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Orban1)은 치은조직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부착치은을 유리치은구와 치은점막경계부 사
이의 치은으로 정의하 다. 그는 유리치은구
가 상피부착의 치관부쪽과 일치한다고 믿었
다. 그러나 Ainamo와 Lo

..
e2)는 유리치은구가

건강한 치은의 1/3정도에만 존재하고 경증의
염증상태에서도 소실되지 않으므로 건강한
치은의 임상적 척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이들은 또한 부착치은폭경을 치은열구

의 기저부로부터 치은점막경계부까지로 측정
하 는데, 이는 Bowers3)에 의해 사용된 방법
으로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Bowers, Ainamo와 Talari4), Rose와 Ape5),
Vincent 등6)의 연구 결과 개인별, 악궁별, 치
아별로 부착치은폭경이 변화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성에 따른 부
착치은폭경의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유치열
보다 구치열에서 보다 넓은 부착치은을 나
타내었다. 
부착치은의 임상적 의미는 상피부착을 보호

하고 구강내의 음식물 잔사나 세균이 치조골
등의 내부조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방어적 역할을 한다. 부착치은이 없거나 적절

하지 못하면 소대나 근육의 작용시 치은조직이
움직이게 되어 치태침착이 보다 용이해지고7)

구강위생술식의 효율성이 떨어진다8, 9, 10, 11). 
최근 이러한 부착치은을 확보하기 위한 여

러 가지 수술방법들이 개발되었지만 얼마만
큼의 부착치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다. Lang과 Lo

..
e2)는 각

화치은이 2mm이하(부착치은 1mm이하)일
경우 임상적으로 발견되는 치태가 없어도 염
증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고한 반면, Bowers,
Miyasato 등13), Dorfman 등14), De Trey와
Bernimoulin15)은 1mm이하의 부착치은으로도
임상적으로 건강한 치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 다. 얼마만큼의 부착치은 및 각화치은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은 과학적 증거보다 임
상적 자료에 의한다. 보철치료, 교정적수복,
소대부착, 혹은 급격히 발전하는 퇴축으로 손
상을 받기 쉬우면 건강한 부착치은대를 증가
시키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은퇴축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된

다. Orban16)은 치은퇴축은 상피부착의 근단부
이동으로 일어나며 나이에 따른 생리적 현상
이라고 하 다. 
Hirschfeld와 Boyle17)은 잘못된 칫솔 사용으

로 인한 국소적 자극을 치은퇴축의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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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보았으며, Glickman18)은 치아 위치나
각도에 의해 골이 얇아져서 치은변연에 대해
불충분한 지지를 나타내고, 그 결과 칫솔질에
의한 약한 압력에도 치은조직이 쉽게 마모되
어 치은퇴축이 일어난다고 하 다. Gorman19)

은 그의 논문에서 잘못된 치아배열, 칫솔질에
의한 외상, 치석, 염증, 교합외상, 소대부착,
보철물 변연의 침범 등을 국소적 치은퇴축의
원인으로 주장하 으나, 칫솔질에 의한 외상
과 치태와 연관된 치은병소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었다20, 21).
임상가들은 넓은 치은을 가진 부위는 건강

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좁은 치은을 가진 부
위에서는 종종 염증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갖
고 있다. 그리하여 Hall22)은 좁은 치은이 치은
퇴축의 기여인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choo와 van der Velden23), Kisch등

24), Salkin등25) ,Wennstro
..
m26)에 의한 연구에

서는 부착치은 넓이와 연조직 퇴축과의 관련
이 적다고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착치은의 폭경이 치아 위치, 연령, 성
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치은
퇴축이 부착치은폭경에 미치는 향과 치은
퇴축의 빈도를 연구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내원환자중 건강한
치은을 가진 사람과 초기 치은염환자를 대상
으로 각 치아의 평균적인 부착치은폭경을 산
출하고, 이를 기초로 치아별, 연령별, 남녀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조사대상자중
전체치열에서 세 군데 이상의 치은퇴축을 보
이는 군과 두 군데 이하의 치은퇴축을 보이
는 군의 부착치은폭경을 비교하 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중 건강

한 치은을 가진 사람과 초기 치은염 환자를
대상으로 14∼30세의 환자 224명(남녀 각각
127명, 97명)과 31∼67세의 환자190명(남녀 각
각 95명,95명)을 선택하 다(표 1).
선택의 기준은,
1) 임상적으로 치은지수가 0 또는 1인 경우

