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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교정치료시 치은 함입에 관한 치은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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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치열 총생이나 입술이 돌출된 환자들에서 대다수의 경우에 발치 교정치료를 시행한다. 이런 경우 많은

수의 환자들에서 교정치료 완료 후 발치된 공간이 폐쇄되었음에도 해당 발치 공간 부위에 치은이 주름을 형성하

는 치은 함입(gingival invagination)이 관찰된다. 이런 경우 폐쇄된 공간의 재발 및 국소적 치주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기에 치은 함입부에 대한 치주과적 처치가 필요하다.

본 증례의 환자는 치아가 맞지 않는다고 내원한 16세 여자 환자였으며 몇 년 전에 지역 치과에서 상악 소구치의

발치가 시행되었던 환자였기에 하악 소구치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시행하였다. 자연스럽게 폐쇄되었던 상악

소구치부와는 다르게 교정치료 완료 후 하악 소구치부위에서는 치은 함입이 관찰되어 치주과적으로 치은 함입부

위를 절제하여 치은 평탄화를 시켰다. 치은 평탄화 작업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좌측은 1회, 우측은 2회에 걸쳐서

시행하였으며 안정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치료를 통하여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 환자에서 발생하기 쉬운 치은 함입부의 치은 평탄화를 이룬 증

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주요어: 치은 함입, 교정 치료, 발치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2:28(1):79~86)

서 론

교정장치의 장착으로 잇솔질이나 타액의 자정

작용에 의한 세정효과가 낮아짐으로써 교정 환

자에서 구강위생이 불량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세균의 서식에 보다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게 된

다. 따라서 구강내 미생물군의 증가, 조성의 변

화 그리고 미생물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한다.
1)

교정치료 중에는 일반적으로 치주상태가 악화

되는데 Zachrisson
2)
은 치은생검 연구를 통하여

교정치료 중인 환자에서 치은염이 생기고 만성

염증세포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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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구강위생 관리 능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한 대부분의 환자에서

전반적인 치은염이 발생한다고 하였다.3-5)

교정치료시 심한 치열 총생, 입술의 돌출 등의

이유로 인해서 많은 경우 소구치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진행한다. 이러한 교정치료를 진행

한 경우 비발치 교정치료에 비해서 더 많은 교정

치료 기간을 가지거나, 교정치료 완료 후 유지기

간에 폐쇄되었던 공간이 다시 발생되는 재발의

현상을 갖게 되는데, 공간 폐쇄 후 재발의 원인

으로 transseptal fiber의 압박이 원인이라고 주장

되기도 하였다.6,7) 또한 발치 교정치료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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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 중에 치은 함입(gingival invagination)이

라는 치은 조직의 주름을 형성하여 겹치는 현상

이 발생되기도 한다. 치은 함입의 현상은 임상적

으로 주로 육안상 협측에서 관찰되나 실제적으

로는 협설측 모두를 연결하는 치간 유두부를 가

로질러 깊은 골을 형성하는 외면의 주름이다.

Robertson 등
8)
은 소구치 발치 환자의 약 35% 정

도에서 치은 함입이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다.

Rivera Circuns 와 Tulloch9)는 교정환자에서 이러

한 치은 함입의 생성이 부착치은의 폭경, 견치의

경사, 전체 치은 건강과는 상관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정치료 완료 후 폐쇄된 발치와 부분의

공간 재발생과도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Edwards
10)

는 교정적 재발과 연관해서 과다한 치

은조직의 외과적 절제를 보고하였고, Rönnerman

등
11)

은 교정치료 완료 후 폐쇄된 공간의 재발 원

인은 치은 함입 조직에서 glucose aminoglycan의

양적 증가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증례 보고는 교정치료를 시행한 환자에서

발치 치료 후 발생한 치은 함입부를 레이저 기기

Fig. 1. Initial intraoral photo.

를 이용하여 접힌 상피 조직의 제거와 치은 높이

수준을 일치시킴으로서 향후 공간 재발의 가능

성 감소와 치은 주름이 발생하여 구강위생 저하

를 일으키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에 관해

서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1. 환자 개요

16세 여성 환자로 치아가 맞지 않는다는 주소

로 내원하였다(Fig. 1). 초등학교 3학년때 지역 치

과에서 치아맹출 장애라는 진단하에 #14, 24를

발치하였고 간단한 장치 치료를 시행한 경험이

있었다. 추가적인 자료들을 구축하여 교정진단

을 시행하였으며 문제 목록으로는 1. 상악 열성

장, 2. 전치부 절단 교합과 개방교합, 3. 상하악

악궁 폭경 부조화(상악궁 폭경 협소화), 4. #14,

24 결손, 5. 입술 후퇴 안모, 6. 구치부 II급 관계

등이었다. 교정치료 계획으로는 #14, 24의 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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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정식 교정치료를 하기로 하였으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이미 상악 소구치가 발치되어 있

기에 하악 소구치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드렸으며, 추후 미약한 입술 후퇴 및 상대적

이부돌출 안모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설명 드렸

다.

