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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classification of periodontal and peri-implant diseases and conditions has recently been discussed and
adopted by the 2017 World Workshop co-sponsered by the 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gy (AAP) and the
European Federation of Periodontology (EFP). This workshop profoundly updated the 1999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of periodontal diseases and conditions that had been denounced by some to have shortcomings such as
diagnostic imprecision and application difficulties in both the clinical and scientific field; but had nonetheless been
widely used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workshop aimed to rectify the classification scheme by implementing
current findings considering the nature and pathophysiology of periodontal and peri-implant diseases. Case definitions
of each classification were also added to elaborate the details and propose a clear standard for diagnosis and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updated classification scheme of periodontal and peri-implant diseases and
conditions and acknowledge the changes made to the 1999 classification. By this the readers will be able to precisely
diagnose and treat patients presenting periodontal or peri-implant diseases based on up-to-dat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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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뿐 아니라 연구자가 병인, 자연사 및 질병 및 상태의 치
료를 조사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분류된 질병

치주 및 임플란트 주위 질병과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

의 임상적 특징과 생물학적 요소들을 진단과 연관 짓고

류체계는 임상의가 환자를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할 때

궁극적으로 질병별 치료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상적인
진단 분류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은 1977년부터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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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 왔으나1, 1999년의 치주 질환 및 상태 분

류2가 정립된 이후 특기할 만한 분류체계의 개편이 이뤄
진 적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근 20년 만에 치주 및 임플란트 주위 질병 분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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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뤄낸 국제 워크샵은 미국 AAP (American Academy

본

of Periodontology)와 유럽 EFP (European Federation of

Periodontology)가 공동 후원하여 2017년 11월 열렸으며,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치주학 및 임플란트 치
과의 관련 영역을 다루는 19개의 검토 논문과 4개의 합
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분류체계 지침을 마련하
였다. 분류 기준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과학적 증거
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나, 충분한 연구 데이터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더 낮은 수준의 증거 (lower
level evidence)와 전문가의 의견 (expert opinion)이 적용되

었다.

론

1. 치주 건강, 치은 질환 및 상태
1) 치주 건강

치주 건강이란 임상적으로 확인되는 염증이 없는 상태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생리학적으로는 세포 단위에서 면역
학적 항상성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적은 양의
biofilm이 있을 때는 biofilm과 면역 반응 사이에서 symbio-

sis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biofilm의 양이 많아지면서 병

적 기전을 보이는 세균이 많아져 dysbiosis가 나타나게 되

이 새로운 분류체계는 1999년 분류체계와 일부 비슷

어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만성 형태의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도 달라진 면들을 보이는데, 이는 이전의 분류체

파괴가 나타나면서 치주염의 진행 및 악화가 나타난다 (약

계가 진단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임상적 적용이 어려우
며 치주 질환의 생리, 병리적 연구 결과를 대변하지 못
한다는 점에 기인하여, 새 분류체계를 만들 때 최신 연구
결과들을 아우르면서 이들이 임상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초점으로 둔 것이 이유라 할 수 있다3. 크게 4개 그
룹으로 나뉜 진단 체계는 각 질환별 진단과 그를 뒷받침
하는 참고문헌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case definition’을
따로 두어 정리된 진단 기준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치주 및 임플란트 주위의 질병과 상태

추가적으로 숙주반응 (host response)의 결과로 자가 조직의
5

80%의 치주 조직 파괴는 host-mediated이다) .

치주염은 만성 염증 질환으로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
는 질환이나 안정적 상태에 돌입 (관해, remission)하더라도
재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Fig 1). 치주 건강과 치

은염의 관계는 가역적이나, 염증이 더 진행하여 치주염이
발생하면서 부착 소실이 일어나면 그 관계는 비가역적 관
계로 변한다. 치은염은 치주염의 관문의 성격을 띠며, 성공
적으로 치료된 치주염 환자, 다시 말해 안정적 치주염 환자

에 대한 최신 분류체계에 대해 정리하고 1999년 치주 질

는 치주 건강을 가진 환자 또는 치은염 환자와 비교해 치주

환의 분류체계와 달라진 점을 확인하여 치주 질환 및 임

던 환자는 치주염 부위에 집중한 (site-specific) 모니터링이

플란트 주위염 환자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임상가들에
게 최신 근거에 입각한 치료 지침을 제시하는 데 도움
을 주고자 함이다. 전체적인 분류체계를 정리한 내용이
4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

염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더 높으므로 치주염에 이환되었
필요하다. 실제로 치주 치료의 결과 완전히 건강한 치주 상
태를 이루기는 어려우며, 이를 반영하여 안정적 치주를 임
상적으로 4 mm의 탐침 시 출혈 (Bleeding on Probing (BoP))

없는 치주낭으로 정의하며, closed pocket으로도 부른다5.

Figure 1. 치주 건강을 보이는 환지와 치은염 환자 , 치주염 환자의 질병 진행에 따른 결과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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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질환의
치주조직의
발현과
발육성 및
후천성상태

치주질환

임플란트 주위 상태 및 질환

치주 상태 및
치주질환

치주 상태 및
치주질환

치주 건강,
치은 질환
및 상태

a. 치주조직의 염증에 영향을 끼쳐 치주조직의 상실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전신질환
b. 치주질환의 병인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전신 질환
c. 치주염과 독립적으로 치주조직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전신질환

치주염

전신질환의 발현으로 발생한 치주염
(ICD-10 code를 따르는
일차성 전신질환을 기반으로 분류)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및 경조직의 퇴축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임플란트 주위 건강

치아 및 보철 관련 요소

(traumatic occlusal forces)

외상성 교합력

점막-치은 형태이상 및 상태

기타 치주 조건

a. 국소적 치아 관련 요소
a. 국소적 보철물 관련 요소

a. 일차 외상성 교합
b. 이차 외상성 교합
c. 교정력

a. 치은 표현형(gingival phenotype)
b. 치은/연조직 퇴축
c. 치은 부족
d. 감소된 전정 높이

a. 치주 농양
b. 치수-치주 연관병소

a. Stages: 심도와 관리의 복잡 정도에 따라
Stage I: 초기 치주염
Stage II: 중등도 치주염
Stage III: 치아 상실 가능성 있는 심도 치주염
Stage IV: 치열 상실 가능성 있는 심도 치주염

