits
consistent with
severity of
destruction

Amount of microbial
deposits not
consistent with
severity of
destruction

Amount of microbial
deposits sometimes
consistent with severity
of destruction

Variable
Periodontal
distribution of
destruction localized
periodontal
to permanent first
destruction; no
molars and incisors
discernible pattern
● Marked familial
● No marked
aggregation

affects many teeth in
addition to permanent
first molars and incisors
● Marked familial
aggregation

familial aggregation
● Frequent
presence of
subgingival calculus

Periodontal destruction

● Subgingival
calculus usually
ab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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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gingibal calculus
may not be present

표6. 급진성치주염 유병률(미국)(41)
국가

기준

인원

14000
Albander et al.

미국

Bial et al.

미국

미국

0.06
2.6
0.5
0.4
0.8
0.17

black

2.64

hispanic

1.08

14

0.28

15

0.55

49380

16
17
17-32

0.97
0.81
0.5

5013

white

0.09

1038

black
others
10~12
hispanic
12-17

2.9
0.8
0.46

임상(CAL≥
3mm)

상동

clinic+radio

Melvin et al.

미국

상동

Neely et al.

미국

Cappelli et al.

미국

Radio
clinic+radio
+patho

특이사항

white
black
hispanic
13-15
16-19
white

11000

Löe et al.

유병률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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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성 유병률이 더 높다.

17-32 세
흑인 남성 유병률이 높고(2:1)
백인 여성 유병률이 높다.(1:4.5)

표7. 급진성치주염 유병률(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41)
조사국
기준
인원
유병률
Gjermo et al.
Albander
et
al.
Tinoco et al.

특이사항

브라질

radio

304

15

2.6

브라질

상동

222

13

1.3

브라질

clinical

7843

12~19

0.32

Lopez et al.

칠레

clinic+radio

2500

15~19

0.32

Wagaiyu et al.

케냐

clinical

350

18-26

0.29

Haubek et al.

모로코

clinical

301

14-19

7.6

Harley et al. 나이지리아
Albander
et
우간다
al.
Albander
et
이라크
al.
Yehouda et al.
이스라엘

clinic+radio

1001

12~19

0.8

clinical

690

12~25

6.5

clinical

502

14

1.8

radio

1160

18-19

0.86

군인 + 파노라마

Kowashi et al.

일본

clinic+radio

641

19-28

0.47

19-28 세, PD≥4mm,
bone loss≥3mm

Nassar et al.

사우디

clinic+radio

5480

17-23

0.42

Ereş et al.

터키

clinic

305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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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유병률이 높다.

여성유병률이 높다.

표8. 급진성치주염 유병률(유럽)(41)
조사국
기준
Hoover et al.

유병률

특이사항

Clinic+radio

2813

15-16

0.1

Saxen et al.
핀란드 Clinic+radio
Paolantonio et
이탈리아 Clinic+radio
al.
Van de Velden
네덜란드 Clinic+radio
et al.
Kronauer et al.
스위스
Clinic

8096

16

0.1

780

6~14

0.5

4565

15~16

7142
757

Joss et al.
Saxby et al.

덴마크

인원

스위스
영국

Clinic
Clinic+radio

7266

Follow up check 시행

16

0.10.3
0.11

16 세

19-20

0.13

19~20 세

caucasion

0.02

afro

0.2

carabbean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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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세

표 9. 구강 내 표본에 대한 미생물 검사방법(32)
Method

Strengths

Weaknesses

Application

Can detect
Extremely time
unrecognized
Predominant

consuming and

Studies of new

expensive; often difficult

ecosystems

species; provides
Cultivable
cultures for further
to speciate cultures.
analysis.
Studies of
Few useful selective
limited scope
Modest numbers of

media available; often

samples for modest

media are too selective

numbers of species.

or not selective enough;

Selective

involving 1-10

media

species in
modest numbers
expensive.
of samples.
Maybe more
useful for
Limited number of useful

Immuno-

Specificity;

diagnostic than
antisera; small numbers

fluorescence

reasonably rapid.

ecologic or
of samples may be run.
treatment
studies.
Detection of
species in a
Not quantitative

subject

Sensitivity;

(presence/ absence);

(prevalence);

specificity.

