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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은 퇴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칫솔질, 재발

성 염증, 열상, 의원성 요소가 있다.1 이들 원인 중 의원성 
치은퇴축(iatrogenic gingival recession)은 교정치료에 의
한 치은 퇴축이 대표적이며, 근관치료 중 발생된 과도한 
기구조작에 의한 치근 천공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 
교정치료에 의한 치은퇴축의 원인으로 얇은 치은과 교정

력에 의한 치아의 과도한 협측 변위, 브라켓 및 와이어 등
의 치태 및 치면 세균막에 의한 치은염의 심화 등으로 알
려져 있다.2 근관치료에 의한 치근 천공으로 인한 치은퇴

축은 흔치 않으나, Seltzer 등은 근관치료 중에 일어나는 
치근 천공 시 치주조직의 염증, 치주인대의 파괴, 골흡수, 
치주낭 형성, 그리고 치은퇴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한 바 있다.3

Miller는 치은퇴축을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I급은 치

은퇴축이 치은치조점막 경계(mucogingival junction)까
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 II급은 치은퇴축이 치은치조점막 
경계에 인접하나 부착소실 및 연조직, 골조직의 파괴가 
없는 경우, III급은 치은치조점막 경계에 인접한 치은퇴

축 및 치간부위에 한정된 부착소실을 타나낼 때 그리고 
IV급은 치은치조점막 경계까지 연장된 치은 퇴축이 심각

한 연조직 및 골조직의 소실을 동반할 때로 설명하였다.4 
치은퇴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치근 피개술

이 존재하며 술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나 술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Miller의 분류 I, II급에서는 100%의 치은 피개

를 이루어야 한다. 1956년 Grupe에 의해 소개된 측방변

위판막술은 인접 치은에 충분한 부착치은이 존재하는 단
독으로 발생한 좁은 치은 퇴축 치료에 용이한 술식으로 
판막의 유연성과 예지성 있는 각화치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대 96%의 유의성 있는 평균 치근 피개

율(mean root coverage)을 얻을 수 있음이 보고 되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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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ival recession could occur after orthodontic or endodontic treatment. This could influence not only functional and aesthetic 
problem, but also patient’s treatment satisfaction. There are a lot of techniques for preventing gingival recession, but laterally 
positioned flap with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could get definite advantages such as increase of keratinized gingival 
width and harmonious color match between graft tissue and surrounding tissue. Clinician should select a right patient case and 
diagnosis with clinical and radiography exam. In a surgical procedure, getting enough amounts of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and flap coverag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clinical outcomes in this case report shows laterally positioned flap with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could be a treatment with predictive outcome. (J Dent Rehabil Appl Sci 2016;32(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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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cchelli는 그의 저서에서 측방변위판막술의 시행 
시 필요한 공여부 및 수여부의 특징과 판막의 형성에 대
해 저술하였다. 공여부는 노출된 치근의 백악법랑경계

(cementoenamel junction)에서 측정된 폭경에 최소 6 
mm 근원심으로 연장된 폭을 지녀야하고, 치관-치근방향

으로 최소 1 mm의 부착치은과 2 mm의 각화치은이 존
재해야하며, 최소 1 mm의 두께의 각화조직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수여부는 노출된 치근의 근원심부

에 각각 3 mm의 수평절개를 하고, 수직절개는 노출된 치
근의 근심치은변연과 평행해야하며, 노출된 치근의 원심

치은변연에서 열구 내 사면절개를 시행하며 이를 연장시

켜 근심 수직절개와 연결시킨다고 설명하였다. 판막은 부
분층과 전층의 혼합형태로 형성하는데, 노출된 치근면에 
닿는 판막의 중심부는 전층판막, 그 외의 부분은 부분층 
판막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Fig. 1).8

또한 치은 퇴축의 치료 시 유리치은 이식과 상피하결합

조직 이식을 동반한 술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상피하결

합조직 이식술은 유리치은 이식술에 비해 이식편에 대한 
우수한 혈류 공급, 구개 공여부의 빠른 치유 및 적은 술 
후 불편감, 인접조직과의 조화로운 색조, 얇은 치은에도 
성공적인 치근피개 가능 등의 장점을 갖는다 보고 되었

다.9 Lee 등은 교정치료 후 발생된 Miller의 분류 III급의 
치은 퇴축 발생 환자에게 상피하결합조직 이식을 동반한 
측방변위판막술을 시행 했을 때 78%의 치근피개를 보고