(Lo
..
e & Silness)

2) 치은열구깊이가 3mm이내인 경우
3) 변연치은을 침범하는 치아우식증, 수복

물, 파절선이 없을 것
4) 상 하악 전치부 관계가 절단연교합이나

반대교합이 아닐 것
5) 교정치료를 받지 않은 치아
6) 구강조직의 예상되는 반응에 향을 줄

전신병력이나 약물복용 경력이 있는 경
우는 배제

2. 연구방법

(1) 전체치아의 순 협측 각화치은 및 부착치
은의 폭경 측정

각화치은폭경측정 : 각 치아의 중간부위에
서 치은변연에서부터 치은 점막경계부까지
mm단위로 측정하 다.
부착치은폭경측정 : 치아의 중간부위에서

치은열구깊이를 측정하여 위에서 측정한 각
화치은폭경에서 이 값을 제하 다.
측정은 color coded probe(Hu-Friedy , CP-

12)로 하고 mm단위로 재었다.

(2) 연령군에 따른 각화치은 및 부착치은의
폭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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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sex

14∼30 31∼67 Total

Male 127 95 222
Female 97 95 192
Total 224 190 414

표 1 Distribution of subjects according to age and sex



14∼30세의 환자(Young:Y) 224명과 31∼67
세의 환자(Old:O)190명을 비교하 다. 각 치
아의 평균치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 고 t-test
를 통해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았다.

(3) 성별에 따른 부착치은폭경 비교
남성(M) 222명과 여성(F) 192명의 부착치

은폭경을 비교하 다. 각 치아의 평균치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 고 t-test를 통해 두 군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4) 치은퇴축과 부착치은폭경과의 상관관계
20세에서 40세까지의 환자에서 세 군데 이

상에서 치은퇴축을 보이는 사람 97명(Re≥3)
과 두 군데 이하에서 치은퇴축을 보이는 사
람 180명(Re≤2)의 부착치은폭경을 비교하
다. 각 치아의 평균치, 표준편차 및 치은퇴축
의 빈도(%)를 계산하 다.

III. 연구성적

1. 각화치은폭경

각화치은폭경은 상악에서는 평균 4.5∼
5.3mm를 보이고, 하악에서는 평균 3.5∼

4.5mm를 보 다. 상악에서는 절치에서 평균
5.3±1.4mm로 가장 큰 값을 보 고 견치(5.0
∼5.1mm), 구치부(4.5∼4.7mm) 순으로 나타
났다. 하악에서는 전치부(4.4∼4.5mm), 견치
(3.9mm), 구치부(3.5∼3.8mm) 순으로 나타났
으며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및 양측 제2대구치
에서 평균 3.5±1.1mm로 가장 작은 값을 보
다(표 2).

2. 부착치은폭경

부착치은폭경은 상악에서 평균 2.2∼3.8mm,
하악에서 평균 1.2∼2.9mm 다. 상악에서 하
악보다 평균 1mm 더 넓은 부착치은을 보
다. 상악에서는 우측 중절치에서 평균 3.8±
1.5mm로 가장 큰 값을 보 고 좌측 제2대구
치에서 평균 2.2±1.4mm로 가장 작은 값을
보 다. 하악에서는 우측 중절치에서 평균 2.9
±1.4mm로 가장 큰 값을 보 고 우측 제2대
구치에서 평균 1.2±1.0mm로 가장 작은 값을
보 다(표 2, 그림 1).

3. 연령군에 따른 각화치은 및 부착치은
폭경 비교

연령군에 따른 비교시 각화치은폭경은 상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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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 keratinized gingiva
AG : attached gingiva
Al lmeasurements are expressed in millimeters

표 2 The width of keratinized gingiva and attached gingiva

Tooth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No.

KG 4.6±1.2  4.7±1.2  4.6±1.3  4.5±1.3  5.0±1.5  5.3±1.4  5.3±1.4  5.3±1.4  5.3±1.4  5.1±1.5  4.5±1.4  4.6±1.4  4,6±1.2  4.5±1.3

AG 2.3±1.3  2.6±1.4  2.9±1.3  2.8±1.4  3.5±1.6  3.7±1.5  3.8±1.5  3.7±1.5  3.6±1.5  3.4±1.6  2.8±1.4  2.8±1.4  2.6±1.4  2.2±1.4

Tooth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No.

