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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배경 : 발치와 보존술(socket preservation)은 향후 보철적 

치료를 위한 치조골의 보존을 위해 발치와에 이식재나 비계를 

위치시키는 술식이며, 치조제 보존술(alveolar ridge 

preservation)은 협측 골벽이 불충분한 경우 발치 당일에 치조제의 

흡수를 최소화하고 발치와 내 골형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 행해지는 

술식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해당 술식들과 관련된 기존 문헌들의 

조사연구를 통해 각각의 방법과 효과를 확인정리하고 해당 

술식들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들을 고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방법 : PubMed에서 alveolar ridge preservation, barrier 

membrane , bioactive agent, bone substitute, growth factor, 

guided bone regeneration, socket preservation의 키워드로 

검색한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 발치 후 치유과정 중 발치와 및 치조제는 구조적 

변화를 겪는다. 혈병으로 채워진 발치와는 육아조직으로 교체되어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며 다발골의 흡수와 리모델링이 일어난다. 

다발골 함유가 높은 협측골은 설측에 비해 현저한 골소실을 보인다. 

발치와의 보존과 치조골 흡수 감소를 위한 보존술 방법들로는 발치 

시 외상 최소화, 차단막의 적용, 골 이식재의 충전, 일차유합 획득, 

생활성 물질의 첨가, 초음파나 레이저의 적용들이 있다.  

골 이식재중 자가골은 빠른 흡수에 의해 유지기간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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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골보다 치조제 보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탈회 

동종골은 비탈회 동종골과 달리 골전도능과 골 유도능을 함께 

지니는 반면 높은 흡수율로 인해 비탈회 동종골에 비해 치조골의 

부피를 유지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작은 입자 크기의 동종골은 더 

빨리 흡수되며 넓은 표면적으로 인해 신생골 생성에 유리하다고 

보고되었으나, 큰 입자 크기의 동종골과 비교해 볼때 수직적, 

수평적 골흡수 감소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합성골이 이종골보다 더 높은 치조제 수평폭 보존 효과를 

보이는 보고가 있었으나, 잔존기간이 길어지면, 정상 치유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골은 대조군에 비해 수평적 골소실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신생골 형성 촉진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 특정 골이식재의 우수성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차단막의 적용은 발치와의 혈병을 보호하고, 

조직유도재생술의 원리에 따라 치조골 보존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 흡수성 차단막은 높은 지혈성과 화학주성, 세포 

부착성을 가지나 발치와 내의 골 재생 전에 분해되고 공간 

유지능이 떨어져 차단막의 함몰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비흡수성 

차단막을 사용하기도 하며, 비흡수성 차단막과 흡수성 차단막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이 보고된 바도 있다.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 일차유합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요즘 

많이 발표되었다. 일차유합은 수술적 난이도, 치은점막 연접부의 

치관 측 이동, 골막 이완 절개로 인한 출혈과 부종, 혈종 발생 

가능성 및 술 후 불편감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일차유합 대신 

이차유합을 시행 시 각화치은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골 재생량도 

일차유합과 큰 차이가 없다는 다수의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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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성 물질 중 성장인자 적용 시 자연골과 조직학적 차이가 없는 

골재생 양상을 보였으나, 골 보존효과는 치조골 결손이 극심한 

경우에 한정되며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는 생활성 물질을 고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이상적인 전달자가 필요하다. 발치와에 

초음파를 적용했을 경우 신생골 재생의 향상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저출력 레이저 조사는 내재된 성장인자의 방출량을 증가시켜 

해면골 비율을 증가시키고 골재생의 초기단계를 촉진하였다. 또한, 

발치와 통증을 경감, 발치 후 발생 가능한 점막염, 신경 손상, 

감각이상의 감소 등 부가적 효과가 보고되었다.  

 

결론 :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골이식재는 신생골 형성면에서 자가골과 탈회 동종골이 좋은 

효과를 보였고, 치조제 폭경 유지 면에서는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에 따른 차이가 실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모두 

효과적이었다. 차단막의 사용은 흡수성에 관계없이 비사용시보다 

치조골 소실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흡수성과 비흡수성 막의 차이에 

따른 효과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존재하였다. 흡수성 막과 비흡수성 

막의 장점을 조합한 이중막 방식이 단일막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생활성 물질의 적용은 치조와의 결손이 있을 경우에 

효과적이었으며, 저출력 레이저의 적용 시 신생골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초음파의 적용은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에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주요어 : 골대체재, 골유도 재생술, 발치와 보존술, 생활성 물질, 

성장인자, 차단막, 치조제 보존술  

 
학   번 : 2010-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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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치조골은 발치 후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겪는 치아-의존성 

구조이다. 치주질환이나 치근단 병변, 심한 치아 우식, 외상 등에 

의한 발치 후 일어나는 치조골 흡수는 발치 후 골개조 과정에 의한 

결과로, 치조골의 협설측 모두에서 일어나 전체적인 구조의 감소가 

일어난다. 이러한 골의 역동적 변화에 대해 과거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임플란트가 임상에 활발히 도입된 이후 임플란트의 

기능적, 심미적 성공을 위해 많은 임상가들에게 치조골 흡수 방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발치 후 혈병으로 채워진 발치와는 점차 육아조직으로 교체되어 