expensive; dependent on

detection of low

amplification.

numbers of

PCR

species post
therapy.
Comparatively slow;

Studies where

very expensive; limited

quantitation of a

in numbers of

very limited

samples/species.

range of species

Sensitivity;
Real time
specificity;
PCR
quant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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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ow to modest
numbers of
samples is
required.
Confined to species for
Seeking a
which probes are
Sensitivity;

specific set of

DNA-DNA

available; modest
specificity;

species in

Hybridization

number of species for
quantitative.

modest numbers
modest numbers of
of samples.
samples.
Studies of large

Sensitivity,
numbers of
specificity,
Checkerboar

Confined to species for

species in large

which probes are

numbers of

available; possibility of

samples, e.g.

cross-reactions.

ecology and

quantitative; can use
d
entire sample; large
DNA-DNA
numbers of species
Hybridization
and samples;
treatment
inexpensive.
studies.
Detection of
Survey a range
16S rDNA

cultivable and

Extremely expensive;

amplification

uncultivable species;

extremely small

cloning

phylogenetic

numbers of samples.

of species that
may occur in
specific habitats.
positioning of t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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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치주염 질환자의 치료 계획(110)
1. Systemic phase
– review of medical history, medications, family history, social
history*
– laboratory screening tests (complete blood count, fasting blood
glucose)*
– medical consultation if indicated
– identiﬁcation ⁄ modulation of risk factors (e.g.smoking, stress,
diet)*
– assess the need for a stress-reduction protocol during therapy
2. Initial phase
– emergency treatment if needed
– explanation of the disease process and contributing factors*
– review of oral hygiene instructions
– occlusal analysis and treatment of localized trauma from
occlusion
– bacterial sampling of selected pockets*
– dental consultations (e.g. caries control, root canal therapy,
strategic value of teeth
for eventual restoration, orthodontic assessment)
– extraction of hopeless teeth
– scaling and root planing
– local or systemic antibiotic treatment*
3. Re-evaluation
– re-assess prognosis of individual teeth and overall dentition
• probing depths
• attachment level measurements
• bleeding on probing
• furcation invasion
• mobility
• root sensitivity
– oral hygiene
– bacterial sampling of selected pockets* (if not completed during
the initial phase)
– additional laboratory tests (e.g. 2-h postprandial glucose)*
– medical consultation if indicated*
– assessment of modulation of risk factors*
– patient motivation
4. Surgical phase (if indicated; may proceed to maintenance or
return to initial phase)
– antibiotic treatment*
– monitor healing of previously treated sites Maintenance phase
– monthly for the ﬁrst 6 months following treatment,then
56

bimonthly until 12 months,
then extending to 3 months*
– probing, attachment level measurements 6 months after
completion of treatment,
then at each maintenance visit
– yearly radiographs of at-risk teeth*
– assessment of oral hygiene, risk factor modulation
– prophylaxis, topical ﬂuoride treatment if indicated, treatment of
hypersensitivity
– subgingival scaling of deep pockets
– host modulation therapy if indicated*
– local delivery antibiotic treatment of at-risk sites
– full-mouth scaling and root planing (with or without adjunctive
antibiotics if indicated
by generalbreakdown)*
– deﬁnitive occlusal adjustment if indicated
– consider extraction of teeth with progressive disease to
preserve alveolar bone*
5. Restorative phase
– assessment of prosthesis cleansability and function

(* 급진성 치주염 환자에게 특별히 강조되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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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소급진성치주염과 전신적급진성치주염의 치료 방법
국소 급진성 치주염
SRP

전신적 급진성 치주염
효과 있으나, 보조적 항생제

효과 거의 없다.

병용 시 더 나은 예후
효과 있음, 전신적 항생제

국소적
항생제

사용 못하는 경우

효과 거의 없다.

