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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의도적 지연재식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전향적 연구 

 

<지도교수: 이 승 종>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안 주 일 

 

본 연구의 목적은 의도적 지연재식술의 성공률과, 누적생존율,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는 데에 있다. 

200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의도적 

지연재식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술후 1개월, 3개월 6개월, 그 후에 6개월 

마다 내원하도록 해서 임상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다. 요인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fisher’s exact test, Chi-square test, logistic regression, Kaplan Meier 

생존분석, Cox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시행된 총 57개의 증례 중 6개월 이상 관찰된 51개의 증례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총 51개의 증례 중 26개 (50.1%)의 증례에서 술 전보다 치아 상태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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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31개 (60.8%)가 생존하였다.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술 전의 

치아의 동요도 (initial mobility)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진행된 치수 - 치주질환의 경우 통상적인 근관 치료 및 치주 치료로써

는 치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최후의 치료방법으로 의도적 지연재

식이 제시될 수 있으며, 치아의 술전 동요도가 1도 이하일 때, 더 성공적인 결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되는 말 : 의도적 지연재식, 성공률, 생존율, 기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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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지연재식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전향적 연구 

 

<지도교수 : 이 승 종>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안 주 일 

   

 

I. 서론 

 

치수질환에 의해 기인한 치수-치주 복합질환은 통상적인 비외과적 근관치료 및 

외과적 치주치료를 통해 성공적인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치근이 복잡

한 해부학적 형태를 가진 경우, 기구 접근이 어려워 치주치료가 어려워지며, 제거

되지 않은 세균과 염증으로 인해 치주 조직의 재감염이 일어나게 된다 (Wang J 

et al., 2012; Siqueira JF, Jr., 2001). 특히 치근단까지 진행된 치주염의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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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어려움은 더 커져 (Dominic P Lu, 1986), 통상의 근관치료 및 치주치료 후

에도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Lu등은 치주적으로 이환된 치아를 의도적 재식술을 통해 염증을 제거해 치료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으며, 그 이후로도 많은 저자가 치주적으로 이환된 치아를 의

도적 재식술을 시행해서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보고하였다 (Baykara M et al., 

1995; Baltacioglu E et al., 2011; Nagappa G et al., 2013). 통상적인 치주치료가 

어려운 치아에 대해, Demiralp 와 Baykara등도 의도적 재식술을 이용해 치료할 

경우, 기구 접근이 더 양호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치료결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하

였다 (Demiralp B et al., 2003; Baykara M et al., 1995).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도적 재식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치주조직의 지지가 중요

하며, 중등도 이상의 치주질환이 존재할 경우, 의도적 재식술은 금기로 여겨진다 

(Kratchman S, 1997). 치주적으로 건강한 치아와, 치주적으로 예후가 불량한 치

아의 의도적 재식술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치근 표면이나, 발치와

에 잔존할 수 있는 세균으로 인한 재감염의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Lee등은 정상적인 치주치료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치아를 발거하고, 발치

와의 염증조직 해소를 위해 일정시간을 기다린 후 재식하였을 때, 임상 및 방사선

학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를 의도적 지연재식술이라고 칭하였다 

(Lee et al., 2014).  

의도적 지연재식술은 치수질환에 의한 이차적 치주질환을 가진 치아에서 정상

적인 치주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 치료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술식이다. 

그러나 의도적 지연재식술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성패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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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관여하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보존과에서 시행된 의도적 지연재식술의 성

공률과, 누적생존율을 조사하고, 성패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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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가.  연구 대상 

치수질환에 의한 이차적 치주질환이 치근단까지 이환되어 정상적인 치수-치주

치료로 치유를 기대하기 힘들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에서 hopeless 

tooth로 판단한 치아  

 

환자 본인이 발치보다는 치아를 유지하기 원하는 경우 

  

 

200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과보존과에서 

가. 의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술식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의

