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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th loss in aggressive periodontitis patients: retrospective study
with follow-up of 3 to 8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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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clinical outcomes of active periodontal therapy (APT) and 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SPT) through loss of teeth in the Korean patients with aggressive periodontitis. The number of missing and residual teeth, probing
pocket depth were examined in 33 patients diagnosed with aggressive periodontitis at the baseline and who had participated in APT
and SPT for 3 years or more. A 20 and 3 teeth were lost during the APT and SPT, respectively. The mean tooth loss rate of 0.13 per
patient and year. There wa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in clinical improvement between the smoker and non-smoker groups.
Withi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PT combined with supportive therapy could decrease the risk of tooth loss in patients suffering
from aggressive periodon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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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에 비해 전치부 및 제1대구치에서 부착소실이 주로 발생하며,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9]. 국소적 형태로 시작

급진성 치주염은 만성 치주염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치주

하여 전반적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 Mombelli 등[10]은 전반

조직의 부착상실과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치아

적 형태의 급진성 치주염과 만성 치주염에서 치은연하 미생물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파괴적 치주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총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고하였다.

[1,2]. 급진성 치주염의 유병률은 인종과 지역에 따라 매우 다

현재까지 급진성 치주염 치료를 위한 방안으로는 만성 치주

양하며, 전 세계적으로 0.1%–15% 범위까지 보고되어 있다[3-

염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비외과적 치주치료, 판막거상소파술

6]. 한국인의 경우 급진성 치주염의 유병률 연구가 매우 적으나

을 포함한 외과적 치주치료, 지속적인 유지치주치료 등이 제시

1987년 Leem 등[7]은 0.09%로 보고한 바 있다. 성(gender)에

되었다[11-13]. 급진성 치주염 환자의 치아 유지에 대한 논란의

따른 질환의 발생률 차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관된 결론은 없

여지는 있으나 대부분 전통적인 치주치료를 통해 장기간 동안

으나, 2005년 Susin과 Albandar [8]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음을

안정적으로 유지됨이 보고되고 있다[14,15].

보고한 바 있다.

한국인에서 치주질환 치료에 대한 전문 진료 수요 중 상당수

급진성 치주염은 그 임상적 양상에 따라 국소적 형태와 전반

의 환자가 급진성 치주염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비교적 젊은 연

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국소적 형태의 경우 구강 내 다른 부

령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치주조직이 파괴된 상태로 대학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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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내원하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한국인에서 급진성

주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원

치주염의 유병률과 이 질환으로 인한 치주조직 파괴 수준 평가,

광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치료에 대한 반응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승인번호: WKDIRB 2017090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치주과
에 내원하여 3년 이상 추적 관찰된 급진성 치주염 환자를 대상

임상검사

으로 적극적인 외과 및 비외과적 치주치료(active periodontal
therapy, APT)와 유지치주치료(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SPT)의 효과를 치아상실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모든 환자에 대해 초진 시 임상 치주검사 전에 전신병력 및 치
과병력, 치주질환의 가족력 여부에 대해 문답을 시행하였고, 전
신병력은 흡연 여부, 고혈압, 당뇨 유무와 심장, 신장, 간 질환

대상 및 방법

등으로 인한 수술병력 및 기타 기저질환 유무를 조사하였다. 이
중 흡연자는 급진성 치주염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

연구대상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치주과
에 내원하여 전반적 급진성 치주염으로 진단받고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 등 비외과적 치주치료, amoxicillin (Augmentin;
Ilsung, Seoul, Korea)과 metronidazole (Flasinyl; CJ, Seoul,
Korea)을 1주간 복합 처방하는 약물치료, 치주판막술 및 외과
적 재생술식 등을 포함한 APT 및 정기적 추적관찰 등을 포함한
SPT에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한 33명의 환자, 894개의 치
아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평가하였다(Fig. 1-3).
급진성 치주염의 진단기준은 1999년 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 workshop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랐으며(Table
1) [16], 추가적으로 1) 초진 시 연령이 40세 미만인 경우 2) 치

Fig. 2. Intraoral clinical photograph of the same aggressive periodontitis patient of Fig. 1. On the next day of the first visit, lower central
incisor was removed spontaneously.