괴사성 치주질환

치주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전신질환 또는 전신상태

a. 괴사성 치은염
b. 괴사성 치주염
c. 괴사성 구내염

비 biofilm 유도 치은염

e. 비정상적 소대/근육 위치
f. 치은 과다(gingival excess)
g. 색조 이상
h. 치근 노출 상태

b. Extent and distribution: 국소적; 전반적; 구치-전치
c. Grade: 진행 속도와 예상되는 치료 반응에 따라
Grade A: 느린 진행 속도
Grade B: 중등도 진행 속도
Grade C: 급속 진행 속도

a. 유전, 발달 장애
b. 특이성 감염
c. 염증성, 면역학적 상태
d. 반응성 과정

e. 신생물
f. 내분비, 영양 및 대사성 질환
g. 외상성 병소
h. 치은 착색

a. biofilm 단독으로 연관된 경우
b. 전신적, 국소적 위험인자와 관련된 경우
c. 약물 관련 치은 비대

biofim 유도 치은염

치주 건강, 치은 건강

a. 건전한 치주조직에서의 임상적 치은 건강
b. 퇴축된 치주조직에서의 임상적 치은 건강
i. 안정적 치주염 환자
ii. 비-치주염 환자

Table 1. 2017 치아주위조직 상태 및 치주질환 , 임플란트 주위 상태 및 질환의 전반적 분류 체계

Yang et al. 치주 및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 대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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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건강을 병리적 상태와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염으로 구분하는 것은 치은염을 치태 유도 치은염과 비

이상적인 치주 치료의 종료 시점을 결정하고 치주염의

치태 유도 치은염으로 나누던 1999년의 분류와 맥을 같

생리를 파악하며 인구집단 내 치은 또는 치주염 유병률

이 한다.

을 정리하고 개개인의 향후 질환 진행 가능성을 평가하

Biofilm-유도 치은염은 부위수준에서 “치태의 biofilm

기 위해 중요하다. 분류는 아래와 같으며, 크게 부착 소

과 숙주의 면역-염증 반응에 따라 치주 부착 (백악질, 치

실 및 골 소실의 유무로 나눌 수 있다.

주인대, 치조골)까지 침범하지 않고 치은에만 국한된 염

1. 건전한 치주 조직에서의 치주 (치은) 건강
2. 퇴축된 치주 조직에서의 치주 (치은) 건강

- 안정적 치주염 환자 (Stable periodontitis patient)
- 비 치주염 환자 (Non-periodontitis patient)
예시: 치은 퇴축, 임상 치관 확장술

여기서 건전한 치주 조직이란 부착과 골 소실이 없는 경우
를 의미한다. 퇴축된 치주 조직에서 치주 건강 중 안정된
치주염 환자는 국소적 전신적 위험인자가 조절되고 성공적
인 치주 치료 결과 치주 파괴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의 환
자를 말한다. 비 치주염 환자는 치은 퇴축, 임상 치관 확장
술 등으로 치주염 병력이 없으나 치주 조직이 퇴축된 경우
를 말한다.
이 개정안에서는 질병을 부위 (site-level)와 증례 (case,
6

증성 병소, 치태를 감소시킴으로써 가역적으로 해소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 이 역시 어떤 치주 환경에서 발생
했는가에 따라
1. 건전한 치주 조직에서 치은염

2. 성공적으로 치료된 안정적 치주염 환자의 퇴축된
치주 환경에서의 치은염
3. 비 치주염 환자의 퇴축된 치주 환경에서의 치은염
으로 나눌 수 있다.
치은염의 진단을 위해 규격을 따르는 periodontal probe

를 이용하여 25 g (0.25 N)의 가벼운 힘으로 전체 치아

를 각 치아당 mesio-buccal, mid-buccal, disto-buccal, me-

sio-lingual, mid-lingual, disto-lingual 6부위를 검사하여 탐
침 깊이와 BoP를 검사한다. 이는 이 지표가 여러 지표 중

patient-level)로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는데 , 이는 치은염을

가장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며, 치

나타내는 부위가 한두 군데 있다고 하여 치은염 환자로 볼

은 색과 모양은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부위 수준

수 없기 때문이다. 부위 수준 (site-level) 치주 건강의 경우

에서 biofilm-유도 치은염은 치은법랑 경계를 넘지 않고

상위의 분류에서와 같이 건전한 치주 조직에서의 임상적
치주 건강, 퇴축된 치주 조직에서의 비 치주염 및 안정된
치주 질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임상적으로 탐침 시
출혈 (BoP), 발적과 부종, 환자 증상을 공통으로 보이고 백

악-법랑 경계에서 1.0~3.0 mm 근단부에 위치하는 생리적
7

인 골 높이를 보인다 . 퇴축된 치주 조직에서는 추가적으로

부착 소실 및 골 소실을 보인다. 부위가 아닌 증례로 구분
할 때는 3 mm 이하의 치주낭 깊이를 보이며 <10%의 BoP
를 보이는 경우를 치주 건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앞서 본
closed pocket에서와 같이, 성공적으로 치료된 치주염 병력

이 있는 환자의 경우 BoP가 없는 경우 4 mm의 탐침 깊이

치은에 국한된, 치주 부착 (백악질, 치주 인대, 치조골)까
지 진행되지 않은 염증 병소로 정의되며, BoP를 보이고
3 mm 이하의 치주낭 깊이를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 10%

이상의 부위에서 BoP가 나타나면 치은염으로 분류하며,
이 중 10%~30%의 경우 국소적, 30% 이상의 경우 전반
적 치은염으로 분류한다.
임상적인 상황에서 치주염 병력이 있던 환자가 ≤ 4

mm의 탐침 깊이를 보이고 4 mm 부위인 지점에서 BoP가

없으면서 10% 미만의 부위에서 BoP를 보이는 경우 임
상적으로 건강하다 판단할 수 있으나, 치주염 재발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비 치주염 환자와 구분하여 유지 치주

까지 임상적으로 건강한 또는 안정적 (stable)인 것으로 정

치료를 시행하면서 재발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할 것을

계에 과도한 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을 정리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8.