하였다.8 Carnio와 Neiva는 근관치료 중 의원성 치근 천
공으로 인해 치은 천공 및 골 열개가 발생한 환자에게 상
피하결합조직 이식을 동반한 측방변위판막술을 시행했

을 때 최대 6년간의 추적관찰시 성공적이었다 보고한 바 
있다.10 정 등도 근관치료 중 가열된 plugger로 인해 치은

괴사와 치조골 노출이 발생한 두 환자에게 동일한 술식

으로 성공적인 치근피개를 이루었다.11

따라서 본 증례에서는 상피하결합조직 이식을 동반한 
측방변위판막술을 통해 의원성 치은퇴축을 치료한 사례

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1. 증례 1

20세의 여성환자가 아래쪽 잇몸이 내려가 있다는 주소

로 내원하였다. 1년 전 교정치료를 완료한 상태로 임상

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 하악 좌측 중절치의 2 mm의 
치은퇴축, 3 mm의 임상적 부착 수준(clinical attachment 
level) 그리고 각화치은 결손을 나타내어 Miller의 분류 II
급으로 진단하였다(Fig. 2).

하악 좌측 중절치 근심 치근단부위에 부분층의 수여부

를 형성하였고, 인접 측절치의 치근단 부위에 공여부를 
형성하였다. 동측 상악 구개측에서 상피하결합조직을 8 
× 3 × 1 mm의 크기로 채득하고 수여부에 6-0 흡수성 봉
합사(Coated vicryl 6-0, Ethicon Inc., Somerville, USA)
로 봉합하여 고정시킨 뒤, 하악 좌측 측절치 치근단 부위

의 공여부 판막을 근심으로 이동시켜 5-0 비흡수성 봉합

사(Ethilon 5-0, Ethicon Inc.)로 봉합하였다. 상악 구개

측 공여부 및 대구개 혈관도 5-0 비흡수성 봉합사로 간접 

Fig. 1. (A) Donor & recipient site design, (B) Mix-thickness flap. CEJ, cementoenamel junction; Split, split-thickness flap; 
Sharp, sharp horizontal incision & full-thickness flap.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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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 시행하였다(Fig. 3).
15일 후 발사 시행하였고 주변 치은과의 조화가 양호

한 100%의 치근피개를 얻을 수 있었으며 구개측 공여부

의 양호한 치유양상을 나타내었다(Fig. 4). 술 후 3개월의 
치근피개량은 시술 직후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되었으

며, 임상적 부착 수준은 약 1 mm로 측정 되었다(Fig. 5).

Fig. 2. (A) Initial aspect of Case I showing Miller Class II localized gingival recession at the mandibular left central 
incisor, (B) Panoramic radiography of Case I.

A B

Fig. 3. Clinical view of surgical procedure. (A) A lateral flap was positioned over the connective tissue graft and sutured, 
(B) Palatal donor site was sutured.

A B

Fig. 4. Postoperative clinical view after 15 days. (A) Stable healing observed at recipient site and (B) palatal donor site.

A B

Fig. 5. After 3 months clinical view of Case I. 

Lee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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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례 2

26세 여성환자가 신경치료 한 곳 코 부위가 뻐근하고 
잇몸이 낫지 않는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상악 좌측 측
절치의 이차우식으로 인해 근관치료를 진행하여 본원 내
원 일주일 전 완료한 상태였다.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검
사 결과 근관충전 중 발생된 과도한 열로 인한 골괴사 및 
부골형성을 동반한 치은퇴축으로 Miller의 분류 II급으

로 진단하였다(Fig. 6).
부골 적출술(Sequestrectomy)을 위해 판막을 거상

하였고, 퇴축된 치은 변연부에 골소주 양상(trabecular 
pattern)이 보이지 않는 부골이 관찰되었다. 노출된 부골

을 삭제한 후 6-0 비흡수성 봉합사(Ethilon 6-0, Ethicon 
Inc.)로 봉합 완료하였다(Fig. 7). 15일 후 발사하였으며, 
삭제한 골의 치유를 위해 수술 후 4달 뒤 치근피개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당일 임상적 검사로 측정된 치은퇴축 길이는 3 
mm며 임상적 부착 수준은 5 mm로 측정되었다. 상악 좌
측 측절치 근심 치근단부위에 부분층의 수여부를 형성

하였고, 인접 견치의 치근단 부위에 공여부를 형성하였

다(Fig. 8). 우측 상악 대구치 무치악 부위에서 상피하결

Fig. 6. Initial aspect of Case II showing Miller Class II 
localized gingival recession with sequestrum at the 
maxillary left lateral incisor.