도적 지연재식술을 시행하였으며, 술식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는 연세

대학교 연세의료원 연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15-0185) 

 

나.  의도적 지연재식의 진행 과정 

대상 치아 부위에 2% Lidocaine (1: 100,000 epinephrine)을 이용해 국소마취

를 시행하고, 발치 기자 및 겸자를 이용해 치근면 손상을 최소화하며 발치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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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발치와 및 발치 한 치아의 육아조직은 조직 겸자, 큐렛 및 수술용 큐렛, 

spoon excavator를 이용해 제거하였다. 발치 한 치아는 감염방지를 위해 7-14

일간 Flumarin® (일동제약, 서울, 대한민국)을 첨가한 하트만 용액(중외제약, 서

울, 대한민국) (1mg/mL 농도)에 냉장 보관하였다.  

치아를 보관하는 동안 수술용 현미경 (OPMI PICO; Carl Zeiss, Gottingen, 

Germany) 하에서 fine-grid diamond bur를 이용해 치근 활택을 시행하고, 

high-speed diamond bur를 이용해 치근의 장축에 수직으로 3mm 정도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한 후, 메틸렌 블루 용액으로 절단된 치근면을 염색, 20 - 26배의 

고배율에서 관찰하였다. 이후 High-speed diamond bur (Komet 858 010; 

Komet, Rock Hill, SC) 또는 slow-speed 1/2 round bur (Komet RA 1/2; 

Komet)를 이용해 3mm 정도 깊이로 치근단 역형성을 시행하였고, 치근이 얇거나, 

isthmus, fin 등이 존재할 경우 ultrasonic tip (KiS; Obtura Spartan, Algonquin, 

IL)을 이용해 치근단 역형성을 시행하였다. 와동 형성이 끝나면 다시 한번 치근면

을 20 - 26배의 고배율에서 관찰한 후 건조시키고, Super EBA (Harry J. 

Bosworth, Skokie, IL)로 치근단역충전을 시행하였다.  

7-14일 후 환자가 재내원 하였을 때 2% Lidocaine (1: 100,000 epinephrine)

을 이용해 국소마취를 시행하고, 부분적으로 치유된 발치와에 치아를 재식 하였다. 

재식 후 치아가 안정적이라면 별도의 splint 없이 환자에게 거즈를 물고 있도록 

하였고,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Resin-wire splint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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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술 후 내원 및 평가 

수술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에 환자를 내원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내원하게 하였다. 내원 시 치근단 방사선 사진 촬영 및 임상 검사를 시

행하고, 환자의 가장 최근 내원 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치료 결

과를 평가하였다. Resin-wire splint는 1개월 후 내원하였을 때, 제거하였고, 안

정성이 부족한 경우 더 유지하였다. 

 

1) Good (G) : 아래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Good으로 평

가하였다. (Fig. 1) 

첫째,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 없다. 

    둘째, 치주낭 깊이가 술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셋째, 타진 시 증상이 없다. 

               넷째, 방사선 사진상에서 골 치유가 관찰된다. 

 

 

2) Poor (P): 증상은 개선 되어 기능은 하고 있으나 치주낭 깊이의 감소

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 Poor로 평가하였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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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il (F):  술 전보다 동요도가 증가하였거나, 치주질환의 지속 또는 

재발, 심각한 치근흡수, 혹은 증상의 지속 등의 이유로 치아를 유지할 

수 없어 발치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Fail로 평가하였다. (Fig. 3, 4) 

 

4) 위의 분류와 더불어, 술 후 치근의 유착이나 치근 흡수가 있었는지  

기록하였다. 