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준을 3 mm로 정할 경우 유지치료단

권장하고 있다. 이상의 biofilm-유도 치은염에 대한 내용
치은염을 유발하는 치태의 침착량이나 치은염의 진행

2) 치은염

속도는 국소적인 선행 요인과 전신적인 변경 요인에 따

(1) Biofilm-유도 치은염

은염의 하부 범주에 정리되어 있다. “a”로 표시한 상태는

치은염을 biofilm-유도 치은염과 비 bifofilm-유도 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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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건강한 치주 조직 , 퇴축된 치주 조직 또는 비치주염 환자 , 성공적으로 안정된 치주염 환자에서의 치주 건강과 치은염의 분류
건전한 치주 조직

건강

치은염

탐침 부착 소실

없음

없음

탐침 치주낭 깊이 (위 치주낭이 없다는 가정 하에)

≤3 mm

≤3 mm

탐침 시 출혈a

<10%

있음 (≥10%)

방사선사진상 골 소실

없음

없음

퇴축된 치주 조직, 비치주염 환자

건강

치은염

탐침 부착 소실

있음

있음

탐침 치주낭 깊이 (위 치주낭 없다는 가정 하에)

≤3 mm

≤3 mm

탐침 시 출혈a

<10%

있음 (≥10%)

방사선사진상 골 소실

가능

가능

NB: 류마토이드 관절염과 같이 치주염은 완치되지 않는 질환으로 치료 후 안정/건강 또는 치은염을 정의하는 지표는 비치주염 환자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안정된 치주염 환자의 “임상적 건강”의 역치는 ≤4 mm로 설정되었다.

탐침 부착 소실

건강 ( = 안정성 Stability)

탐침 치주낭 깊이 (위 치주낭 없다는 가정 하에)

≤4 mm (탐침 깊이 4 mm인 부위는 BoP가 없어야 함)

탐침 시 출혈a

<10%

있음 (≥10%)

방사선사진상 골 소실

있음

있음

성공적으로 치료한 안정된 치주염 환자

치은염

있음

있음
b

≤3 mm

NB: 성공적으로 치주염을 치료한 환자에서 나타나는 치은 출혈은 질환 재발이나 진행성 부착 소실의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치은염은 임상적 건강의 ≤4
mm가 아닌 ≤3 mm의 얕은 곳의 출혈로 정의된다. 탐침 깊이가 4 mm이면서 출혈이 있는 경우 더이상 “닫힌 치주낭 (closed pocket)”이라고 보기 어렵다.
a

0.2~0.25 N의 가벼운 압력으로 탐침한다고 가정했을 때
성공적인 치주치료 후에도 치주염 환자는 치주염의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상적 건강을 위한 조건을 치주낭 깊이 ≤3 mm이면서 탐침 시 출혈이 없는 조건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많은 연구에서 치료된 부위의 100%에서 치주낭 깊이 ≤3 mm 이하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드물며 이 기준은 과잉 진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을 따르면 출혈이 없는 >3 mm의 부위가 “건강”한 부위로 분류되지 않아 감시 및 유지 치료보다 추가적인 침습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준은 ≤4 mm
이하로 정해졌으며 이는 치료 후의 임상 표현형 (post-treatment clinical phenotype)이 치료 전 표현형 (pre-treatment phenotype)과 다르게 간주되어야 함을 내포한다.
b

으로 나타난 경우로, 다른 의료종사자들의 진단 및 치료
참여가 필수적이다9.

진행에 따라 substance P, IL-1β, Cathepsin G, Elastase, 그리

고 α1 antitrypsin 등을 임상적 진단과 잇는 biomarker로 사

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11. 그러나 아직까지는 치은열구

(2) 비 biofilm-유도 치은염

액을 일반 임상의 환경에서 기본검사에 포함시키기 어려우

비 biofim-유도 치은염은 치태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고

므로 이러한 생물학적 표현형을 이용하는 방법론이 단순화

치태 제거로 해소되지 않는 다양한 치은 질환을 아우르

되지 않는 한 임상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는 개념이다. 이러한 치은 질환은 전신 질환의 발현으로

이러한 이유로 치은염 및 치주염에 대한 개정된 분류체계

구강 내로 국한될 수 있으며, 치태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

도 생물학적 표현형보다 임상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였다.

은 아니나 치태의 침착과 그에 따르는 치은부의 염증에

향후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가 집대성되면 더 정밀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내용은 Table 3에서 3. 비 biofilm 유

정확한 분류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도 치은염 하부 범주에 정리되어 있다 .

현재까지 치은염의 생물학적-근거 기반 분류체계는 정립
되지 않았으나, biofilm 내에서 독성이 높은 균주의 개체수

및 활동성이 높아진다는 microbial dysbiosis, 숙주의 과염

증 반응 (Hyper inflammatory host response), 그리고 환자 개

인의 정밀 의학 (precision medicine)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생물학적 근거기반의 진단의 큰 골격은 형성되었
다. Scott 등은 실험적 치은염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생
물학적 표현형 (biological phenotype)을 발견하고, 치은염의

2. 치주 질환
1) 치주염
(1) 분류체계의 변화

치주염은 다인자적 만성 염증 질환으로 dysbiotic한 치

태 biofilm과 연관되어 치주 조직의 점진적 파괴를 동반하
는 특징을 갖는다. 대표적 특징으로 치주 지지 조직의 소실

이 있으며 이는 임상적 부착 소실 (CAL; clinical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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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치주 건강과 치은 질환의 분류
<치주 건강과 치은 질환>

1. 치주 건강
A. 건전한 치주 조직의 임상적 건강
B. 퇴축된 치주 조직의 임상적 건강
i. 안정적인 치주염 환자
ii. 비치주염 환자
2. 치은염-Biofilm 유도
A. 치태 단독으로 관련된 경우
B. 전신적, 국소적 위험인자와 관련된 경우
i. 전신적 위험인자 (변경 요인)
a. 흡연
b. 고지혈증
c. 영양 요소
d. 약제
e. 성 스테로이드 호르몬
사춘기
월경 주기
임신
경구 피임약
f. 혈액학적 상태
ii. 국소적 위험인자 (선행 요인, 소인)
a. 치태 저류 인자 (풍융한 수복물 변연)
b. 구강 건조 (Oral dryness)
C. 약물-영향 치은 비대

