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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trospectiv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reoperative rad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causes of intentional replantation on
treatment outcome. The records of fifty patients who had undergone intentional replantation at the dental clinic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rom 2009 to 2016 were examined. Age, sex, tooth location, diagnosis, and preoperative radiographs were analyzed using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and IBM SPSS Statistics 23.0. Eighteen (36%) subjects were female and 32 (64%)
were male. The mean age at the time of surgery was 39.1 years (±16.4), and the mean periodic follow-up period was 18.8 months (±15.6).
Pulp and periapical diseases were the most common cause of disease (31 cases). The preoperative radiologic characteristics were 9 cases
(18%) without lesion, 2 cases (4%) with apical periodontal ligament (PDL) space widening, 29 cases (58%) with periapical rarefaction,
10 cases (20%) with periradicular rarefaction and 28 cases (56%) of condensing osteitis. The survival rate of the intentionally replanted
teeth was 78% and the failure rate was 22%. The expected survival time of the teeth was 44.1 months. Data were evaluated according
to frequency distribution and the chi-squared test. Fisher’s exact test was used to investigate statistical significances (p < 0.05) between
healed tooth versus extracted tooth after intentional replantat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uccess rate
and failure rate of intentional replantation based on age, gender, teeth, diagnosis, filling material, fixation method, preoperative proximal
radiolucency or lesio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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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술식이다[5, 6]. 치근첨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보다

서

론

향상된 치근첨 폐쇄를 얻을 수 있으며, 주변 골에 대한 손
상이 적으면서 연조직 침범이 적기 때문에, 술 후 불편감

근관 치료는 전통적인 치수 원인 치근단 병소의 치료 방

이 적다. 또한, 자칫 놓치기 쉬운 치아 파절선을 직접 확

법으로, 78.9~85.1%의 성공률을 보인다[1, 2]. 근관 치료가

인할 수 있으며, 치근첨수술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

실패하는 경우에 재근관 치료를 시행하지만[3], 근단부 병

점이 있다[7]. 그러나 치근 만곡이나 치근이개가 있는 치

소의 크기에 따라 75% 정도의 성공률을 보여[4] 재근관

아는 발치 과정 중에 치근 파절의 위험성이 있어 의도적

치료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재근관치료마저 실패한 경

재식술에 적합하지 않고, 보철물이 있는 경우엔 제거해야

우엔 수술적 근관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하며, 술 후에 치근 흡수나 유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

의도적 재식술이다.

도 있다[7]. 자연치아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선 임플란트보

의도적 재식술은 기구 접근이 어려운 치아에서 발치

다 장점이 있는 술식이다. 의도적 재식술의 경과 관찰에

후 구외에서 근관 충전을 실시한 후 발치와에 다시 식립

관한 논문들[8-12]은 있지만, 의도적 재식술을 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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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치아의 치근단방사선사진에 대한 소견과 의도적 재식
술을 시행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도적 재식술을 시행한 치아들의 술 전
방사선학적 특징과 재식술을 시행한 원인을 분석하고, 치
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생존율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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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둘러싼 방사선 투과성 병소는 Grade 4로 분류하였고

재료 및 방법

(Fig. 1), 경화성 골염 존재 여부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치
근단투과성 병소가 있는 경우, 병소의 크기를 각각 가로,

연구 대상은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남대학

세로로 나누어 길이를 mm 단위로 측정하였다.

교치과병원에서 의도적 재식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최종 수집한 데이터를 IBM SPSS Statistics 23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에는

전남대학교치과병원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에서 “study comments”에 intentional replantation

교차분석 Fisher’s exact test(유의수준 <0.05)와 KaplanMeier 생존 곡선을 이용하였다.

을 입력하여 증례를 찾았다. 검색 결과들의 전자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의도적 재식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2차 선
별하고, 이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에서 수술 당시의 나이, 성
별, 시술 치아, 진단명, 수술 시 사용한 충전 재료, 고정 종류

결

과

와 기간, 경과 관찰 기간, 그리고 치아 별 마지막 기록을 확

대상 환자는 총 50명, 대상 치아는 50개였다. 여성이 18

인하여 생존, 실패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정리한 자료를 바탕

명(36%), 남성이 32 명(64%)이었다. 환자들의 수술 당시

으로 경과 관찰 기간이 2개월 이상인 환자들의 자료들만 다

평균 나이는 39.1±16.4 세였으며, 시술 부위별로는 상악

시 정리하였다.