 

Figure 1. Case of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with good result: preoperative 

periapical view (left) and 39 months follow up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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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se of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with poor result: preoperative 

periapical view (left) and 36 months follow up (right)  

 

 

 

Figure 3.  Case of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with result of fail due to 

imflammatory root resoption : preoperative periapical view (left), 38 months 

follow up (middle) and 58 months follow up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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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ase of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with result of fail due to 

periodontal problem : preoperative periapical view (left), 4 months follow up 

(middle) and 15 months follow up (right) 

 

 

라.  평가 요인  

연령, 성별, 악궁의 종류, 치아 위치, Splint 기간, 치주낭의 범위, 술 전 동요도 

(Initial mobility), 술 전 주관적 증상의 유무를 평가할 변수로 포함하였다. 

연령은 40세를 기준으로 40세 이상과 40세 미만으로 구분하였으며, 치아 위치

는 전치, 소구치, 대구치로 분류하였다. Splint 기간은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으

로 분류하였으며, 치주낭의 범위는 1point에서만 깊은 군과, 2point 이상에서 깊

은 군으로 분류하였다. 술전 동요도는 1도 이하인 군과, 2도 이상인 군으로 분류

하였다. 주관적 증상의 경우 환자가 술 전에 저작통, 혹은 자발통은 호소한 경우

를 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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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계 분석 

술 후 병적 상태가 개선 되었는지, 개선 되지 않았는지 평가하기 위해, (G)을 

개선된 그룹 Improved (I),  (P)와 (F)를 한 그룹으로 묶어 개선되지 않은 그룹 

Not improved (N) 으로 설정하였고, 치아가 생존한 그룹 (G) 과 (P)를 묶어 

Survival (S)로 명명하였다. (Fig. 5) 

전체 증례 중 개선된 증례(Improved)의 비율을 성공률, 생존한 증례 

(Survival)의 비율을 생존율로 계산하였다. 

 

 

Figure. 5: Grouping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라. 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의도적 지연재식의 성패, 치근의 유착, 치근흡수와 상

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를 시

행하였고, 이 요인들 중 의도적 지연재식의 성패, 치근의 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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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

였다. 

라. 의 요인들이 의도적 지연재식을 시행한 치아의 생존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Kaplan 

Meier 생존분석을 시행하였고, 이 요인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ox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 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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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시행된 총 57개의 증례 중 6개월 이상 재검에 응한 51개의 증례가 연구에 포

함되었다. 단 6개월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발치 한 증례는 실패 증례로 분류하

였다. Recall rate은 89.5% 였으며 평균 23개월 (6개월 - 72개월) 간 경과 관찰 

하였다. 치유 결과를 보면 총 51개의 증례 중 26개 (50.1%)의 증례에서 술 전에 

비해 치아 상태가 개선(G) 되었고, 31개 (60.8%)가 생존(S)하였다. 

치유에 관련된 Chi-square test 결과, 여러 요인들 중 술 전 동요도(p<0.05)

와, 치아 위치(p<0.05)가 술 후 치아 상태 개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었으나(Table. 1),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한 결과에서는 술 전 동요도

가 1도 이하일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5) (Table. 2) 

치아의 생존에 대한 Chi-square test 결과, 여러 요인들 중 술 전 동요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술 전 동요도가 1도 이하일 경우 더 높은 생

존율을 보였다. (p<0.05)(Table.3) Kaplan Meier 생존 분석 결과에서는 치아의 

위치, 술 전 주관적 증상의 유무가 치아의 생존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전치나 소구치에 비해 대구치에서 의도적 지연 재식 후 치아의 생존율이 떨어지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p<0.05)(Figure. 6) 술전의 주관적 증상이 있었던 증

례에서 생존율이 더 높았다. (p<0.05)(Figure. 7)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이 

생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기 위하여 시행한 Cox regression에서는 술 

전 동요도와 주관적 증상의 유무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

며, 술 전 동요도가 1도 이하인 경우와 주관적 증상이 있었던 경우 유의미하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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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이 높았다. (p<0.05) (Table. 4).  