3. 치은염-비 biofilm 유도
A. 유전/발달 장애
a
i. 유전성 치은섬유종증
B. 특이성 감염
i. 세균성 기원
a
a. 임균
a
매독
b.
a
c. 결핵
d. 연쇄상구균성 치은염
ii. 바이러스 기원
a
a. 콕사키바이러스 (수족구병)
a
b.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a
c.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a
d. 전염성 연속종 바이러스
e.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iii. 진균 기원
a. 캔디다증
b. 기타 진균
(히스토플라즈마, 아스페르길루스)

C. 염증성, 면역학적 상태
i. 과민반응
a
a. 접촉성 알러지
a
b. 형질 세포 치은염
a
c. 다형홍반
ii. 피부 및 점막의 자가면역질환
a
a. 천포창
a
b. 유천포창
a
c. 편평태선
a
d. 홍반성 낭창
iii. 육아종성 염증성 병소 (구강안면 육아종)
a
a. 크론병
a
b. 유육종증
D. 반응성 과정
i. 치은종
a. 섬유성 치은종
b. 석회화 섬유모세포성 육아종
c. 혈관성 치은종
d. 말초성 거대세포 육아종
E. 신생물
i. 전암병소
a. 백반증
b. 홍반증
ii. 악성병소
a
a. 편평세포암종
a
b. 백혈병 세포 침윤
a
c. 림프종
호지킨성
비호지킨성
F.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i. 비타민 결핍
a
a. 비타민 C 결핍 (괴혈증)
G. 외상성 병소
i. 물리적/기계적 손상
a. 마찰성 각화증
b. 기계적 유도 치은 궤양
c. 인위적 손상 (자해)
ii. 화학적 (독성) 화상
iii. 열 손상
a. 치은 화상
H. 치은 착색
a
i. 흑반증
ii. 흡연성 멜라닌증
iii. 약물-유도 착색 (항말라리아, 미노사이클린)
iv. 아말감 착색

a
“ ”로 표시한 상태는 연관된 전신적 상태가 있거나 전신 상태의 구강내 발현으로 나타난 경우로, 다른 의료종사자 들이 진단 및 치료에 참여가 필수적이다.

loss), 치조골 소실, 치주낭 형성, 치은 출혈을 통해 임상적

계점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 생물학적 표현형을 치주염

으로 나타난다.

의 진단 영역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는

1999년 분류체계에 따르면 치주염은 만성 치주염, 급성
치주염, 전신 질환의 표명으로 나타난 치주염, 괴사성 치
2

주염, 치주 농양으로 분류되었다 . 이러한 분류는 그동안

데, Kebschull 등은 다양한 치주염 사례에서 시행한 조직검
사 시편을 통해 유전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2가지 범주의

transcrpitome cluster를 확인하였으나 이 구분이 임상적 표

임상적으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각 진단이 중첩되어 서로

현형, 즉 만성/급성 치주염의 구분, 또는 국소적/전반적 치

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점과 근래의 연구에서 분류된 질환

주염의 구분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12.

간의 생리-병리학적 특징의 차이를 찾지 못한 점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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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배농되는 근관 병소; (5) 수직 치근파절

주염과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둘을 구분하는 임상 진단은 사라지게 되었으며13, 치주

새 분류체계는 치주염 증례를 Stage와 Grade로 구분하는

염은 크게 치주염, 괴사성 치주염, 전신 질환의 발현으로

방식을 따른다. 이는 치주 질환이 환자에게 끼치는 영향과

발생한 치주염으로 구분되었다 (Table 1).

증례를 치료하는 데 있어 필요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치
주 파괴의 심도와 범위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2) 치주염의 stage와 grade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Staging은 기존 방식에서 사용하

“염증에 의한 치주 조직의 소실”은 치주염을 정의하는

던 치주염의 심도 (severity)에 따른 분류 외에도 치료의 복

기본 소견 중 하나이며, 기준은 임상적 부착 소실 (CAL)이

잡성 (complexity)과 치열에서 진행이 된 범위 (extent)와 분

≥2 mm 이상으로 나타나거나 2개 이상의 인접하지 않은

포 (distribution)를 나타내며, 질병의 진행양상에 영향을 주

치아에서 ≥3 mm 이상 나타나는 지점으로 정의할 수 있

는 요소 (further progression)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적 지표에는 BoP가 나타나는

치간부위에서의 임상적 부착 소실의 정도에 따라 Stage I

지점, 4 또는 6 mm 이상의 탐침 깊이, 3 또는 5 mm 이상의

(initial), II (moderate), III (severe), IV (severe) 4단계로 분류

14
CAL이 있다 . 임상적 치료가 필요한 치주염 증례 또는 환

하며, stage III와 IV는 치주염으로 인해 발치된 치아 개수

자의 분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는 기존 분류에서 심한 치주염으

1. 2개 이상의 비 인접 치아에서 치간부 부착 소실이 탐

로 인해 치아를 발거할 경우 오히려 질병의 심도가 감소할
수 있는 역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지되는 경우 또는
2. 2개 이상의 치아에서 협측 부착 소실 ≥3 mm, 탐침 깊

이 후 탐침 깊이나, 수평 또는 수직 골 소실 여부, 치근이개

이 ≥3 mm를 보이는 경우, 이때 관찰된 부착 소실은

부 이환 정도, 치아 동요도, 상실치, 교합 붕괴, 잔존치조제

다음의 비-치주염 관련 원인과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

결손부의 크기와 같은 치료의 복잡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1) 외상성 기원의 치은 퇴축; (2) 치경부까지 진행된

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종 stage가 결정된다. 범위와 분포

치아 우식; (3) 제 3대구치의 위치이상이나 발치와 관

는 1999년의 분류와 동일하게 전체 치아 대비 이환된 치아

련된 제 2대구치 원심면의 부착 소실; (4) 변연 치주 조

30% 기준으로 국소적, 전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Table 4. 심도 (치간 부착 소실 정도와 방사선 골 소실 , 치아 소실에 따라)와 복잡성 , 범위와 분포를 반영하여 stage에 기반한 치주염의 분류
치주염의 stage
심도

복잡성

Stage I

Stage II

Stage III

Stage IV

치간 부착상실 최대치

1~2 mm

3~4 mm

≥5 mm

≥5 mm

방사선학적 골 소실

치관부 1/3 (<15%)

치관부 1/3 (15~33%)