Fig. 7. Clinical view of surgical procedure for sequestrectomy. (A) Sequestrum observed below the recessed gingival 
margin, (B) Suture after trimming sequestrum.

A B

Fig. 8. Clinical view of surgical procedure. (A) Showing 3 mm gingival receesion, (B) Partial thickness flap incision 
making for recitient site.

A B

Laterally positioned flap using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for iatrogenic gingival recess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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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직을 13 × 8 × 2 mm의 크기로 채득하고 수여부에 
4-0 흡수성 봉합사(Coated vicryl 4-0, Ethicon Inc.)로 봉
합하여 고정시킨 뒤, 상악 좌측 견치 치근단 부위의 공여

부 판막을 근심으로 이동시켜 4-0 흡수성 봉합사로 봉
합하였다. 상악 구개측 공여부는 4-0 비흡수성 봉합사

(Happylon 4-0, Shirakawa Co., Takayama, Japan)로 봉
합 시행하였다(Fig. 9).

15일 후 발사 시행하였고 주변 치은과의 조화가 양호

한 상태이나 백악법랑경계 하방 약 1 mm의 치근이 피개

되지 않았다. 구개측 공여부의 양호한 치유양상을 보였

으며 견치 치근단 공여부위의 치은퇴축도 일어나지 않았

다. 술 후 3개월의 치근피개량은 시술 직후와 유사한 수
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임상적 부착 수준은 약 2 mm로 

측정되었다(Fig. 10). 이후 보철물 제재작을 통해 노출되

어있는 치근을 피개하였고 1년 후 점검 시 치아 및 치은

의 조화로운 형태가 유지 되었다(Fig. 11).

Fig. 9. Clinical view of surgical procedure. (A)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ing from edentulous ridge, (B) The 
graft tissue positioned at recipient site, (C) A lateral flap was positioned over the connective tissue graft and sutured, (D) 
Edentulous donor site was sutured.

A B

C D

Fig. 10. (A) Postoperative clinical view after 15 days and (B) after 3 months. 1 mm gingival recession remained.

A B

Fig. 11. After 1 year clinical view of Case II.

Lee SJ



335J Dent Rehabil Appl Sci 2016;32(4):330-7

고찰

치은퇴축을 치료하기 위한 치근피개술식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크게 유경판막 이식술과 유리판막 이
식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혈관이 없는 치근 표면에 이식

된 판막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혈행이 지속되는 유
경판막 형태의 술식들이 선호된다.12,13 유경판막 이식술

에 해당하는 치관변위판막술과 측방변위판막술은 수여

부 연조직과의 색조, 형태 등의 조화를 이루기 좋고 성공

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두 가지 술식에 대한 많
은 비교 연구가 있었고 그 결과 또한 다양했으나, 2010년 
Santana 등은 치관변위판막술과 측방변위판막술의 비교 
연구에서 측방변위판막술이 술 후 획득되는 각화치은의 
양이 유의성이 있게 많다고 보고하였다.15 본 증례들은 
수여부의 각화치은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그 양의 증
가를 도모하기 위해 측방변위술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Zucchelli 등은 maximum root coverage (MRC)의 개
념에 대해 소개했는데, 치은퇴축 및 국소적 요인으로 인
해 해부학적 백악법랑경계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
우 술 후 MRC를 예측할 수 있는 가상선을 설정할 필요

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cementoenamel junction 
point angle (CPA)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는 마모로 인
해 존재하지 않는 협측 백악법랑경계가 아닌 치간유두에 
가려진 인접면 하방의 백악법랑경계와 협측 치은이 만나

는 점을 의미한다. 해당 마모치아의 근원심 CPA간 기존 
백악법랑경계의 scallop형태로 연결된 가상선이 예측 가
능한 MRC라 설명하였다. 또한 치간유두가 퇴축되어 있
는 경우도 MRC를 예측할 수 있다 보고하였는데, 퇴축이 
일어난 치아와 인접 정상치아의 CPA를 수평으로 이은 
가상선에서 두 치아의 접촉점(contact point)까지의 길이

가 이상적인 치간유두의 높이(ideal papilla height)이므로 
퇴축된 치간유두의 tip에서 이상적 치간유두의 높이만큼 
내려간 위치까지만 MRC가 가능하다 설명하였다.16