KG 3.5±0.9  3.8±0.9  3.8±1.0  3.5±1.1  3.9±1.3  4.5±1.3  4.5±1.3  4.4±1.3  4.5±1.3  3.9±1.3  3.6±1.2  3.8±1.1  3.7±1.0  3.5±0.9

AG 1.2±1.0  1.7±1.1  1.9±1.2  1.9±1.2  2.3±1.3  2.8±1.4  2.9±1.4  2.8±1.4  2.8±1.4  2.2±1.3  1.9±1.2  2.0±1.2  1.7±1.1  1.3±1.0



우측 제1소구치(Y:4.3±1.2mm, O:4.6±
1.5mm), 상악 좌측 제1소구치(Y:4.3±1.3mm,
O:4.7± 1.5mm), 하악 우측 제2대구치(Y:3.3

±0.9mm, O:3.7±1.0mm), 하악 우측 제1대구
치(Y:3.6±0.9mm, O:4.0±1.0mm), 하악 우측
제1소구치(Y:3.4±1.1mm, O:3.7±1.1mm),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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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e width of keratinized gingiva and attached gingiva

Tooth

No.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Young KG 4.5±1.2  4.7±1.2  4.6±1.2  4.3±1.2  5.0±1.4  5.3±1.3  5.2±1.3  5.2±1.3  5.3±1.2  5.0±1.3  4.3±1.3  4.5±1.3  4.6±1.2  4.5±1.2

AG 2.4±1.3  2.9±1.3  3.0±1.3  2.8±1.3  3.5±1.5  3.8±1.3  3.8±1.4  3.8±1.4  3.7±1.3  3.4±1.5  2.8±1.4  2.8±1.3  2.8±1.3  2.4±1.3

Old KG 4.7±1.3  4.7±1.3  4.7±1.4  4.6±1.5  5.1±1.7  5.4±1.6  5.4±1.4  5.4±1.4  5.2±1.6  5.1±1.7  4.7±1.5  4.7±1.5  4.5±1.2  4.6±1.4

AG 2.2±1.4  2.3±1.4  2.8±1.4  2.9±1.5  3.4±1.8  3.6±1.7  3.7±1.6  3.6±1.6  3.4±1.8  3.4±1.8  2.9±1.6  2.8±1.5  2.3±1.4  2.0±1.5

Tooth

No.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Young KG 3.3±0.9  3.6±0.9  3.8±1.0  3.4±1.1  3.7±1.2  4.4±1.2  4.4±1.3  4.4±1.3  4.4±1.2  3.8±1.2  3.5±1.1  3.7±1.0  3.6±0.9  3.4±0.9

AG 1.2±0.9  1.7±1.0  2.0±1.2  1.9±1.2  2.2±1.3  2.8±1.4  2.9±1.4  2.8±1.4  2.8±1.3  2.2±1.2  1.9±1.2  2.1±1.2  1.7±1.1  1.4±1.0

Old KG 3.7±1.0  4.0±1.0  3.8±1.1  3.7±1.1  4.0±1.3  4.6±1.4  4.5±1.2  4.5±1.3  4.6±1.3  4.0±1.3  3.7±1.2  3.8±1.2  3.9±1.0  3.6±1.0

AG 1.3±1.0  1.6±1.1  1.9±1.3  1.9±1.2  2.3±1.4  2.8±1.5  2.8±1.3  2.8±1.4  2.8±1.4  2.3±1.4  1.9±1.2  2.0±1.3  1.6±1.1  1.2±1.0

KG:keratinized gingiva

AG:attached gingiva

Al lmeasurements are expressed in millimeter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2groups in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2groups in the width of keratinized gingiva, p<0.05

표 3 The comparison between the young age group and old age group in the width of keratinized gingiva and attached
gingiva



악 우측 견치(Y:3.7±1.2mm, O:4.0±1.3mm),
하악 좌측 견치(Y:3.8±1.2mm, O:4.0±
1.3mm), 하악 좌측 제1대구치 (Y:3.6±
0.9mm, O:3.9±1.0mm), 하악 좌측 제2대구치
(Y:3.4±0.9mm, O:3.6±1.0mm)에서 나이많은
연령군에서 유의성 있게(p<0.05) 넓게 나타
났다. 부착치은폭경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
(Y:2.9±1.3mm, O:2.3±1.4mm), 상악 좌측
제1대구치(Y:2.8±1.3mm, O:2.3±1.4mm), 상
악 좌측 제2대구치(Y:2.4±1.3mm, O:2.0±
1.5mm)에서 젊은 연령군에서 유의성 있게
(p<0.05) 넓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치아에서
는 두 군간에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젊은
연령군에서는 상악에서 평균 2.4∼3.8mm, 하
악에서 평균 1.2∼2.9mm의 부착치은폭경을
보 고 나이많은 연령군에서는 상악 2.0∼

3.7mm, 하악 1.2∼2.8mm의 평균부착치은폭경
을 보 다(표 3, 그림 2).