중앙 1/3에서 근단 1/3 포함

치아 상실

없음

없음

4개 이하

중앙 1/3에서 근단 1/3 포함
5개 이상

국소적

최대 탐침 깊이 ≤4 mm
대개 수평골 소실

최대 탐침 깊이 ≤5 mm
대개 수평골 소실

Stage II 복잡성에 덧붙여:
탐침 깊이 ≥6 mm
수직 골 소실 ≥3 mm
2급 또는 3급이개부 병변
중등도 치조제 결손

Stage III 복잡성에 덧붙여
아래의 이유로 복잡한 재건이
필요한 경우:
저작 기능이상
2차 교합성 외상
(치아 동요도 ≥2도)
심도의 치조제결손
교합 붕괴, drifting, flaring
20개 이하의 잔존치

(10 opposing pairs)
범위와 분포

Stage에
descriptor로 추가

국소적 (전체 치아 대비 이환된 치아<30%), 전반적 (≥30%), 구치/전치 분포*

처음 stage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부착 소실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방사선 사진상 골소실을 사용한다. 이전에 발거한 치아의 발치 원인을 조사하여
치주질환으로 인한 것일 경우 stage에 반영할 수 있다. 복잡성이 없이도 심도만으로 치주염 case로 판정할 수 있으나, 복잡성 요소가 있을 경우 stage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급 또는 3급 이개부 병변이 있으면 부착 소실과 관계없이 stage가 III또는 IV로 높아질 수 있다. Case에 따라 여러 복잡성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복잡성 요인만 있어도
stage가 높아질 수 있다. 치료가 종료된 환자의 경우 부착 소실과 방사선학적 골 소실이 stage를 결정하는 주 요소이다. Stage를 높였던 복잡성 요소가 치료 후 사라지더라도 이를 낮은
단계로 바꾸어서는 안되는데 이는 원래 stage를 결정했던 복잡성 요인이 유지단계에서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치/전치 분포의 경우 이전에 국소적 유년형 치주염이라고 불렀던 젊은 환자에서 발견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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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15.

한편 grade는 환자의 과거력을 분석하여 질환에 대한 정

보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질환 진행 속도를 분석
하고, 향후 질환 진행 위험도,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평가
한다. Grading은 질환의 진행 속도에 따라 A (질환의 진행

이 느린 경우), B (중등도의 진행 속도), C (질환의 진행이

빠른 경우) 3단계로 나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기준은 5년간의 방사선 사진상 골 소실 혹은 임상적 부
착 소실 정도이며, 환자의 과거 정보가 없을 경우 나이 혹
은 치태의 양에 따른 골 소실 정도를 고려한 간접적 근거

에 따라 grade를 정하게 된다. 가능하면 항상 직접적 근거
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후 흡연 습관이나 당뇨 조
절 여부와 같은 전신적인 인자에 따라 최종 grade를 정하게
된다. 즉, staging과는 달리 grading은 환자의 금연 또는 혈

당 개선 노력 여하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상에서는 환자를 볼 때는 우선적으로 grade B

로 가정하고 grade A 또는 C로 바꿀 만한 특정 증거가 있는
지 찾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일단 질환 진행의 직, 간접적
근거에 따라 grade를 정하고 나면, 위험인자의 유무에 따라
grade를 수정할 수 있다. Grade를 결정하는 인자에 타액과

Table 5. 치주염의 Grade에 따른 분류
A등급:
질환의 진행이 느린 경우

치주염 등급

진행의
직접적 증거

종단 데이터
(방사선사진상 골 소실
또는 임상적 부착 소실)

B등급:
중등도의 진행속도

C등급:
질환의 진행이 빠른 경우

5년간 소실이 없는 경우

5년간 2 mm 미만

%골 소실/나이

<0.25

0.25~1.0

>1.0

증례 표현형

다량의 치태 침착에 비해
낮은 수준의 치주 파괴

치태 침착에 상응하는
치주 파괴

치태 침착에 대한
예상 밖의 치주 파괴

흡연

비흡연자

하루 10개피 미만의 흡연자

하루 10개피 이상의 흡연자

당뇨

혈당 정상/당뇨 진단 병력 없음

HbA1c<7.0%인 당뇨환자

HbA1c≥7.0%인 당뇨환자

5년간 2 mm 이상

주요기준
진행의
간접적 증거

Grade modifier

위험인자

Grade는 치주질환 진행 속도의 지표로 사용되어야 한다. 주 기준은 직, 간접적 질환 진행의 근거이다. 가능하면 항상 직접적인 근거를 사용한다; 임상가는 환자들을 일단 grade
B로 가정하고 A 또는 C로 바꿀만한 특정 증거가 있는지 찾아야 한다. 일단 질환 진행의 근거에 따라 grade를 정하고 나면, 위험인자의 유무에 따라 grade를 수정할 수 있다.
HbA1c = 당화혈색소 (glycated hemoglobin A1c)

Table 6. 괴사성 치주염의 분류
분류

환자

성인

선행 조건

HIV + /AIDS, CD4 count<200
감염이 확인되는 바이러스

면역억제가 나타나는 다른 중증 전신 질환

중증 전신적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의 괴사성 치주염

심각한 영양결핍a
소아

임상적 조건

괴사성 치주염, 괴사성 치은염,
괴사성 구내염, noma, 가능한 진행

극한의 생존 환경b
중증의 (바이러스) 감염c
비 조절성 요인: 스트레스, 영양, 흡연, 습관
기존의 괴사성 치주염: 잔존 상처

전반적 괴사성 치은염,
괴사성 치주염으로 진행 가능

치은염 환자에서
일시적/중등도의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의 괴사성 치주염

국소적 요인: 치근 근접도, 치아 위치이상

치주염 환자에서
a

일반적인 괴사성 치주염의 선행 요인
(Herrera et al. 논문 참조)

국소적 괴사성 치은염,
괴사성 치주염으로 진행 가능
괴사성 치은염, 진행 경우 적음
괴사성 치주염, 진행 경우 적음

retinol, ascorbic acid, zinc, albumin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되어 나타나거나 retinol, ascorbic acid, zinc 수치가 매우 낮게 나타나면서: 혈중 cortisol 수치와 타액 albumin과 cortisol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함
평균 이하의 주거환경에서 생활, 전신쇠약을 일으키는 소아 질환에 노출, 가축 주변 주거, 불량한 구강위생, 불량한 수질의 물 섭취, 분뇨의 배출의 용이하지 못한 환경
c
홍역, 헤르페스 바이러스 (CMV, EBV-1, HSV), 수두, 말라리아, 발열성 질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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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열구액 내 Biomarker가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보았던
치주염의 생물학적 분류에서와 같이 아직 축적된 과학적인

카테고리들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Albandar et al.의

결과를 간소화하면 아래와 같다17.