Fig. 1. Intraoral periapical radiographs of the 27 years old aggressive periodontitis patient. The mandibular right central incisor and fisrt molar,
the maxillary left first premolar were about to be spontaneously exfoliated, and the alveolar bone of the other remaining teeth is also severely resorbed. The patient had a family history of severe periodon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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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diagnosed as chronic periodontitis
(n=7,428)

Table 1. Diagnostic criteria based on the 1999 AAP classification of
periodontal diseases
Criteria
Loc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

Diagnosed as aggressive Periodontitis
(n=109)

Rapid attachment and bone loss in otherwise healthy patients
First molar-incisor presentation with no more than two other
teeth affected

Received APT & SPT periodically
(n=79)

At least two permanent teeth affected where at least 1 is
a first molar
LCAL ≥4 mm at the affected sites

Participated in APT & SPT at least 3 years
(n=33)

Fig. 3. Screening of patients. APT, active periodontal therapy; SPT,
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구대상자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나 추적관찰 시 흡연을 영향 요
인으로 고려하였고, 이 외 전신질환으로 인한 의과병력이 존재
하는 경우 진단 시 배제하여, 다른 전신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환
자만을 급진성 치주염 환자로 진단하였다.
초진 시와 최종 관찰시점에서 잔존치아 수 및 상실치아 수,
APT/SPT 기간 동안 상실된 치아 수, 상 하악 중절치와 양측 제
1대구치에서 탐침 치주낭 깊이를 측정하고 기록하였으며, 탐침
치주낭 측정은 유리치은 변연에서 치주낭 기저부까지 치주탐침
(PW; Hu Friedy Manufacturing Co., Chicago, IL, USA)을 사
용하였으며 설측 및 순측에서 각각 근심, 중앙, 원심으로 나누
어, 한 치아당 총 6부위를 측정하였다.

Gener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
Rapid attachment and bone loss in otherwise healthy patients
Generalized interproximal attachment loss affecting at least three
teeth other than first molars and incisors
LCAL ≥4 mm at the affected sites
AAP, 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 LCAL, lifetime cumulative attachment loss.

Table 2. Frequency of subjects by gender
Gender

Chronic
periodontitis

Aggressive
periodontitis

Total

Female

2,873 (99.0)

30 (1.0)

2,903 (100.0)

Male

4,555 (98.3)

79 (1.7)

4,634 (100.0)

Total

7,428 (98.6)

109 (1.4)

7,537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p=0.317).

통계분석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한 33명의 급진성 치주염 환자가 최종 연
통계적 분석을 위해 PASW Statistics ver. 18.0 software
(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test 로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구대상이 되었다(Fig. 3).
33명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초진 시 32.3세로, 남성 24명,
여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APT 및 SPT 참여 기간은 평
균 5.56년으로 나타났다(중앙값 5.50; 3.0–8.5 (년) 범위). 흡연

결 과

자는 13명(남성 12명, 여성 1명), 비흡연자 및 금연 5년 이상 유
지 환자는 20명(남성 12명, 여성 8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원에 내원한 치주염 환

초진 시 전체 연구대상에서 총 30개의 치아, 평균 인당 0.91

자 총 7,537명 중에서 급진성 치주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109

개의 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내원하였으며, APT 기간 중에는 총

명으로, 1.4%의 발생빈도를 나타냈다(Table 2, Fig. 3). 남녀 성

20개, SPT 기간 중에는 총 3개의 치아가 상실되어. 치아 상실률

(gender)에 의한 급진성 치주염 발생 빈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은 관찰 기간 동안 환자당 연간 평균 0.13개로 나타났다. 흡연

않았다(p ＞0.05). 급진성 치주염으로 진단된 환자 109명 중에

자 군에서 비흡연자 군에 비하여 평균 상실률이 높았으나, 두 집

서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 치주판막수술을 포함하는 적극적

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p =0.062)

치주치료(APT)를 받고 이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치료(SPT)를 받

(Table 3).

은 79명의 환자가 일차 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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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PD during observed duration

Table 3. Tooth mortality rate
Smoker
(n=13)

Non-smoker
(n=20)

Total
(n=33)

Number of missing teeth
at T0

12

18

30

Number of tooth loss during
APT

13

7

20

Number of tooth loss during
SPT

1

2

3

Number of tooth loss during
Observation duration

14

9

23

Mean tooth loss/person

1.08

0.45

0.70

Mean tooth loss/year/person

0.19

0.08

0.13

Tooth loss

T0, baseline, 1st visit; APT, active periodontal therapy; SPT, 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moker and non–
smoker (p=0.062).

Smoker
(n=13)

Non-smoker
(n=20)

Total
(n=33)

Mean PPD at T0

7.10±1.24

6.84±1.50

6.95±1.38

Mean PPD at T1

5.15±1.27

4.37±1.10

4.69±1.21

PPD

Mean PPD change

a

-1.95

a

-2.47±1.56

-2.26±1.39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m).
PPD, probing pocket depth; T0, baseline, 1st visit; T1, after active
periodontal therapy, 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perio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0 and T1 (p<0.05).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moker and non-smoker (p=0.131).