4. 성별에 따른 부착치은폭경 비교

성별에 따른 부착치은폭경 비교시 상악 우
측 견치(M:3.2±1.6mm, F:3.8±1.7mm), 상악
우측 측절치(M:3.5±1.4mm, F:3.9±1.5mm),
상악 좌측 측절치(M:3.4±1.5mm, F:3.8±1.6
mm), 상악 좌측 견치(M:3.1±1.5mm, F:3.7
±1.7mm), 하악 우측 제1소구치(M:1.8±
1.2mm, F:2.0±1.2mm), 하악 우측 견치
(M:2.1±1.4mm, F:2.4±1.3mm), 하악 좌측
견치(M:2.1±1.3mm, F:2.4±1.2mm), 하악 좌
측 제1소구치(M:1.7±1.3mm, F:2.0±1.2mm)
의 부착치은폭경에서 유의성있는(p<0.05)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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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he comparison between the young age group and old age group in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이를 보이며 여성에서 남성보다 넓은 부착치
은폭경을 보 다. 
상악 우측 제2대구치(M:2.5±1.3mm, F:2.2

±1.4mm)와 상악 우측 제1대구치(M:2.7±
1.3mm, F:2.5±1.4mm)에서는 남성이 여성보
다 넓은(p<0.05) 부착치은폭경을 나타내었다
(표 4, 그림 3).

5. 치은퇴축과 부착치은폭경의 관계

치은퇴축이 세 군데 이상에서 나타나는 군
(Re≥3)과 두 군데 이하에서 나타나는 군(Re
≤2) 사이의 비교에서는 대부분의 치아에서 두
군간에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상악 우
측 제2대구치(Re 3 :2.2±1.4mm, Re 2 : 2.4±

240

표 4 The comparison of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in each sex group

Tooth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sex

No.

Male 2.5±1.3  2.7±1.3  2.9±1.4  2.8±1.3  3.2±1.6  3.5±1.4  3.7±1.6  3.6±1.5  3.4±1.5  3.1±1.5  2.7±1.4  2.7±1.5  2.5±1.4  2.2±1.4

Female 2.2±1.4  2.5±1.4  2.9±1.3  2.9±1.5  3.8±1.7  3.9±1.5  3.9±1.5  3.8±1.5  3.8±1.6  3.7±1.7  3.0±1.5  2.9±1.4  2.6±1.3  2.1±1.4

Tooth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sex   No.

Male 1.2±0.9  1.7±1.1  1.9±1.2  1.8±1.2  2.1±1.4  2.8±1.4  2.8±1.4  2.8±1.4  2.8±1.4  2.1±1.3  1.7±1.3  2.0±1.3  1.8±1.1  1.4±1.0

Female 1.2±1.0  1.6±1.1  2.0±1.2  2.0±1.2  2.4±1.3  2.8±1.4  2.9±1.4  2.8±1.4  2.8±1.3  2.4±1.2  2.0±1.2  2.1±1.2  1.6±1.0  1.3±1.0

All measurements are expressed in millimeter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2groups, p<0.05

그림 3 The comparison of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in each sex group



1.3mm), 상악 좌측 제1대구치(Re 3군 : 2.4±
1.4mm , Re 2 : 2.7±1.3mm), 상악 좌측 제2대
구치(Re 3 : 2.0±1.4mm, Re 2 : 2.4±1.4mm)
에서 Re≥3 군에서 0.3mm정도 좁은(p<0.05)
부착치은폭경을 보 다(표 5, 그림 4).

6. 치은퇴축의 빈도

치은퇴축의 빈도는 하악 우측 제1소구치
(16.6%)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다음으로
상악 우측 제1소구치(13.7%), 상.하악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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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The comparison of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in the subjects with less than 2 sites of gingival recession(Re≤ 2)
and the subjects with more than 3 sites of gingival recession(Re≥3)

Tooth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No.