결합조직의 채득 부위는 전치부 구개측, 구치부 구개

측, 그리고 상악 결절부위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수여

부의 위치는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
치부 구개측의 상피하결합조직의 경우 조직밀도가 구개

측에 비해 떨어져 혈행공급이 유리하여 이식편의 생존률

은 높으나 술 후 수축률이 높아 예지성이 떨어진다. 구개

측과 상악 결절부위의 조직은 밀도가 높아 생존률은 낮
을 수 있으나 술 후 수축률이 낮아 예지성 있는 치료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구개측의 결합조직을 사용할 경우 

판막으로 최대한 피개하여 혈행을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

다.17 적절한 이식편 크기 및 두께에 대해 Yotnuengnit 등
은 100%의 치근피개율을 얻기 위해서 노출된 치근 주변 
조직으로 최소한 3 - 5 mm 확장되거나, 노출된 치근면보

다 최소 11배 넓은 이식편을 채득할 것을 추천하였으며,18 
Langer 와 Langer는 1.5 mm가 이식편의 이상적인 두께

라고 하였다. 또한 이식편 상방의 판막의 피개량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노출된 치근면 위의 유일한 혈류 공급원으

로서 1/2 - 2/3를 피개할 것을 추천하였다.19 본 증례에

서 사용된 이식편들은 1 - 2 mm의 두께와 노출된 치근면 
근원심 조직으로 3 - 5 mm 확장된 폭경을 지녀 이상적인 
형태에 완벽히 부합하진 않으나, 이식편 전체를 판막으

로 피개하여 원할한 혈행공급을 통해 이식편의 생존률을 
높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사료된다.

Miller는 치근 피개의 성공 기준에 대해 백악법랑경계

까지의 치근 피개, 탐침 깊이 2 mm 이하, 탐침 시 출혈 없
음, 적절한 각화치은대 형성, 적절한 색조화, 심미적 조
직 형태 그리고  지각과민의 감소라 제시하였다.20 증례 1
에서는 좌측 견치부위의 치은치조점막 경계가 약간 치관

부위로 이동되면서 점막치유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적절한 양의 각화치은 형성에 성공하였고 그 외의 성공 
기준에 모두 부합하므로 성공적인 증례라 할 수 있었다. 
증례 2에서는 완전한 치근피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보철물 재제작을 통해 마무리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MRC 개념으로 설명 가능한데, 기존 보철물의 낮은 접촉

점과 더불어 해당치아의 퇴축된 치간유두에 의해 MRC
가 가능한 높이가 해부학적 백악법랑경계보다 낮아졌다 
해석된다. 그러나 색조조화, 적절한 각화치은대, 민감도 
감소 등의 측면에서 성공적이라 볼 수 있었다. 또한 두가

지 증례 모두 수여부의 반흔 형성 없이 치유 되었다. 추 
후 지속적인 관찰 및 다양한 증례에서의 치료 및 연구가 
필요로 하나 위 두가지 증례로 미루어 볼 때 상피하결합

조직 이식술을 동반한 측방변위판막술은 의원성 치은퇴

축 환자에 있어서 선택 가능한 치료법으로 사료된다.

결론 

의원성 손상으로 인한 치은퇴축은 심미적, 기능적 손
상을 주고 치료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환자의 상
태에 대한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검사를 시행하여 치근

피개술을 통한 회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 된 경우

(Miller의 분류 I, II급), 상피하결합조직 이식술을 동반한 

Laterally positioned flap using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for iatrogenic gingival recess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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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방변위판막술은 예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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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하결합조직 이식을 동반한 측방변위 판막술을 통한 의원성 치은퇴축 치료   

증례보고

이성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은퇴축의 원인 중 하나인 의원성 치은퇴축은 교정치료 또는 근관치료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능적, 심미적 
문제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만족도도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한 치료 방법으로 다양한 술식이 존재하나, 상피하결합조

직 이식을 동반한 측방변위판막술은 각화치은량의 증대, 치유된 치은의 수여부 연조직과의 조화로운 형태 및 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술 전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한 예지성 있는 적절한 증례 선택을 필요로 하며 술식에 있어 
적합한 양의 상피하결합조직 획득과 판막의 피개량을 고려해야 한다. 본 증례보고의 두 가지 다른 원인의 의원성 치은퇴

축의 치료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상피하결합조직 이식을 동반한 측방변위판막술은 의원성 치은퇴축의 치료법으로 우수

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1년 이상의 추적관찰시 높은 예지성을 보였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6;32(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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