19 증례, 하악 31 증례였고, 치아부위별로는 전치부 5개,

진단명은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소구치부 2개, 대구치부 43개 증례였다. 술 후 경과 관찰

‘치과질환의 국제분류’에 따라서 세부 진단명으로 분류하

시(평균 18.8개월, 최대 63개월)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엔

였고[13], 분석을 위하여 다시 큰 범주로 통합하였다.

‘생존’, 경과 관찰하여 발치한 경우엔 ‘실패’로 기록하였다.

PACS를 이용하여, 의도적 재식술을 시행하기 전의 치근

각 변수별 총 치아 개수 중 생존 개수를 생존율, 변수별

단 방사선 사진에서 치근단 병소 유무에 따라 다음 4 단

총 치아 개수 중 실패 개수를 실패율로 정의하였다. 40~49

계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방사선 투과상이 관찰되지 않는

세 환자들의 실패율이 57.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경우는 Grade 1로, 근첨 치주인대강의 확장은 Grade 2로,

높은 실패율을 보였다. 많이 사용된 충전 재료는 MTA

근단부에 국한된 방사선 투과성 병소는 Grade 3, 치근 전

(mineral trioxide aggregate)이었으며, 고정 방법은 봉합사

Fig. 1. Classification of radiographic features on periapical radiographs. (A) Grade 1, There is no periapical rarefaction around the root of
#12. (B) Grade 2, The apical PDL space widening is shown in #26 distal root. (C) Grade 3, The periapical rarefaction is observed in the root
of #37 tooth. (D) Grade 4, Periradicular rarefaction around the #26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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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ccess rates according to variables
Variables
Sex
Female
Male
Age
≤ 19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 ≤
Jaw
Maxilla
Mandible
Tooth
Incisors
Premolars
Molars
Filling material
IRM
MTA
Splint
Resin Wire Splint
Suture Splint
Splint period
1 week
2 weeks
3 weeks
4 weeks
7 weeks
12 weeks
16 weeks

Survival
(%)

Loss
(%)

고정을 많이 사용하였다. 고정 기간은 1~16주의 분포를 보였
Total
(%)

α

p-value
0.724

15 (83.3)
24 (75.0)

03 (16.7) 18 (100)
08 (25.0) 32 (100)

03 (100)
12 (92.3)
06 (85.7)
03 (42.9)
07 (77.8)
07 (70.0)
01 (100)

00
01 (7.7)
01 (14.3)
04 (57.1)
02 (22.2)
03 (30.0)
00

14 (73.7)
25 (80.6)

05 (26.3) 19 (100)
06 (19.4) 31 (100)

04 (80.0)
02 (100)
33 (76.7)

01 (20.0) 05 (100)
00
02 (100)
10 (23.3) 43 (100)

02 (100)
34 (77.3)

00
02 (100)
10 (21.7) 44 (100)

패율을 보였다.
세부 진단명으로는 ‘동이 있는 근단주위농양’ 12건
(24%),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11건(22%), ‘치아의 파절’ 6
건(12%), ‘만성 근단 치주염’ 5건(10%), ‘만성 치주염’ 4건
(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술 전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평가하여, 방사선 투과성
병소의 유무와 특징, 경화성 골염의 유무와 투과성 병소의
1

가로와 세로 크기에 따라 의도적 재식술의 성공률과 실패
율을 조사하였다(Fig. 1, Table 3).
술 전 치근단방사선사진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방사선

1

투과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서 의도적 재식술의 실패
율이 11.1% (n=1)이었고, ‘치근 전체를 둘러싼 방사선 투

0.672
03 (21.4) 14 (100)
03 (15.0) 20 (100)

과성 병소가 있는 치아’의 의도적 치아 재식술의 실패율은
40% (n=4)이었다. 방사선학적 특징과 병소의 크기에 따라
의도적 재식술의 성공률과 실패율을 비교했을 때, 통계학

0.246
03 (21.4)
00
00
01 (50.0)
01 (50.0)
00
01 (100)

뒤따랐다. 이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과 ‘치아의 파절’의
실패율이 각각 50%, 33.3%로 다른 변수들보다도 높은 실

03 (100)
13 (100)
07 (100)
07 (100)
09 (100)
10 (100)
01 (100)
0.727

11 (78.6)
04 (100)
04 (100)
01 (50.0)
01 (50.0)
01 (100)
00

의도적 재식술을 시행하게 된 질병명은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이 31건(62%)로 가장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6건(12%), ‘치아의 파절’이 6건(12%)으로

0.256

11 (78.6)
17 (85.0)

지만, 가장 많은 고정 기간은 1주(n=14)였다(Table 1).