RE≤2 2.4±1.3  2.7±1.3  2.9±1.3  2.8±1.4  3.5±1.6  3.7±1.4  3.8±1.4  3.8±1.4  3.7±1.4  3.5±1.6  2.9±1.4  2.9±1.3  2.7±1.3  2.4±1.4

RE≥3 2.2±1.4  2.5±1.5  2.9±1.4  2.8±1.5  3.4±1.7  3.7±1.6  3.7±1.7  3.6±1.5  3.4±1.7  3.4±1.7  2.8±1.6  2.7±1.6  2.4±1.4  2.0±1.4

Tooth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No.

RE≤2 1.2±0.9  1.7±1.0  1.9±1.1  1.8±1.2  2.2±1.2  2.8±1.4  2.9±1.3  2.8±1.3  2.8±1.4  2.2±1.2  1.8±1.1  2.0±1.1  1.7±1.0  1.3±1.0

RE≥3 1.3±1.0  1.7±1.2  2.0±1.3  1.9±1.3  2.4±1.4  2.8±1.4  2.9±1.4  2.8±1.5  2.9±1.4  2.3±1.4  1.9±1.4  2.1±1.4  1.6±1.2  1.3±1.0

Al lmeasurements are expressed in millimeter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2groups in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p<0.05

그림 4 The comparison of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in Re≤2 and Re≥3 group



제1소구치(13.4%), 하악 좌측 견치(10.5%),
상악 좌측 및 하악 우측 견치(10.1%), 상악
우측 견치(7.9%) 순이었다(표 6, 그림 5).

IV. 총괄 및 고찰

각화치은은 치은변연에서부터 치은점막경계
부까지로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한 구조
인데 반해 부착치은은 치은열구 기저부에서
부터 치은점막경계부까지로 실제 하방의 치
조골에 부착되어 있는 치은을 말한다. 부착치
은은 치조골에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으므로
비이동성이어서 치주임상에서 부착치은의 폭
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구 결과 치아

마다 부착치은폭경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상악
에서 하악보다 평균 1mm 넓은 부착치은폭경
을 나타내었다. 치아별로 보면 상악중절치에
서 가장 넓은 부착치은폭경을 나타내었고 하
악 제2대구치에서 가장 좁은 부착치은폭경을
보 다. Bowers의 연구에서는 견치 소구치 부
위에서 좁은 부착치은폭경을 나타냈지만, 본
논문에서는 후방부위에서 좁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구치부위에서 치은열구깊이가 증가하
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각
화치은폭경은 소구치 및 대구치 부위에서 비
슷한 양을 나타내는 반면, 부착치은폭경은 대
구치부위에서 소구치부위보다 좁게 나타났다. 
연령군에 따른 부착치은폭경의 비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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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he percentage of gingival recession in Re≤2 and Re≥3 group

Tooth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No.

% of RE 2.5 7.6 7.2 13.7 7.9 1.8 1.1 1.1 2.9 10.1 13.4 5.1 7.2 2.2

Tooth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No.