근거가 부족하여 향후 입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자세히 정

A. 유전질환 - 면역 연관, 구강점막 및 치은 연관, 결합

리되지는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15.

조직 연관, 대사 및 내분비 연관
B. 후천성 면역 질환

2) 괴사성 치주 질환

C. 염증성 질환

괴사성 치주 질환은 그 병리생물학적 기전상 다른 치

D. 기타 치주 질환에 연관된 전신 질환 - 당뇨, 비만, 골

주 질환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져 별도로 분류되었다. 괴

다공증, 관절염, 우울증, 흡연, 약물복용

사성 치주 질환은 중층편평상피층 내 및 결합조직 상층
부의 궤양의 존재로 특징지어지며 주변에는 비특이적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의 결과 당뇨 환자 (고혈당 환자)

급성 염증성 침윤이 관찰되고, 상층부부터 세균층, 호중

에서 치주 질환이 진행되는 데 있어 특이적인 병리학적

구 밀집층, 괴사층, 나선상균/세균성 침윤층으로 이루어

기전이 존재한다는 가설에 힘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 4개의 영역을 보인다. 이러한 궤양성 치주 질환은 환

는 이를 특정지을 수 있는 biomarker를 발견하지 못하여

자의 면역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환된 조직의 범

이를 따로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대신 grading system

위에 따라 괴사성 치은염, 괴사성 치주염, 괴사상 구내염

에 혈당 조절 정도를 추가하였다. 마찬가지로 향후 추가

으로 나눈다. 질환의 심화에 따라 급성 치조골 소실 또는

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다18.

골수염, 부골의 형성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
을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16.

(2) 기타 치주 조건

a. 치주농양

3) 전신 질환의 발현으로 발생한 치주 질환과 발육성 및
후천성 상태

치주농양, 괴사성 치주염, 그리고 빠르게 이환된 치수치주 연관병소는 다른 치주 질환과 달리 급성으로 나타

(1) 전신 질환의 발현으로 발생한 치주 질환

나고, 치주 조직의 빠른 파괴를 야기하며 환자가 큰 통증

치주 조직에 영향을 주는 전신 질환 및 상태는 크게

과 불편을 호소하는 특징을 갖는다. 치주농양은 치주낭

Table 7. 치주농양의 분류
치료하지 않은 치주염
치주염의 급성 악화

치주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음
보조적 치주 치료

치주염 환자에서
발생한 치주농양
(기존에 존재하던 치주낭)

스케일링 후
수술 후
치주염 치료 후
투약 후

비치주염 환자에서
발생한 치주농양
(기존에 존재하던
치주낭의 유무와 관련 없음)

전신적 항생제
다른 약물: nifedipine

끼임 (impaction)

치실, 교정 elastic, 이쑤시개, 러버댐, 음식물 등

습관

손톱 깨물기, 이악물기

교정 연관

교정적 힘 또는 반대교합

치은 과증식

치근 표면 변화

중증 해부학적 변화

치내치, 치외치, 치아이형성증

경도 해부학적 변화

백악질 탈락, 법랑질 pearl, 발육구

의원성 요인

천공

중증 치근 손상

균열 또는 파절, 치아균열증후군

치근외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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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름의 축적으로 특징지어지며, 그 결과 주변 조직의
pH가 낮아지면서 급성의 효소 매개 결합조직 분해가 일

두 내포된 표현이다. 많은 문헌에서 “biotype”으로 지칭

되나 이는 사실 유전형질을 의미하는 단어로 phenotype

어나면서 치주 조직이 단시간 내에 파괴된다. 반대로 만

을 쓰면 유전특성과 환경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나타

성 치주 질환과는 달리 빨리 치료하였을 때 조직 재생의

난 형질을 대표할 수 있다.
치은 두께 (gingival thickness)는 probe를 치은 열구에

잠재력이 더 크다.
치주농양은 이전에 존재했던 치주낭에서 발생할 수 있으
며, 치주낭이 없었던 부위에서 발생한 치주농양은 음식 끼
임 과거력 또는 악습관 같은 요소들과 연관된 경우가 대부
분이다. 치주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16.

삽입하였을 때 비치면 thin (≤1 mm), 비치지 않으면 thick

(>1 mm)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치은연부터 치은점막

경계 (MGJ)까지의 각화치은 너비 (keratinized tissue width)
도 치은양을 파악하는 데 고려할 수 있다.
치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각화치은의 양 (두께, 너비)

b. 치수-치주 연관병소

이 일정량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강위생관리

치수-치주 연관병소는 근관계와 치주 조직의 병적 연

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치주 건강은 유지할 수 있는

결이 존재하는 질환으로 치근부까지 도달하는 깊은 치

것으로 보고되었다20.

주낭을 보이고 치수염 또는 치수 괴사를 동반하기도 한
다. 치수-치주 연관병소는 그 일차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b. 치은/연조직 퇴축

따라 일차적 치수질환, 일차적 치주 질환, 치수-치주 복

개정안에서는 치은 퇴축을 치간부 부착 소실을 기준으

합질환 (일차적 치수질환에 의한 이차적 치주 질환, 일차

로 새롭게 3가지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1.

적 치주 질환에 의한 이차적 치수질환, 진성 복합질환)으

1. Recession type 1 (RT1): 치간부 부착 소실이 없는 치은

로 분류된다.

퇴축.

치근의 균열 또는 파절, 치근 또는 치수강의 천공, 치근

2. Recession type 2 (RT2): 치간부 부착 소실이 협측 부착

외흡수 등의 이유로 치근 손상이 존재하는 치수-치주 연관

소실보다 적거나 같다.

병소는 근관치료와 치주 치료를 병행하더라도 그 예후가

3. Recession type 3 (RT3): 치간부 부착 소실이 협측 부착

불량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19.