유착에 대한 Chi-square test 결과, 악궁의 종류, 치아 위치, 술 전 주관적 증

상이 치근의 유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p<0.05) (Table. 5) 이에 대

한 Logistic regression 결과 악궁의 종류만이 치근의 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

쳤으며, 상악에서 치근의 유착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p<0.05)(Table. 6) 

치근 흡수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치근 흡수가 일어난 증례가 적었기 때문에 통

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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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ivariate analysis between prognostic factors 

and result of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Variables I, n(%) N, n(%) P value * 

Age   0.18 

 <40 12 (63.2) 7 (36.8)  

 ≧40 14 (43.8) 18 (56.2)  

Sex   0.645 

 Male 15 (48.4) 16 (51.6)  

 Female 11 (55.0) 9 (45.0)  

Arch type   0.285 

 Maxilla 11 (61.1) 7 (38.9)  

 Mandible 15 (45.5) 18 (54.5)  

Tooth position   0.046 

 Anterior teeth 2 (66.7) 1 (33.3)  

 Premolar 7 (87.5) 1 (12.5)  

 Molar 17 (42.5) 23 (57.5)  

Splint   0.332 

 <3month 9 (42.9) 12 (57.1)  

 ≧3month 17 (56.7) 13 (43.3)  

Pocket   0.525 

 1 Point 20 (48.8) 21 (51.2)  

 ≧2 Point 6 (60.0) 4 (40.0)  

Initial mobility   0.014 

 ≦1 24 (60.0) 16 (40.0)  

 ≧2 2 (18.2) 9 (81.8)  

Subjective symptom   0.274 

 no 4 (36.4) 7 (63.6)  

 yes 22 (55.0) 18 (45.0)  

*Chi square or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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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the prognostic factors 

and result of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95% confidence interval  

Variables Exp (B) Lower Upper P value 

Tooth position     

 Premolar  vs  Anterior 1.292 0.029 57.889 0.895 

 Molar  vs  Anterior 17.146 0.544 540.377 0.106 

Initial mobility     

 ≧2  vs  ≦1 16.481 1.407 193.052 0.026 

상수항 0.05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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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ivariate analysis between prognostic factors 

and survival of tooth at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Variables S, n(%) F, n(%) P value * 

Age   0.146 

 <40 14 (73.7) 5 (26.3)  

 ≧40 17 (53.1) 15 (46.9)  

Sex   0.62 

 Male 18 (58.1) 13 (41.9)  

 Female 13 (65.0) 7 (35.0)  

Arch type   0.217 

 Maxilla 13 (72.2) 5 (27.8)  

 Mandible 18 (54.5) 15 (45.5)  

Tooth position   0.229 

 Anterior teeth 2 (66.7) 1 (33.3)  

 Premolar 7 (87.5) 1 (12.5)  

 Molar 22 (55.0) 18 (45.0)  

Splint   0.656 

 <3month 12 (57.1) 9 (42.9)  

 ≧3month 19 (63.3) 11 (36.7)  

Pocket   0.506 

 1 Point 24 (58.5) 17 (41.5)  

 ≧2 Point 7 (70.0) 3 (30.0)  

Initial mobility   0.01 

 ≦1 28 (70.0) 12 (30.0)  

 ≧2 3 (27.3) 8 (72.7)  

Subjective symptom   0.061 

 no 4 (36.4) 7 (63.6)  

 yes 27 (67.5) 13 (32.5)  

*Chi square or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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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nalysis of Kaplan Meier survival according to tooth position 

 

 

 

 

 

 

 

 

 

 

Figure 7. Analysis of Kaplan Meier survival according to subjective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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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x regression for the tooth survival 

  95% confidence interval  

Variables Exp (B) Lower Upper P value 

Initial mobility 
3.266 1.176 9.071 0.023 

Subjective symptom 0.25 0.089 0.7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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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ivariate analysis between prognostic factors 

and ankylosis of tooth 

Variables 

No ankylosis 

, n(%) 

Ankylosis, 

n(%) 

P value * 

Age   0.221 

 <40 16 (84.2) 3 (15.8)  