% of RE 2.9 4.3 10.1 16.6 10.1 5.1 4.7 4.3 5.1 10.5 13.4 9.4 4.7 1.1

표 6 The percentage of gingival recession in Re≤2 and Re≥3 group



상악 좌.우측 제1대구치 및 상악 좌측 제2대
구치를 제외하고는 두 군간에 유의차를 나타
내지 않았다. 이는 Ainamo와 Lo

..
e의 연구에서

양적, 질적으로 정상적인 치주조직을 가진 치
과대학생군(20-30세)과 나이가 많은 환자군
(39-51세)의 부착치은넓이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와 일치하 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치은퇴축이나 치
은절제술 등으로 인한 수mm의 치은조직의
감소를 들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각화치
은의 넓이가 9개의 치아에서 유의차를 보이
며 나이가 많은 연령군에서 더 넓게 나타났
으며 그 외의 치아에서도 나이가 많은 연령
군에서 조금 더 넓게 나타났다. 이러한 각화
치은폭경과 부착치은폭경의 차이는 치은열구
깊이와 연관되어 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치은염에 이환된 사람의 수가 증가하 고 이
에 따라 치은열구깊이가 증가하 다. 또한 전
치부보다 구치부에서 증가된 치은열구깊이를
보 다. 이는 Yoneyama 등27)의 탐침깊이, 부
착소실, 치은퇴축에 관한 연구에서 발표한 연
령에 따른 탐침깊이 및 부착소실 증가와 또
이러한 경향이 구치부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
다는 보고와 일치하 다. 그러나 Bowers,
Ainamo와 Talari, 이 등28)의 논문에서 나타난
연령군의 증가에 따른 부착치은폭경의 증가
와는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
Ainamo와 Talari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
전적으로 이미 정해진 보상성맹출로 인해 부
착치은폭경이 증가한다고 하 다. 이러한 맹
출은 치아의 마모에 의한 기능적인 결과이기
도 하지만 유전적인 향이 더 크다고 하
는데, 그 이유는 마모가 적어도 하안면의 높
이가 증가된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이었다
29). 그러나 Bowers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로는
부착치은폭경이 유치열과 구치열을 비교할
때에는 많은 차이가 나타났으나 같은 구치
열에서는 연령증가가 부착치은폭경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8개의 치아에서 여
성이 남성보다 많은 부착치은폭경을 나타내
었다. 상악 좌·우측 측절치 및 좌·우측 견
치, 하악 좌·우측 견치 및 좌·우측 제1소구
치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두
성별간에 차이가 없다는 이전의 보고3, 4)와는
차이를 보 다. Kitchin30)은 같은 연령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빈도의 치은퇴축을 보
인다고 보고하 고 Gorman은 치은퇴축이 증
가할 수록 탐침깊이도 증가한다고 보고하
는데, 이러한 요소가 본 논문의 결과와 연관
된 것으로 보 다.
치은퇴축과 부착치은폭경과의 관계 연구에

서는 광범위한 연령군을 선택할 경우 나이가
주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환자군을 20세
에서 40세까지로 제한하 다. 두 군데 이하에
서 치은퇴축을 보이는 군(Re≤2)과 세 군데
이상에서 치은퇴축을 보이는 군(Re≥3)의 비
교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차가 없었고 상악
좌·우측 제2대구치 및 좌측 제1대구치에서
Re≤2군에서 유의차 있게(p<0.05) 더 넓은 부
착치은폭경을 나타내었다. 그 외의 치아에서
도 유의차는 없었지만 치은퇴축이 적은 군에
서 더 넓은 부착치은폭경을 보 다. 두 군데
이하에서 치은퇴축을 보이는 환자의 평균연
령은 26.2세 고 세 군데 이상에서 치은퇴축
을 보이는 환자의 평균연령은 28.8세 다. 이
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차를 보이는데 나이
가 증가할수록 칫솔질에 의한 외상, 치태와
연관된 치은병소의 증가등으로 인해 치은퇴
축의 빈도가 증가하고, 또한 치은퇴축은 치태
지수 및 치은열구깊이의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19, 31) 치은퇴축을 많이 보이는 환자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더 좁은 부착치
은을 나타내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 다. 
Tenenbaum32)의 부착치은폭경과 치은퇴축

이환률의 비교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좁은 부착치은대가 치은퇴축의 원인 내지는
결과일 수 있지만, 치은퇴축을 보이는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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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빈도로 2mm내외의 부착치은대를 보이
므로 좁은 부착치은대는 치은퇴축의 원인이라
기 보다는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 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Schoo와 van der Velden,
Kisch 등, Salkin 등, Wennstr m에 의한 부착
치은넓이와 연조직퇴축과의 종적연구에서 나
타난 치은퇴축과 부착치은폭경과의 상관관계
규명에서 부착치은폭경이 좁다고 해서 반드시
치은퇴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넓은 부착
치은에서도 치은퇴축이 일어남을 보 다.
치은퇴축의 빈도는 소구치 및 견치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Kitchin, Gorman,
Tenenbaum의 보고와 일치하며, 악궁에서 치
아의 위치나 각도로 인한 골의 얇아짐이 치
은퇴축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Glickman의
보고와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치은퇴축이
하악 전치부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는 Akpata와 Jackson33)의 보고와 상악 제1대
구치에서 가장 자주 나타난다는 O'Leary 등34)

의 보고와는 차이를 보 다.
연구 결과 하악이 상악보다 약 1mm 정도

좁은 부착치은폭경을 나타내고, 각 치아마다
그 양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좁은 부착치은폭경으로도 임상적으로 건강한
치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좁은
부착치은폭경이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 위치,
각도 등과 함께 치주질환 이환률에 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또한 좁은 부착치은폭경
을 가진 환자가 치주질환에 이환된 경우에는
치주수술후 부착치은의 소실이 뒤따르므로
예후에 나쁜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부착치은폭경과 치주질환과의 상관관
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보
다 체계적이고 종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관계가 규명되었으면 한다. 