소실보다 크다.
치은 퇴축은 치간부 CAL, 치은 표현형, 치근의 상태 (우

(3) 점막-치은 형태이상 및 상태

식 또는 비우식성 치근 병소의 유무), CEJ의 위치, 치아 위

a. 치은 표현형 (gingival phenotype)

치, 소대의 위치, 주변의 퇴축부 유무 등에 영향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치은 표현형 (gingival phenotype)”, 또는

“치주 표현형 (periodontal pheonotype)”이란 표현을 사용

c. 치은 부족

부피를 나타내는 치은 표현형 (gingival phenotype)과 협측

e. 비정상적 소대/근육 위치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치주 표현형은 3차원적인 치은

치조골 두께를 나타내는 골 형태 (bone morphotype)가 모

d. 감소된 전정 높이

f. 치은 과다 (gingival excess)

Table 8. 치수-치주 연관병소의 분류
치근 균열 또는 파절
치근 손상이 있는 치수-치주 연관병소

치아 근관 또는 치수강의 천공
치근 외흡수

Grade 1- 1개치면의 좁고 깊은 치주낭 형성
치주염 환자의 치수-치주 연관병소

Grade 2- 1개치면의 넓고 깊은 치주낭 형성
Grade 3- 2개 이상의 치면에 깊은 치주낭 형성

치근 손상이 없는 치수-치주 연관병소

Grade 1- 1개치면의 좁고 깊은 치주낭 형성
비 치주염 환자의 치수-치주 연관병소

Grade 2- 1개치면의 넓고 깊은 치주낭 형성
Grade 3- 2개 이상의 치면에 깊은 치주낭 형성

92

Yang et al. 치주 및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 대한 분류

g. 색조 이상

h. 치근 노출 상태

합조직의 합)을 뜻하던 ‘생물학적 폭경 (biologic width)’은

‘치조정 상부 조직부착 (supracrestal tissue attachment)’이
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보

(4) 외상성 교합력 (traumatic occlusal force)

기존에 사용되던 ‘과도한 교합력 (excessive occlusion)’

이란 표현은 ‘외상성 교합력 (traumatic occlusal force)’으

로 대체되었다. 외상성 교합력 (traumatic occlusal forces)이
란 치주 조직과 치아의 적응 능력을 초과하는 힘으로, 교
합성 외상 (occlusal trauma, 조직학적 분석에서 확인되는
치주인대, 백악질, 치조골의 손상)과 치아 동요도, 과민
치수, 과도한 교모, 치아 이동, 저작 시 통증, 치아의 파절,

철물의 경계가 조직부착을 침범하면 염증이 생기며 부
착 상피가 치근방향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은연 하방의 보철물의 경계가 조직부착을 침
범하면서 생기는 염증의 결과가 치태에 의한 것인지, 외
상에 의한 것인지, 재료의 독성 때문인지 혹은 요소들의
합의 결과로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25.
치태 유도 치은염 또는 치주염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끼

방사선 사진에서 비후된 치주인대 공간, 치근 흡수, 백악

치는 국소 치아 관련 요소로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 치근

질 비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의

파절, 치경부 치근 흡수 및 백악질 분리 (cemental tear), 치

결과 외상성 교합력이 치주 부착의 소실 및 치은 퇴축을
일으키거나 비우식성 치경부 병소를 야기한다는 근거는
없다 (치주인대의 염증을 일으키거나 동물 연구에서 치
조골의 소실을 가속화하는 제한된 근거는 존재한다.)22.
a, b. 일차/이차 외상성 교합

근 인접도, altered passive eruption이 있다. Altered passive

eruption은 치은연 또는 치조골이 치관 쪽으로 위치하는 발
달 형태이며 위치주낭을 형성하거나 심미성을 해치는 요소
로 작용한다. 이는 치주 수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b. 국소 보철물 관련 요소

개정안에서는 일차 외상성 교합과 이차 외상성 교합을

이상적 고정성 보철물은 치주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차 외상성 교합은 외상성 교합이 건전

작용하지 않는다. 대신 보철물의 디자인, 제작 과정, 시적

한 치주 조직에 작용하여 발생한 조직 손상을 뜻한다. 이

및 접착 과정, 그리고 보철물의 재료가 치태의 저류, 치

는 임상에서 적응된 동요도 (adaptive mobility = fremitus)

로 나타나며 진행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이차 외

은 퇴축, 치주 조직의 소실로 이어질 수는 있다. 보철물의
emergence profile이 양호하면 환자 스스로 치태 조절을 하

상성 교합은 치주 조직이 소실된 치아에 대해 작용한 외

기 용이해 치태 저류가 발생하지 않아 부착 소실이 이루

상성 교합력의 결과로 발생한 조직 손상으로 진행성 동

어지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emergence

요도 (progressive mobility)를 보이게 되며 그 결과 치아의
이동, 기능 시 통증이 발생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외
상성 교합력에 대한 조절뿐 아니라 치주 치료가 필요하
며, 진행성 동요도를 보이는 치아는 환자 불편 감소를 위
해 splinting이 필요할 수 있다22.
c. 교정력
동물 연구의 결과 특정 교정력은 치주 조직에 부정적
으로 작용하여 치근흡수, 치수 염증, 치은 퇴축 또는 치
조골 소실을 야기한다고 보고되었다23. 반대로 구강위생
이 잘 유지되는 경우 치주 조직의 손상 없이 치아 교정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고도 있다24.
(5) 치아 및 보철 관련 요소

a. 국소 치아 관련 요소

치조정 상부의 조직 부착 (접합상피와 치조정 상부 결

26

profile을 정의하기에는 연구의 결과가 부족하다 .
3. 임플란트 주위 질환 및 상태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치주 상태 및 치주 질환과 유사
하게 임플란트 주위 건강, 연조직에 국한된 임플란트 주
위 점막염,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 지지골까지 이환된 임
플란트 주위염으로 구분한다. 또한 임플란트 주위 연조
직 및 경조직의 퇴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1) 임플란트 주위 건강

임플란트 주위 건강이란 발적, BoP, 부종, 화농이 없

는 임플란트 주위 치주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역시 probe

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임상적으로 탐침 깊이의 변화 유
무와 BoP의 유무가 중요한 임상 지표가 된다. 임플란트
의 특징상 백악질과 치주인대가 없고 교원 섬유가 치아
에서와 같이 치근 수직으로 주행하지 않아 탐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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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 치아보다 낮고 탐침 깊이가 자연치보다 깊게 나

4)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및 경조직의 퇴축

타나며, 치간유두는 치아 사이보다 임플란트 사이가 낮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및 경조직의 퇴축은 일차적으로

게 나타난다. 사람에서 임플란트 주위 점막의 수직적 높

무치악 부위에서 치아 소실에 따른 자연치유의 결과로

이는 상피 (열구 상피와 얇은 접합 상피) 2.0~2.2 mm, 결

생긴 치조제의 흡수의 결과로 생긴다. 크기가 큰 골 결손

합 조직 1.1~1.7 mm로 측정되어 전체 약 3~4 mm의 부
27

착 높이를 보인다 .