 ≧40 22 (68.8) 10 (31.3)  

Sex   0.553 

 Male 24 (77.4) 7 (22.6)  

 Female 14 (70.0) 6 (30.0)  

Arch type   0.022 

 Maxilla 10 (55.6) 8 (44.4)  

 Mandible 28 (84.8) 5 (15.2)  

Tooth position   0.012 

 Anterior teeth 0 (0.0) 3 (100.0)  

 Premolar 6 (75.0) 2 (25.0)  

 Molar 32 (80.0) 8 (20.0)  

Splint   0.673 

 <3month 15 (71.4) 6 (28.6)  

 ≧3month 23 (76.7) 7 (23.3)  

Pocket   0.657 

 1 Point 30 (73.2) 11 (26.8)  

 ≧2 Point 8 (80.0) 2 (20.0)  

Initial mobility   0.35 

 ≦1 31 (77.5) 9 (22.5)  

 ≧2 7 (63.6) 4 (36.4)  

Subjective symptom   0.028 

 no 11 (100.0) 0 (0.0)  

 yes 27 (67.5) 13 (32.5)  

*Chi square or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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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the prognostic factors 

and ankylosis of tooth 

  95% confidence interval  

Variables Exp (B) Lower Upper P value 

Arch type 0.119 0.021 0.69 0.018 

 Mandible  vs  Maxilla     

Tooth position     

 Premolar  vs  Anterior 0 0  0.999 

 Molar  vs  Anterior 

 

 

0 0  0.999 

    Subjective symptom     

 Yes  vs  No 56449154

8.7 

0  0.999 

상수항 15.3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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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치수질환에 의한 이차적 치주질환에 이환 되어 통상적인 근관 치료 및 치주 치

료로써 치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의도적 지연 재식을 통해 치주인

대의 재생 및 성공적인 치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Figure. 1)  

치주 인대 재생에 있어 예전부터 관심사는 치주인대 세포의 활성도의 유지였는

데, 이는 치주 인대 내에 세포가 살아있어야 의도적 재식술 또는 자가 치아이식술

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dreasen JO et al., 1995; Andreasen JO et al., 

1981). 본 연구에서 발거한 치아는 Flumarin을 첨가한 하트만 용액에 보관하였

는데, 하트만 용액은 등장성의 용액으로, 조직손상이 적고, 임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Flumarin을 첨가해, 치아 보관 용매로 사용하였다. 이때 Flumarin 농도는 

여러 세균 종의 MIC 90을 충분히 넘어서는 수치로 (Isamu Y et al., 2003; 

Ruckdeschel G et al., 1988; Ito M et al., 1991), 이로써 치아를 보관하는 동안 

치면의 세균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살아 있는 치주인대 세포의 양은 구강 외

에서 보관 시 2일이 지나면서 급감하며 (Chung J-H et al., 2010; Lee Y, 2011), 

3일 이후부터는 공기 중에 건조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 (Jang SM, 2014). 그러므

로 살아 있는 치주인대 세포의 양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구강 외에 3일 이상 보

관된 치아를 재식 시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의도적 지연재식의 경우, 발거한 치아를 7-14일간 

구강 외에서 보관했음에도 총 51개의 증례 중 26개 (50.1%)의 증례가 술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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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되었고, 31개 (60.8%)의 치아가 생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살아 있는 치

주인대 세포의 양이 재식된 치아의 예후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닐 수 있음

을 시사한다. 2014년 Cho는 보관 치아 치주인대의 단백질을 분석한 연구에서, 즉

시 채취한 군에 비해 보관 군에서는 양이 상당량 유지되지만 건조 군에서는 크게 

감소하는 35개의 단백질 spot을 찾아 분석하였는데, 16개가 Vimentin 혹은 그것

의 isoform 이었다. Vimentin은 치주인대섬유의 주성분인 제 1형 교원질을 생산

하는 mRNA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 3형 필라멘트 단백질이라는 점을 생

각할 때, 1주 이상 보관 후 재식 시 치주인대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처럼 구강 외 보관 시간이 1주일 이상 되는 의도적 지연 재식의 경우 치근 