V. 결 론

저자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내원환자

중 건강한 치은을 가진 사람과 초기 치은염
환자 414명을 대상으로 각 치아의 평균적인
부착치은폭경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치아
별, 연령별(젊은 연령군 14∼30, 나이든 연령
군 31∼67), 남녀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 으며, 조사대상자중 전체치열에서
세 군데 이상의 치은퇴축을 보이는 군과 두
군데 이하의 치은퇴축을 보이는 군의 부착치
은폭경을 비교하여 치은퇴축과 부착치은폭경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각화치은폭경은 상악 절치에서 최대치
(5.3±1.4mm),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및
양측 제2대구치에서 최소치(3.5±1.1mm)
를 보 다.

2. 부착치은폭경은 상악 우측 중절치에서
최대치(3.8±1.5mm), 하악 우측 제2 대구
치에서 최소치(1.2±1.0mm)를 보 다.

3. 연령군에 따른 비교에서 각화치은폭경은
상악 좌 우측 제1소구치, 하악 좌 우측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 하악 좌 우측
견치 및 하악 우측 제1소구치에서 유의
성 있게(p<0.05) 나이든 연령군에서 넓게
나타났다. 부착치은폭경은 상악 좌 우측
제1대구치, 상악 좌측 제2대구치를 제외
한 모든 치아에서 두 군 사이에 유의차
가 없었다. 

4. 성별에 따른 부착치은폭경 비교시 상악
좌 우측 측절치 및 견치, 하악 좌 우측
견치 및 제1소구치 부위에서 여성이 남
성보다 유의성 있게(p<0.05) 넓은 부착치
은폭경을 보 다.

5. 세 군데 이상에서 치은퇴축을 보이는 군
(Re≥3)과 두 군데 이하에서 치은퇴축을
보이는 군(Re0-2)의 부착치은폭경 비교
에서는 상악 좌 우측 제2대구치와 상악
좌측 제1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에서
두 군간에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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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은퇴축의 빈도는 하악 우측 제1소구치
(16.6%), 상악 우측 제1소구치(13.7%),
상.하악 좌측 제1소구치(13.4%), 하악 좌
측 견치(10.5%), 상악 좌측 및 하악 우측
견치(10.1%), 상악 우측 견치(7.9%)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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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study on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the subjects with healthy gingiva,

or early stage of gingivitis

Jeong-Suk Kim, Ik-Sang Moon, Jung-Kiu Chai, Kyoo-Sung Cho
Dept. of Periodontolog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of 414 subjects
with healthy gingiva, or early stage of gingivitis. We compare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ooth location, age (Yonger group : 14∼30, Older group : 31∼67) and gender.
In addition, we compared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in the subjects with less than 2 sites

of gingival recession(Re≤2) and the subjects with more than 3 sites of gingival recession(Re≥3)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ingival recession and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width of keratinized gingiva was widest in maxillary incisors(5.3±1.4mm) and
narrowest in mandibular right 1st bicuspid and mandibular right and left 2nd molars(3.5±
1.1mm).

2.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was widest in maxillary right central incisor(3.8±1.5mm) and
narrowest in mandibular right 2nd molar(1.2±1.0mm). 

3. In the comparison between the age groups, the width of keratinized in older group was
significantly(p<0.05) wider than that in younger group in maxillary right and left 1st
bicuspids, mandibular right and left 1st and 2nd molars, maxillary right and left cuspids and
mandibular right 1st bicuspi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between the two groups except for maxillary right and left 1st molars and maxillary
left 2nd molar.

4. In the comparison between male group and female group, in maxillary right and and left
lateral incisors and cuspids, mandibular right and left cuspids and 1st bicuspids, the width of
attached gingiva in female was significantly(p<0.05) wider than that in male group.

5. In the comparison between the Re 3 group and Re 2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except for maxillary right and left 2nd molars and maxillary left 1st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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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frequency of gingival recession was in the order of mandibular right 1st
bicuspid(16.6%), maxillary right 1st bicuspid(13.7%), maxillary and mandibular left 1st
bicuspids(13.4%), mandibular left cuspid(10.5%), maxillary left and mandibular right
cuspids(10.1%) and maxillary right cuspid(7.9%). 

Key words : keratinized gingiva, attached gingiva, gingival rec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