14 (100)
04 (100)
04 (100)
02 (100)
02 (100)
01 (100)
01 (100)

α

p-value for Fisher'sexact test, α=0.05.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Kaplan-Meier 생존 함수를 통해 1년 생존율은 85.9%, 2
년 생존율은 70.5%를 얻었다. 예상 생존 기간은 44.1개월
이었다(Fig. 2).
평균 경과 관찰 기간은 18.8±15.6개월 이었다. 마지막
경과 관찰 결과를 토대로 빈도 분석한 결과는 생존율 78%
(n=39), 실패율 22%(n=11)이었다.

Table 2. Success rates according to diagnosis
Diagnosis Sub diagnosis

Survival (%)

Disorders of tooth development and eruption
Dens evaginatus
Dental caries
Caries extending into dentine
Caries of cementum
Diseases of pulp and periapical tissues
Acute apical periodontitis of pulpal origin
Chronic apical periodontitis
Periapical abscess with sinus
Periapical abscess without sinus
Other and unspecified diseases of pulp and periapical tissues
Gingivitis and periodontal diseases
Acute periodontitis
Chronic periodontitis
Calcifying odontogenic cyst
Fracture of 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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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

Total (%)

1 (100)

0

01 (100)

1 (100)
2 (100)

0
0

01 (100)
02 (100)

2 (100)
4 (80.0)
9 (75.0)
9 (81.8)
1 (100)

0
1 (20.0)
3 (25.0)
2 (18.2)
0

1 (50.0)
2 (50.0)
1 (100)
4 (66.7)

1 (50.0)
2 (50.0)
0
2 (33.3)

02 (100)
05 (100)
12 (100)
11 (100)
01 (100)
0
02 (100)
04 (100)
01 (100)
06 (100)

Joo-Hyuck Park et al.
Table 3. Success rates according to radiographic features
Variables
Radiolucency
None
Apical PDL space widening
Periapical rarefaction
Periradicular rarefaction
Condensing osteitis
None
Yes
The horizontal size of the lesion
< 5.0 mm
5.00 ~ 9.99 mm
10.00 ~ 14.99 mm
The vertical size of the lesion
< 5.0 mm
5.00 ~ 9.99 mm
10.00 ~ 14.99 mm
15.00~ 19.99 mm
20.00 mm ≤

Survival (%)

Loss (%)

Total (%)

08 (88.9)
02 (100)
23 (79.3)
06 (60.0)

01 (11.1)
00
06 (20.7)
04 (40.0)

09 (100)
02 (100)
29 (100)
10 (100)

17 (77.3)
22 (78.6)

05 (22.7)
06 (21.4)

22 (100)
28 (100)

06 (75.0)
20 (74.1)
03 (75.0)

02 (25.0)
07 (25.9)
01 (25.0)

08 (100)
27 (100)
04 (100)

05 (71.4)
19 (76.0)
04 (80.0)
00
01 (100)

02 (28.6)
06 (24.0)
01 (20.0)
00
00

07 (100)
25 (100)
05 (100)
00
01 (100)

p-valueα
0.445

0.589

1

1

α

p-value for Fisher'sexact test, α=0.05.

이는 국내에서 보고한 다른 논문들(82~95%)[14-16]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치이지만 다른 논문들 속 표본 구
성의 차이와 표본의 숫자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나이에 따른 의도적 재식술 후 생존율에 대한 논문들이
보고되었는데, 나이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결과도 있
었고[10, 12], 치주낭이 존재하는 치아에서는 나이가 생존
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도 있었다[8]. 본 연구에서는
술 전에 치주낭의 유무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고,
나이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통계 결과(p=0.256)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40대에서 실패율이 57.1%(n=4)로 50%가
넘는 비율을 보이므로, 의도적 재식술 시행단계에서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전체 50 증례 중에 16 증례는 고정에 대
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방사선 사진 조사에서도 실
제 고정에 대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의도적 재
식술 후에 고정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보고[17-19]도 있었
지만, 치아와 연조직의 재부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정

Fig. 2. Kaplan-Meier survival function curve.

이 필요하다는 논문도 발표되었다[20]. 본 연구에서 재식
술을 시행한 후 고정하지 않은 치아 16개 가운데, 5개가 재
식술에 실패하였는데, 고정을 시행한 치아들에 비해 실패

고

찰

율(31.3%)은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재식술을 시행하게 된 병인에 따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재식술을 받은 치아들을 경과 관

라서 예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하였고, 참고 논문

찰 결과에 따라 생존, 실패로 나누어 정리한 결과 생존율

을 찾아보려 하였으나, 진단명과 생존율의 관계를 조사한

은 78% 이었다.