대체 방법으로 사용 가능
Tetracyclin Fiber 이용

Tetracycline 사용

Tetracycline 사용

SRP+

내성균 존재하여 치료 효과

내성균 존재하여 치료 효과

항생제

없을 경우

없을 경우

Metronidazole 사용

Metronidazole 사용

* 기구의 접근이 힘들 경우
보조적 항생와 함께 시행함.
수술

- 예후가 좋다.
- 변형 위드만 플랩, 자가,
동종골이식

* 잘 시행하지 않는다.
- 상당한 부착 소실이
발생한다.
- 위험 인자 조절이 힘들다.
- 이전 환자들의 불량한 예후
- Case selection 이 잘 되어진

조직 유도 재생술

경우 수술 시행

58

표12. 국소급진성치주염의 치료 종류별 효과
조사자

N

술식

재평가

결과

주기

고찰
25 명(32%) 환자 치료 실패
주된 원인: smoking

Heghes et
al.

79

SRP

10 주

PD: 2.11±2.01mm

mob 2 도 이상: 효과

AG: 1.77mm

줄어든다.
대상군을 비흡연자나
금연자로 한정해서 조사 필요
CHX irrigation 과 상관없다.

SRP
Guarnelli et
al.

CHX irrigation 의 효과 추가
19

SRP

6주

PD: 1.13mm

조사 필요
6 주 임상지표 개선, 그
이후는 개선되지 않음

Purucker et
al.

30

SRP

2 개월

국소항생제 전신항생제

PD:1.0mm

비교실험에서의 초기 연구

AG:0.7mm

출혈이 37%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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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usch et
al.

48

SRP

3 주,
6 개월

통계적으로 개선 없음

3 주만의 재평가 변화가
생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met+amox
Guerrero et

SRP+

al.

항생제

2 개월

순응자 PD:(0.5, 1.1)
AG:(0.7, 0.9)
(중등도, 심치주낭)
doxy: (1.3, 0.9), (2.0, 1.4)

항생
제 +
SRP

Sigusch et
al.

48

SRP+
항생제

6 개월,

met: (2.6, 2.2), (4.8 ,3.4)

Compliance 확인 필요

24 개

clind: (2.3, 1.9), (4.8, 2.9)

2,3 번째 군에서 PG, AA 의

no mx: (0.7, 0.4), (1.2, 0.5)

발견 비율이 현저히 감소함.

월

(PD, AG), 심치주낭(PD, AG)
met+amox:1.5, 0.9, 80%
Xajigeorgio
n et al.

43

SRP+
항생제

6 개월

doxy:0.9, 0.8, 64%
met: 1.9, 1.2, 88%
no mx: 0.7, 0.5, 58%
60

PG, AA, TF, TD 네 가지
세균의 검출여부는 비슷하나,
개체수가 차이가 난다.

(PD, AG, 심치주낭감소비율)

Kaner et al.

33

SRP+항생
제

6 개월

metronidazole+amoxicillin

3 개월 측정치 보다 6 개월

SRP 직후 복용 vs 3 달 후 복용

측정치의 차이값이 적다.

평균

(둘 다 항생제 적용)

- PD(0.6, 0.3), AG(0.6,0.2),
심치주낭

복용 Data 를 분석해서 비교

- PD(1.8, 1.3) AG(1.6 1.1)

Purucker et
al.

30

SRP+
항생제

54 주

예방적 항생제 처럼 술 전
필요

local(tetracyclin fiber): 1.5, 0.7mm, 32%

치주낭깊이 감소와

systemic(augumentin): 2.3, 1.1mm, 4%

부착증대는

(PD, AG, 출혈부위 비율)

통계적 차이 없음.

61

Sakellari et
al.
Gunsolley
et al.
Buchmann
수술

et al.
Mengel et
al.

10

28

13

16

SRP+
항생제
항생제
+수술
항생제
+수술
항생제
+수술

6 개월

15 년

5년

local(tetracyclin fiber)이 SRP 만 실시한

전신질환으로 인해

대조군에 비해 임상적으로 뛰어난 효과.

systemic medication

국소 항생제 효과 있다.

사용못할경우 사용 가능하다.

효과 거의 없다. 위험인자 및 추가 조사
필요
2.2mm 의 부착증대
7.1% 효과 없다.
membrane: 3.6, 3.0mm, 48%

5년

bioglass: 3.5, 3.3mm, 65%
(PD, AG, 손실부골 형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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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전신질환 제외

표 13. 전신적급진성치주염의 치료 종류별 효과
조사자

Slot et al.

SRP

Kornman et
al.
Gunsolley et
al.
Slot et al.