표면에 있는 치주인대 세포의 생활력만으로는 예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발치와에 

남아 있는 섬유아세포나 미분화 간엽세포로부터 치주 인대 재생에 필요한 섬유아

세포를 공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발치와로부터 증식하는 세포를 끌어당기거나 부

착을 유도할 수 있는 단백질이 치근 표면에 있고,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다면 치근 표면에 살아있는 치주인대세포 없이도 치주 인대가 재생될 수 있을 것

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더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치주인대 재생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지연재식은 염증성 치근

흡수, 혹은 재발 되거나 지속되는 치주적인 문제 등으로 실패할 수 있다. (Figure. 

3, 4)  

이러한 실패를 피하기 위해 증례 선택 단계에서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 술 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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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가 의도적 지연재식 후 치아 상태 개선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며, 치아

의 생존에는 술 전 동요도와, 술 전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치근의 유착에는 악궁의 종류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며, 상

악에서 더 유착이 많이 일어났다. 치근 흡수에 영향을 끼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없

었는데, 이는 치근 흡수가 일어난 증례 수가 적었기 때문 (4개의 증례에서 발생)

일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 

 본 연구에서,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으로 연령을 구분하였을 때, 40세 미만에서 

성공률 및 생존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 차는 없었다. Choi등 

(Choi et al., 2014)에 의하면 의도적 치아 재식술을 시행한 치아 (의도적 지연 

재식은 아님) 에서 생존율은 나이와 관계 없었고, Cho등 (Cho et al., 2016)도 의

도적 치아 재식술 후 치유와 나이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의도적 지연 재식

을 연구한 본 논문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나이와 술식의 성공률 및 치아의 생존율

은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연령 구분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별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치주질환에 더 잘 이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Desvarieux M et al., 2004). 또한 근관 치료의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남

성이 여성에 비해 첫 번째 근관 치료의 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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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quis VL et al., 2006). 하지만 Choi등 (Choi et al., 2014), Cho등 (Cho et 

al., 2016)은 의도적 치아재식술의 성공과 성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성공률과 생존율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 차는 없었다. 

 

악궁의 종류 

악궁의 종류는 의도적 지연 재식의 성공률이나, 생존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

나, 치근의 유착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쳤다. (p<0.05)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악에서 하악에 비해 치근의 유착이 더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아 위치 

Chi-square test 에서는 치아 위치가 의도적 재연재식의 성공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었으나,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한 결과 의도적 지연재식의 성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Song등 (Song et al., 

2013)에 의하면 미세 치근단 수술에서 치아 위치는 예후에 관여하는 요인이며, 

상악 전치부에서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기구 접근이 용이하며, 

이 부위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가 덜 복잡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Friedman 

S, 1998). 하지만 의도적 치아 재식술의 경우 치아 위치가 치료의 결과에 유의미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Choi et al., 2014; Cho et al., 2016), 이는 의도적 

치아 재식술의 경우 치아를 발거한 상태에서 술식을 진행하므로 부위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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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의도적 지연 재식의 경우에도, 치아를 

발거해 진행하므로, 시야와 기구접근이 용이해, 치아 위치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된다. 