2. 임상과정

1) 교정치료

구강외과에서 #34, 44의 발치가 이루어졌으며

교정과에서는 SPEED Bracket을 이용하여 교정치

료를 시행하였다. 교정치료 개시 후 4개월 기간

부터 하악 발치부분의 공간 폐쇄를 위하여 III급

구강내 고무줄(5/16, heavy)과 하악 치열에 power

chain을 적용하였다. 장치는 치료시작 26개월에

제거되었으며 유지장치는 상하악 설측에 소구치

부터 반대편 소구치까지 연장하여 부착하였으며

추가로 투명 유지 장치를 장착하였다(Fig. 2).

Fig. 2. Debonding intraoral photo.

2) 치주치료

교정치료 완료 2개월 후에 환자는 치주과로

의뢰하여 치은함입부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

다. #33과 #35 사이의 치은 함입은 치은 점막 쪽

을 향하여 수직으로 약4mm 길이를 보였으며 약

1mm로 깊이로 존재하였다. 수평적으로 설측으

로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은 함입이 치간유두의

협측 중앙에 약간 곡선형태로 존재하였다. 치은

함입은 치간 유두첨까지 함입된 모양으로 함입

부의 근원심으로 골짜기 모양과 같이 약간 풍융

한 상태였다. 1차 치료는 Nd:YAG 레이저로

20Hz 100J의 출력으로 주수하에 함입부 안의 접

힌 상피를 제거 하였고 협측의 양측에 풍융했던

치은은 주위 치은모양과 비슷하게 높이를 맞추

었다(Fig. 3). #43과 #45 사이의 치은 함입은 치은

점막 쪽을 향하여 수직으로 약 4mm 길이를 보였

으며 약 1mm로 깊이로 존재하였다. 치은 함입의

위치는 치간유두 협측에서 #45쪽으로 치우쳐서

주름의 모양으로 존재하였다. 함입부의 근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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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eatment photo of #33, 35 area. 1,2) at Debonding(occlusal, buccal), 3) 0 day

(1st OP), 4) 18 days later, 5) 62 days later

Fig. 4. Treatment photo of #43, 45 area. 1,2) at Debonding(occlusal, buccal), 3) 0

day(1st OP), 4) 18 days later, 5) 30 days later(2nd OP), 6) 62 day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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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ear retainer

로는 치은이 상대적으로 많이 풍융한 상태로 좌

측과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사용하여 함입부 상

피와 협측 치은을 삭제하였다. 시술 18일 후 치

유 확인시 #33, 35 사이의 치은 함입은 찾기 힘들

정도로 평탄화 되었으며 #43, 45 사이의 치은 함

입은 접힘 부위는 사라졌으나 #43부위의 치은

풍융한 정도가 치은이 부은 것처럼 재생되어있

어서 치은 함입 흔적처럼 남아있었다. 시술 30일

째에 남아있는 미약한 함입 흔적과 치간 유두의

근원심 높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 레이저로 치간

유두의 협측 상피를 제거하여 치간 유두의 양측

치은 높이를 균일하게 다듬었다(Fig. 4). 레이저

시술을 하기 전에 착용했던 투명유지장치의 치

은 모양 때문에 1차 시술 후 #43,45사이의 치은

이 적응한 것으로 보고 2차 레이저 시술 후 바로

인상을 채득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치은 형태를

기록한 투명유지장치를 재제작하여 환자에게 적

용하였다(Fig. 5). 시술 후 30일후에 확인시 #43,

45 사이의 함입 흔적과 근원심 형태 차이에 의한

비심미적 치은 모양이 모두 개선되었다.

총괄 및 고안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시 치은 함입이 발생하

는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다. 이번 환자를 관찰해

보면 과거 지역 치과에서 상악 발치 후 간단하게

교정치료를 시행한 부위에서는 치은 함입을 관찰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저자가 전체 교정치료를

시행하면서 공간을 폐쇄한 양측 하악 소구치 부

위에서는 하악 양측 모두에서 치은 함입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저자가 생각하기에 환자는 혼합치

열기인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 상악 소구치를 발

치하여 간단하게 치료하였기에 연속발치술을 시

행하였을 때처럼 자연스러운 치아의 이동과 맹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상악 발치부위에서는 치

은 함입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같은 환자에서 모든 치아의 맹출이 완료된

영구치열기 이후에는 하악 소구치를 발치하여 공

간폐쇄를 시행한부위에서는 치은 함입이 발생한

것이 관찰되었기에 분명히 치은 함입은 교정치료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치은 함입의 형태는 많은 경우가 치간 유두부

를 통해서 협설측에 연결된 채널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치과의사는 협측에서 환자를

관찰하기에 협측에서만 치은 함입이 발생하는 것

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환자에서 협측

과 설측을 연결하는 채널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치은 함입부에 대한 치료시 단순히 협측에서만의

접근이 아니라 협설측 모두를 처치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증례에서는 설측에서는 임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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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입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협측에서만 탐침으로

함입이 확인되어 협측만 치료가 진행되었다.