항생제
+
SRP

Kornman et
al.
Novak et al.

N
6명
(30 곳)

술식

SRP

재평가

결과

주기
16 주

특이사항

small improvement,

베타딘 10 분간 적용해도 효과

no reducing AA, CP

없음

no improvement, AA 모든 곳
8

SRP

2 개월

발견,
임상지표 개선 없음

40

SRP

6명

SRP+

(30 곳) 항생제
8

4

SRP+
항생제
SRP+
항생제

3년
4주

2 개월

3 개월

PD: 0.4, AG:0.1

SRP 을 통해 통계적인 차이
발생

tet 1g/day, 2 주간 투약,
AG:0.3mm,
tet 1g/day, 4 주간 투약

8 명 중 3 명 수술 필요없을

PD: 1.6mm, 4 명(50%) AA

정도로

발견되지 않음.

회복

PD: 3.8, AG: 2.2mm

치은연상 Scailing 만 실시

63

Lindhe et al.

28

SRP+
항생제

6 개월

PD: 3.6~5.2mm
AG: 2.1~5.1mm

tet 1g/day, 2 주간 투약

met: AA 발견 30→0 곳,

Saxen et al.

27

SRP+
항생제

18 개월

PD 비율(≥4mm) 20.8→2.6%

met: 600mg/day, 10 일간

tet: AA 발견 26→9 곳 ,

tet:1g/day, 12 일간

PD 비율(≥4mm) 18.7→4.1%

no mx: only SRP

no mx: AA 발견 26→7 곳,

일부 환자 치주수술 시행

PD 비율(≥4mm) 13.8→6.0%
met+amo: 대조군 대비
Tinoco et al.

25

SRP+
항생제

통계학적으로 PD 감소와 CAL
12 개월 증가를 보임, 임상지수도 개선된
소견

no serious adverse effect of
antibiotics

no mx: 대조군
37 일
Mandell et al.

4

SRP+

(loc.)

항생제

56 일
(sys.)

loc. Tet.: AA 9/12 발견, 숫자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감소 발견되지 않음

10 일간 국소항생제 사용 후

효과 미약함.

37 일 후에 임상, 미생물 평가

sys. Doxy.: AA 발견되었으나,

그 이후 14 일간 전신항생제

숫자는 줄었다.

사용

64

Kornman et
al.
Lindhe et al.
수술

De Marco et
al.

Yukna et al.

5

28

1

16

항생제
+수술
항생제
+수술
항생제
+수술

항생제
+수술

2 개월

5년

sys. Doxy.+수술: AA 1/9 발견

후 56 일 뒤 재평가

AA 모든 환자 발견되지 않음

변형 위드만 플랩

PD: 3.8mm

tet 1g/day, 4 주간 투약

PD: 4.1~5.5mm
AG: 2.3~5.3mm
자가 hip bone 과 골수

6주

이용하여 수술 성공
PD: 8~12mm → 4~5mm
동종골 이식, 51/62 부위

6 개월

좋아짐. 2.8mm
골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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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항생제 연구의 후속 연구
2 벽성, 3 벽성 골낭에 상관없이
회복

수술+tet: 2.9, 1.8, 61%, 2.8mm
SRP+tet: 2.7, 1.6, 36%, 1.4mm
Mabry et al.

16

항생제
+수술

수술: 3.1, 1.7, 39%, 1.9mm
6 개월

SRP: 2.1, 1.0, 30%, 1.0mm
( PD, AG, 손실부 골형성 비율,
손실부
골형성량)

Sirirat et al.

6

항생제
+수술

1년

GTR: 2.6, 2.2mm (PD, AG)

Osseous surgery 보다 GTR 의

OS: 1.7, 1.2mm

임상 결과가 좋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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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항생제 종류별 사용 기준(31)
Usual
Genetic Name

Adult
Dosage

Length of

Maximum

Dosage

Treatment

Child Dosage

Suggestions

Given without
Amoxicillin/cla

250 or 500

vulanic acid

mg, tid

Weight<20 kg:2010 days

40 mg/kg in
divided doses, tid

regard to meals
(given
helps
some

with

food

eliminate
of

the

stomach distress)