논문은 찾을 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의도적 재식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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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게 된 진단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은 ‘치수

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였다[7]. Haruyuki은 교정력을

와 치근 주위 조직의 질병(n=31, 62%)’ 이었고, 이 중 ‘치

이용하여 동요도를 가하면 치주 인대의 양이 늘어나 회복

근단주위농양 질환(n=23, 46%)’이 많이 나타났다. 누공의

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23], Choi 등은 교정력으로 동

유무가 의도적 재식술의 실패율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요도를 가한 후 진행한 의도적 재식술에서 교정력의 여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Cho 등의 연구에서도 누공의 존재

가 치아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p=0.016)이 있다고 보고하

여부가 치근 흡수(p=0.853)와 치근 유착(p=0.054)에 영향

였다[16]. Choi 등의 연구에서는 교정력 없이 의도적 재

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10].

식술을 시행한 치아의 생존율은 83.2%지만 교정력을 가

치근단 방사선 사진 상에서 관찰되는 방사선 특징에 따

했을 땐 94.4%로 그 확률이 11%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

라 4단계로 분류하였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타났다[16]. 또한, 교정력을 가했을 때 치근 흡수와 치아

‘근단부에 국한된 방사선 투과성 병소’였다(n=29, 58%).

파절의 경우를 낮추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

이들의 생존율은 79.3%로 본 연구의 평균인 78%보다 높

치에 사용한 도구나 발치 과정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은 생존율을 보였다. 방사선 투과성을 보이지 않는 9 증례

없었다.

(18%)는 의도적 재식술의 생존율이 88.9%로 나타났고, 치

의도적 재식술을 시행할 때 구강 외 시간은 의도적 재

근 전체를 둘러싼 방사선 투과성 병소가 있는 10 증례

식술의 성공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익히 알려져

(20%)는 의도적 재식술의 생존율이 60%로 나타났다. 통계

왔다. 30분 정도의 구강 외 노출시간에도 치주 인대 세포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치근단방사

는 손실이 나타난다고 하였다[24, 25]. 구강 외 시간이 15

선사진에서 방사선 투과상을 나타내는 병소가 커짐에 따

분이 넘었을 때 유착이 일어날 수 있고, C-모양 근관 치아
의 의도적 재식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라 실패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염증성 병소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화성 반응인 경화성

[10, 12], 관련성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8]. 본 연구

골염은 의도적 재식술의 생존율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

에서는 구강 외 노출시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관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래 지속된 염증성 병소로 인한

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골질의 변화가 있더라도, 의도적 재식술을 시행하는 데 있

의도적 재식술의 금기증 중 하나는 치주염을 동반한 치

어 큰 장애요소가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향후 더

아이다[9].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치주 병소가 심한 치

많은 치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아에서도 의도적 재식술을 통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은 논

5 mm단위로 각각 병소의 가로와 세로 크기 변화에 따

문들이 발표되고 있다[20, 26]. 본 연구에서도 ‘치은염 및

라 의도적 재식술을 받은 치아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통

치주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서 6증례가 의도적 재식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로 크기 별에 따른 생

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중 50%의 생존율을 보였다.

존율은 비슷했지만, 병소의 세로 크기가 커질수록 생존율
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Table 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더 많은 증례
를 조사하여, 치주질환으로 진단받은 치아의 의도적 재식

의도적 재식술의 생존율에 대한 문헌고찰을 한 연구에
서, Torabinejad 등은 4년의 Kaplan-Meier 생존 곡선을 보

술에 대한 생존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인 논문은 단 한 편이었다고 했다[21]. 이전 논문에서 1년
생존율은 89%였지만, 4년 생존율은 68%로 떨어졌고 예상
생존 기간은 49.56 개월이었다[16]. 본 연구에서도 KaplanMeier 생존 곡선을 그려본 결과 1년 생존율은 85.9%이었
지만, 2년 생존율 70.5%를 거쳐 4년 생존율은 41.1%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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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생존 기간은 44.1개월이었다. 본 연구에서 평균 추적검
사 기간은 18.8개월이었다. 이는 다른 논문들(25.4, 31.2,
38.4개월)에 비해서[8, 10, 16] 추적검사기간이 부족하였고,
이러한 짧은 경과 관찰 기간이 Kaplan-Meier 생존 곡선의
정확성에 대한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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