Rivera Circuns와 Tulloch9)는 발치 교정치료시

일반적으로 치은 함입이 발생한다고 이야기 하

였으며, 주로 상악치열보다는 하악 치열에서 잘

나타나며, 심하고 지속적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러나 본 저자가 임상적 경험으로 관찰시 치은 함

입이 발생되는 부위는 꼭 소구치 발치 후 공간폐

쇄를 시행하였을 때만 발생하지는 않았다. 어떤

경우 발치를 시행하지 않은 전치부 치간이개 환

자에서 전치부 공간 폐쇄시 치은 함입이 발생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발생 부위도 측절

치와 견치 사이었기에 발치와의 연관성 및 견치

와 소구치 사이에 꼭 발생한다는 것으로는 여겨

지지 않는다.

과거의 임상-방사선학적 연구를 보면

Wehrbein 등
12)
은 발치 교정치료를 경험한 환자에

서 비록 건강한 구강 환경과 염증이 없는 치은을

가졌더라도 치은 함입이 존재하는 환자에서 치

은 함입이 존재하지 않는 환자에서 비해 변연골

(marginal bone) 흡수가 더 높게 관찰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그리고 Wehrbein 등
13)

의 교정환자 사

체 연구에 의하면 골흡수 인접 연조직에서는 아

주 적은 염증 세포들만 관찰되었기에 골흡수에

관해서 염증의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치아가 서로 모아짐으로 인해서 골에 대한

치은 조직의 압박이 해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추

정해 볼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함입이 1mm 깊

이 정도로 깊지 않아서 골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Rönnerman 등
11)

과 Wehrbein 등
14)

은 조직학적

관찰을 통하여 치은 함입부에 증식성 치은 조직

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함입부의 증식은 상피에

서 관찰되며 주위 결합조직에서는 glucose

aminoglycan의 증가와 collagen의 감소를 보였다.

그중 glucose aminoglycan은 매우 탄성력이 있는

조직으로 폐쇄된 공간의 재발에 원인이 될 것으

로 추측하였다. 또한 그는 transseptal fibers의 압

박에 의해서 공간 재발이 발생한다고 이야기 하

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Rivera Circuns와

Tulloch
9)
는 교정치료가 완료된 몇 년 후에도 치

은 함입은 존재하며 폐쇄된 공간이 다시 벌어지

는 재발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비록 본 저

자의 임상 경험으로도 발치와의 공간이 재발된

경우에 치은 함입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했지만

치은함입이 존재하면서 공간이 지속적으로 폐쇄

되어 유지되는 많은 증례들이 있었다. 따라서 발

치를 동반한 교정치료시 치은 함입이 공간 재발

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으나 치은

함입과는 무관하게 교정치료시 부족한 치축개

선, 유지 기간 내 교합 간섭, 유지 장치의 탈락,

지속된 구강 악습관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

해서도 공간 재발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치주건강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름을 형성한

치은 함입은 전체 치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소적으로 주름이 형성

된 함입부에 음식물, 구강내 세균 등이 축적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치은 함입부의 국소

적 치주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기에 치은함입부

의 개선은 필요하다. 또한 치은 함입이 명백히

공간 재발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는 없지만 치

주과적으로 탄성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상피와 결

합조직의 주름을 제거해줌으로서 향후 발생 가

능한 재발의 요소를 없애 줄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 환자에서 발치 공간

폐쇄 후 발생한 치은 함입에 대해서 레이저 치료

를 이용한 치은 주름의 제거와 치은의 평탄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발생 가능한 폐쇄된

공간의 재발이나 국소적 치주 문제를 제거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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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Gingival Invagination after Orthodontic Treatment with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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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st patients with severe crowding or lip protrusion, orthodontic treatment with tooth extraction is done. In these

patients, even though space is closed after orthodontic treatment, gingival invagination is observed on the extracted site.

Since there are possibilities of space recurrence and regional periodontic problems occurrence, periodontic treatment is

necessary on the gingival invagination region.

This case was a 16 year old female with a chief complaint of crooked teeth. Since her maxillary premolars were already

extracted a few years ago at a local dental clinic, orthodontic treatment was done by extracting mandibular premolars.

Unlike maxillary premolar regions, gingival invagination occurred in mandibular premolar regions and gingival flattening

was done by excising the gingival invaginated region. Gingival flattening was done once on the left side, twice on the

right side and showed stable results.

This is a case report of a patient that was prone to gingival invagination after orthodontic treatment with extraction and

was treated with gingival flat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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