 

Splint 기간 

 Splint 기간 또한, 성공률이나 생존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일반적

으로 재식 후 Splint 기간이 늘어날수록 치근 유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알

려져 있지만 (Nasjleti CE et al., 1982), 본 연구에서는 Splint 기간이 치근 유착

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치주낭의 범위 

 술 전 탐침 시 1 point에서만 치주낭이 깊게 형성된 경우와, 2 point 이상에서 깊

게 형성된 경우에 성공률이나 생존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 포

함된 증례 중 치주낭이 2 point 이상에서 형성된 경우의 대부분은 2 point에서만 

치주낭이 깊게 형성되었는데, 모든 증례에서 인접한 2 point에서 치주낭이 깊게 

형성되었다.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된 치주낭이 2 point 이상에서 깊게 형성된 군

은 1 point에서만 깊게 형성된 군의 치주낭의 형태는 임상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

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단, 서로 떨어진 2 point 이상에서 치주낭이 깊게 형성된다면 술 후 치주질

환에 재감염될 경로가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6 - 

 

술 전 동요도 

 술 전 치아의 동요도는 의도적 지연 재식의 성공 (p<0.05) 및 치아의 생존에 

(p<0.05)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치아의 동요도가 클 

경우 술 후 치아에 대한 지지 부족으로 인해 구강 내 세균에 재감염될 수 있는 

경로가 많고, 초기 고정이 더 불량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술 전 치아의 동

요도가 큰 것은, 이미 치주 조직의 파괴가 심함을 시사하고, 의도적 지연 재식 시

행 시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치관-치근 비율이 더욱 불량해지므로, 

상대적으로 치주 조직의 지지가 많은 치아에 비해 예후가 불량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주관적 증상 

 Cox regression 결과 환자의 술 전 주관적 증상의 유무가 치아의 생존율에 유의

미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p<0.001), 술 전에 증상이 있었던 경우가 더 생존율

이 높았다.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느끼는 증상이 조금만 개선이 되더라도, 치아를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생존율이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

서 Poor (P)로 분류된 5개의 치아는 모두 술 전에 주관적 증상이 있었으며, 이 

중 2 치아는 술 전보다 치주낭의 범위가 증가하였다. 해당 증례들은 추후 발치 가

능성이 높으나, 환자의 증상이 없어 우선은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술 전 

주관적 증상이 있었던 군의 생존율이 높게 측정되었다. 실제로 술 전의 주관적 증

상이, 의도적 지연재식의 성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의도적 지연 

재식 후 치아의 생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보인 것은 이러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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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주관적 증상의 경우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며, 느끼는 증상

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객관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요인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실패 증례는 지속되는 치주 질환이나 재발한 치주 질환

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치주질환의 발생 및 진행과 관련 있는 환자의 구강 

위생 관리 능력 또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평가도 술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에 대한 평

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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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의도적 지연 재식의 성공률 및 생존율, 그리고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의 재검에 응한 총 51개의 증례 중 26개 (50.1%)

의 증례가 술 전보다 개선되었고, 31개 (60.8%)의 증례가 생존하였다. 

또한,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 술 전에 치아가 1도 이하의 

동요도를 보일 때가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진행된 치수 - 치주질환의 경우 통상적인 근관 치료 및 치주 치료로써

는 치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최후의 치료방법으로 의도적 지연재

식이 제시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해 증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후 치주인대 단백질 및 의도적 지연재식 후 치주인대 

재생의 정확한 기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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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gnostic factors of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A prospective study 

 

Jooil Ahn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Seung-Jong Lee) 

 

The aim of this prospective study is to examine the success rate and 

survival rate of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and potential prognostic 

factors of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Microscope Center of the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at the Dental College of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between January 2005 and December 2014. The patients were 

instructed to visit the clinic 1month, 3months, 6months, and every 6months 

after surgical procedure, and clinical and radiographic exam was don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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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analysis of the prognostic factors, fisher’s exact test, chi-square 

test, logistic regression, Kaplan meier survival analysis, Cox regression were 

performed.  

Of the 57 casees treated, 51 cases came for recall after a period of at least 

6 months, 26 cases (50.1%) were improved than preoperative state, and 31 

cases (60.8%) survived. Initial mobility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 

on outcome of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can be last choice for periodontally 

hopeless teeth due to endodontic origin, and initial mobility less than grade II 

have positive influence to the outcome of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Key word: Delayed intentional replantation, success rate, survival rate, 

prognostic fa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