375 mg
Amoxicillin
plus
metronidazole

amoxicillin,
tid, plus 250
mg

Not
7 days

metronidazol

recommended for

Given without

children under 16

regard to meals

years of age

e, tid

Given without
Clindamycin
Hydrochloride

150-300 mg,
qid

8-12 mg/kg in 310 days

4 equally divided
doses

regard to meals
(given with food
helps eliminate
some of the
stomach distress)

Age >8 years: 4

100 mg bid

mg/kg divided

first day

into equal doses,

followed by
Doxycycline

100 mg a

hydate

day either as

10-14 days

single dose

bid, on 1st day;

Given 1 hour

followed by 2

before or 2 hours

mg/kg as single

after meal

dose or divided

or 50 mg,

into equal doses,

bid

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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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Metronidazole

250 mg, tid
or qid

10 days

recommended for

Given without

children under 16

regard to meals

years of age

Age >8 years:4
200 mg bid

mg/kg divided

Minocycline

first day

into equal doses

hydrochloride

followed by

10-14 days

100 mg, bid

bid on 1 st day;
followed by 2

Given 1 hour
before or 2 hours
after meal

mg/kg, bid

Tetracycline
250 mg, qid

14-21 days

Hydro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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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8 years: 25-

Given 1 hour

50 mg/kg in

before or 2 hours

equal doses, bid

after 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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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ontitis is the inflammatory disease that makes gingival
attachment loss and alveolar bone destruction. There are many
types of periodontitis. Chronic periodontitis and aggressive
periodontitis are the most common forms of periodontal disease.
Aggressive

periodontitis

was

once

named

as

juvenile

periodontitis or early onset periodontitis. But in 1999, the term
was changed into aggressive periodontitis because the criteria
between them are based on not onset age, but clinical,
radiographic, and historical features. There are many features
appearing in aggressive periodontitis in common.
Because of the different features between chronic and
aggressive

periodontitis

treatment,

and

in

prognosis,

clinical
we

symptom,

should

study

prevalence,
aggressive

periodontitis and do not take aggressive periodontitis for chronic
69

one. There are many studies on aggressive periodontitis;
however they were just searching one part of aggressive
periodontitis such as prevalence, risk factor, treatment or
pathogen. Therefore, all parts of these studies were integrated
into this study and Korean data was also added.
Method: We searched more than 200 papers of keyword
‘aggressive periodontitis’ through the pubmed, sciencedirect, and
google searching program. On the basis of these studies, we
explained and summarized aggressive periodontitis.
Conclusion: The

diagnosis

of

aggressive

periodontitis

is

conducted by clinical, radiographic, and laboratory methods.
Clinical method conducted by periodontal probe is the best way
to diagnose aggressive periodontitis. Diagnosing aggressive
periodontitis

is

periodontitis;

but

almost

the

same

as

diagnosing

there

are

some

criteria

to

chronic

distinguish

aggressive and chronic periodontitis. Accordingly, clinicians need
to find differences carefully. The prevalence of aggressive
periodontitis is much lower than that of chronic periodontitis. It
depends on race, region, and gender. Many studies also found
out

that

familiar

aggregation

is

related

to

aggressive

periodontitis. It means aggressive periodontitis is closely related
to genetic factors. Many genes (especially immune related gene)
are linked to aggressive periodontitis, but there are few studies
that found out specific gene related to aggressive periodontitis.
It is obvious that aggressive periodontitis and genetic factor are
related, but there is controversial evidence for the specific gene
influencing aggressive periodontitis. Pathogen in aggressive
periodontitis is very complicated because of multi-bacterial
infections.

In

Aggregatibacter

aggressive

periodontitis,

actinomycetemcomitans

and

proportions

of

Porphyromonas

gingivalis increases. However,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se
bacteria is not the diagnostic criteria of aggressive periodontitis.
There are many risk factors in aggressive periodontiti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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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ing, oral hygiene, systemic disease, and stress. The
treatments of aggressive periodontiti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non-surgical, surgical, and adjunctive antibiotics. It
is recommended to use adjunctive antibiotics to treat aggressive
periodontitis.

Aggressive

periodontitis

should

be

treated

carefully because aggressive periodontitis has a poor prognosis
and possibility of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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