부위는 치주염의 결과로 생긴 치주 부착의 소실, 치근단
병소, 치근 파절, 얇은 협측 피질골, 치아의 위치, 발치 중

과거 임플란트 주위 점막에 탐침 시 연조직 봉쇄 (seal)

치조골 손상, 외상, 상악동의 함기화, 약물, 골형성을 저하

를 손상시킨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동물 실험결과 임상

하는 전신 질환, 치아 무형성, 가철성 보철물에 의해 가

적 탐침 후 5~7일 후 연조직 접합이 완전히 재생되었다

해진 압력 등과 연관된다. 반면 임플란트 치은 퇴축은 임

28

고 보고되었다 .

플란트 위치 이상, 협측 피질골의 부족, 얇은 연조직, 각
화 치은의 결손, 인접치의 상태 및 수술 과정에서의 외상

2)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과 연관되어 있다. 임플란트 주변 각화치은의 유무가 임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임플란트 주위 골 소실 (mar-

플란트의 수명과 유의한 연관 결과가 있지는 않으나 환

ginal peri-implant bone loss)이 없는 연조직에 국한된 염

자가 임플란트 주위 관리를 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준다

증으로 정의된다. 임상적으로 BoP로 알 수 있으며 임플

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 유두의 높이

란트 주위 치태 축적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당뇨, 흡

는 인접치의 치주 부착 수준에 영향을 받는 반면, 임플란

연, 방사선 치료 등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트와 임플란트 사이 유두의 높이는 임플란트 사이 골의

되었다. 비 치태 유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존재한다

높이에 영향을 받는다. 협측 피질골이 임플란트 협측의

는 근거는 부족하다. 실험적 인간 대상 연구에서 치태 축

연조직 지지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뚜렷이 밝혀

적에 의해 발생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해소될 수 있

지지 않았다31.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치태 제거 이후 점막염의 임상
적 증상들이 해소되기까지는 약 3주가 소요된다는 보고

결

가 있다29.

론

2017 진단 분류 개정안의 특이점을 정리하자면,

3)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태 축적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임
플란트 주위 조직의 병적 상태로, 임플란트 주위 점막
의 염증과 임플란트 지지골의 진행성 흡수를 보이는 특

1. 치주 건강과 임플란트 주위 건강이 정의되었고

2. 만성 치주염과 급성 치주염이 치주염으로 통합되었
으며

징을 갖는다. 임상적으로 연조직 염증은 BoP로, 골 소실

3. 치주염을 심도와 관리 복잡성을 고려하여 Stage, 이

은 방사선 사진상으로 평가하며 탐침 깊이를 통해 임플

환 범위, 그리고 진행 속도와 예상되는 치료 반응에

란트 주위염의 심도를 평가할 수 있다. 초기 방사선 사진
(보철물 최종 합착 시)이 없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은 3

mm 이상의 골 소실과 6 mm 이상의 탐침 깊이 및 BoP를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임플란트 주위염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치주염보
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더 빠르게 진행하는 양상을 보인
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 요소로 과
거 치주염 병력, 치태 조절이 잘되지 않는 경우, 임플란
트 치료 후 주기적 내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흡
연과 당뇨의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의 잠재적 위험인자
30

로 규명하기에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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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Grade 로 추가적으로 분류하였으며

4. 전신 질환의 표명으로 발생한 치주염은 ICD-10 code
를 따르는 일차성 전신 질환을 기반으로 분류하였
으며
5. 치주농양과 치수-치주 연관병소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치주 조건으로 따로 정리하였으며
6. 치주 biotype (periodontal biotype)과 생물학적 폭경
(biological width)은 각각 치주 표현형 (periodontal

phenotype)과 치조정 상부 조직부착 (supracrestal tis-

sue attachment)으로 바꿔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7. 과도한 교합력 (excessive occlusal force)은 외상성 교
합력 (traumatic occlusal force)으로 대체하였으며

Yang et al. 치주 및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 대한 분류

8.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서 최종 보철물을 수복한 방
사선 사진상 ≥3 mm 골 소실을 보이거나 방사선 사

gingivitis. J Clin Periodontol 2012;39:123-31.

12. Kebschull M, Demmer R, Grün B, Guarnieri P, Pavlidis P, Papa-

진이 없어도 ≥6 mm 열구 깊이를 보이면서 BoP가

panou PN. Gingival tissue transcriptomes identify distinct peri-

있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할 수 있음을 확

13. Fine DH, Patil AG, Loos BG. Classification and diagnosis of ag-

인하였다.

odontitis phenotypes. J Dent Res 2014;93:459-68.

gressive periodontitis. J Clin Periodontol 2018;45:S95-S111.

이러한 개정은 치은염, 치주염 및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과학적 고찰과 치료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그동안
배출된 많은 연구 집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새
로운 분류체계가 임상 및 연구 영역에 정확히 적용되어
진료에 도움이 되고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
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4. Holtfreter B, Albandar JM, Dietrich T, Dye BA, Eaton KA, Eke
PI, et al. Standards for reporting chronic periodontitis prevalence

and severity in epidemiologic studies: Proposed standards from

the Joint EU/USA Periodontal Epidemiology Working Group. J
Clin Periodontol 2015;42:407-12.

15. Tonetti MS, Greenwell H, Kornman KS. Staging and grading of

periodontitis: Framework and proposal of a new classification and
case definition. J Clin Periodontol 2018;89:S159-S72.

16. Herrera D, Alonso B, de Arriba L, Cruz IS, Serrano C, Sanz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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