된다.
이번 연구에서 초진 시 평균 인당 0.91개의 치아가 상실된 상
태였다. Chung와 Jeong[21]은 평균 34.32세의 한국인 급진
성 치주염 환자에서 첫 내원 당시 평균 1.35개의 상실치아 수를
관찰하였으나, 아울러 절망적인 예후로 평가된 치아를 상실치

APT/SPT 후 최종 평균 치주낭 깊이는 4.69 mm로 2.26 mm 감

아로 간주하고 이를 포함하여 치아상실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소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0.05). 평균

2.71개로 두배 가량 증가한 값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연

치주낭 깊이 감소는 흡연자 군(1.97 mm)에서 비흡연자 군(2.78

구결과에 대해서도 절망적인 예후를 가지는 치아를 잠정적 상

mm)보다 적었으나, 두 집단 간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

실치아로 고려할 경우 더 높은 치아 상실률이 관찰될 것으로 보

되지 않았다(p =0.131) (Table 4).

인다. 관찰기간 중 상실된 23개의 치아 중, 상악 제1대구치는 3
개, 상악 제2대구치는 2개로 상악 대구치의 비율이 가장 높았

고 찰

다. 상악 대구치에서 관찰된 높은 치아상실률의 원인으로는 구
강위생을 위한 접근도가 낮고, 교합의 변화로 인한 간섭이 많다

일반적으로 급진성 치주염 연구에서 연령 기준을 35세 미만

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22]. Hou 등[23]은 치아상실률에 대한

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17,18], 이번 연구에서는 35세 미만

구치부 치근 형태의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해부학적 다양성이

환자와 함께, 초진 검사 당시 본인이 20대에 질환이 발병된 것

치태 침착이 호발하는 불리한 구내 환경을 제공하여 국소적 치

을 알고 있거나 질환을 이미 진단받은 35세에서 40세 미만 환자

주적 병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향후 급진성 치주염 환자

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에서 질환의 발병 및 진행에 대한 기여인자로써 치근 형태에 대

급진성 치주염의 유병률은 인종과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

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만 African-American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는 1% 미만

33명 연구대상자에서 유지치료(SPT) 기간 중에 3개 치아가

을 보고하고 있다[3,4]. 이번 연구에서는 대학병원에 내원한 치

상실되었는데, 급진성 치주염 환자가 적극적인 치주치료를 받

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 비해 다소 높

은 후에 유지치주치료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경우 치아 상실의

은 1.4%의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하며 따라서 유병률 대신

빈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Nibali

빈도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8년 동안 급진성 치주염으로 진단된

등[24]은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전반적 급진성 치주염 환자는 연

109명의 환자 중 남성은 79명, 여성은 30명이었고, 성별에 따른

간 평균 인당 0.14개(0.07–0.28 범위)의 치아를 상실한다는 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 ＞0.05). 성별에

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급진성 치주염 환자의 연간 평균 인당 상

따른 치주질환 이환의 영향은 아직까지 명확한 연관성이 증명

실된 치아수가 0.13개로 측정된 이번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

되지 않았는데[19], Albandar와 Rams[20]는 성별과 급진성 치

을 보인다. Graetz 등[14] 역시 환자당 SPT 기간 중 연간 치아

주염의 연관성을 부정한 바 있다. 급진성 치주염의 유병률 및 성

상실률이 0.14±0.18개/1년이라고 보고하였다.

별에 따른 치주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

현재까지 다수 보고에서 흡연이 치주염의 유효한 위험인자라

한 환경에서 광범위한 역학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는 것이 증명된 바 있으며[25], 흡연자에서 치주치료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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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쁘고, 흡연이 장기 치아상실률의 증가와 연관성을 갖는다
고 보고되었다[15]. 2017년 Graetz 등[14]은 흡연과 급진성 치
주염 환자에서의 치아 상실이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하
였으며, 흡연 시 치아 상실 위험이 4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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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초진 시 파괴 정도 평가
및 치주치료반응 평가면에서 모두 불리한 경향을 보였지만 통
계적인 유의성을 갖지는 못하였다.
한국인에서 급진성 치주염 환자의 체계적 연구는 보고된 바
가 적으므로, 이번 연구를 토대로 한국인에서 급진성 치주염의
유병률과 그로 인한 치주 조직 평균 파괴 정도를 추정하고 장기
적 치료 반응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치료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연구의 경우 한 병원에서 수집된 자료이므
로 연구대상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이미 질환이 발병하여 심각
한 수준으로 심화되어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
점이 존재한다. 급진성 치주염은 사춘기에서부터 25세 이하에
서 주로 발병(onset)되어 진행하므로[17,18], 이 연령대의 큰 인
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가 필요하겠다. 다수의 기관을
포함하는 multi-center 연구도 절실하다. 추후 더 장기간에 걸
친 추적연구와 더 큰 범위의 표본집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시
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의 한계 내에서, 급진성 치주염환자에서 종래의 통
상적 치주치료로 치아 상실의 빈도와 치주낭 깊이를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치료 결과는 평균 5년까지 유지되었다. 3년 이상,
평균 5년 추적관찰기간 동안 치아상실률, 탐침 치주낭 깊이 변
화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
다. 결론적으로 급진성 치주염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추후 더욱 장기간에 걸친 추적연구와 더 큰 범위의 표
본집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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