새로운 혈관 조직을 형성하고, 발치와 주변 다발골이 흡수되고, 

치은 변연 점막이 발치와로부터 분리되며, 발치와 주변 망상골이 

층판골로 전환되는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된다[1]. 발치와를 

둘러싸는 다발골은 치아와 접촉하는 주섬유인 샤페이 섬유를 

포함하여 치아를 치조제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발치 후에 

치주인대의 절단과 함께 그 기능이 상실되어 흡수 및 교체가 

일어나고, 형태적 변화를 겪는 점이 성견을 이용한 연구에서 

입증되었다[2, 3]. 발치와의 협측 치조제 능선은 다발골의 함유가 

높고 설측은 협측에 비해 다발골의 함유가 적은 다발골과 층판골의 

혼합적인 구성이다. 따라서, 발치 후 협측이 설측보다 현저한 

다발골 소실을 겪게 된다. 이러한 치조제의 경조직 및 연조직의 

외형적 변화는 차후의 임플란트 식립과 임플란트 보철학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성공적인 임플란트란 임플란트의 생존과 적절한 

기능 및 심미성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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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부의 골질량 및 골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임플란트가 

발치한 치아의 본래 위치에 적절히 맞고 치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수복물을 완성활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발치 후 심한 치조골 소실이 있는 경우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어려워 이 부위의 치조골 소실의 회복이나 재생은 많은 

임상가들에게 큰 난제이다. 또한, 주위에 충분한 골조직이 존재하는 

발치와에서도 발치와가 충분히 골조직으로 채워지지 않고, 섬유성 

결합조직이나 반흔으로 채워지는 등 발치와의 치유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성공적인 임플란트 이식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치조제의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발치 직후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을 적용하거나 

치조골의 흡수 이후에 임플란트의 식립 전 또는 동시에 골이식술을 

적용할 수 있다. 골 흡수 이후 적용하는 치조골 재건술은 

임상적으로 성공적임이 입증되었으나, 수술 과정이 복잡하고, 

술식의 결과가 술자의 기술에 의존적인 한계점이 있다. 이에 비해 

발치 당일에 시행할 수 있는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은 적용이 

가능할 경우, 향 후 골 이식술의 필요를 경감시키거나 없앨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발치와의 보존과 치조제의 

흡수를 최소화 하여 성공적인 보철적 수복에 도움이 된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과 임상가들에 의해 발치 후 골조직의 개조 과정에 

대한 이해와 골소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은 혐측 골벽의 유무에 따라 용어가 

구분되며, 발치와 보존술(socket preservation)이란 용어는 

1988년 Cohen 등에 의해 차후의 보철적 치료를 위한 치조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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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을 위해 발치와에 이식재나 비계를 위치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이에 비해, 치조제 보존술(alveolar ridge 

preservation)은 협측 골벽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되는 

용어로 발치 당일에 치조제의 흡수를 최소화하고 발치와 내 

골형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술식으로 정의된다[2]. 

이러한 용어의 구분은 발치와에서 협측 골벽의 존재 유무가 

발치와의 치유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치 시 잔존 골벽의 형태를 평가하여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방식의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발치와의 골벽의 상태에 따라 

1,2,3벽성 골벽으로 분류하여 다른 접근법을 선택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과 관련된 기존 문헌들의 

조사연구를 통해 각각의 재료와 술식의 방법과 효과를 

확인정리하고, 해당 술식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술식과 재료의 조합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해당 술식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들을 고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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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술식과 그 재료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인 ‘alveolar ridge preservation, barrier membrane, 

bioactive agent, bone substitute, growth factor, guided bone 

regeneration, socket preservation’로 Pubmed에서 검색한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최근 약 20년의 논문들을 검색하여 

무작위 대조연구 방식,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을 가지는 것, 발치 당일 발치 즉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것, 3-9개월의 발치 후 치유기간을 가진 것, 

치조제의 정량적 혹은 형태적 골변화를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12개의 논문을 선택하였다. 선별된 논문을 바탕으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방법을 정리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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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발치 후 발치와 및 치조제의 치유과정   

발치 후 발치와의 치유는 발치 직후 활성화된 염증반응의 

연쇄과정으로 시작되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발치 후 

치조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서로 연관된 치조돌기 내부와 외부의 

변화 2가지 과정으로 일어난다. 발치 창상에서 조직 재생의 순서는 

혈병형성의 시작부터 완전히 성숙된 경조직과 연조직 구조의 

형성까지 대략적인 다섯 단계로 일어난다[1,3]. 발치 직후 발치와 

내의 출혈에 의해 혈관은 혈전으로 막히고, 섬유소 망이 형성되어 

처음 24시간 이내에 혈병 형성이 일어난다. 혈병은 간엽세포에 

영향을 주는 성장인자와 염증 세포의 활성을 향상시키는 성분을 

포함하여, 앞으로 진행될 치유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의 

이동을 지시하는 물리적 기질로서 작용한다. 혈병에 의해 여러 가지 

세포의 증식, 분화, 합성, 창상 내부로의 세포의 이동이 유도, 

증진된다. 2~3일 이내에 호중구, 단핵구, 섬유모세포가 섬유소 망 

내부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혈병은 발치 후 수일 이내에 붕괴되고, 

섬유소용해과정이 시작된다. 창상 내로 먼저 이동해온 호중구와 

뒤이어 이동한 대식세포가 세균과 손상된 조직을 탐식하여 그 

부위를 정화시키는 창상정화과정뿐만 아니라 간엽세포의 이주, 증식, 

분화를 증진시키는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을 방출하여 발치와의 

치유를 돕는다. 치주인대와 인접한 골수 부위로부터 유래된 

간엽성의 섬유모세포 유사세포와 절단된 치주인대로부터 기원한 

혈관구조의 증식부가 들어오는 새로운 혈관형성과, 간엽세포가 

증식하고 기질 성분을 침착하는 기질 성분의 합성를 통해 혈병을 

점차 대체한다.  혈병이 신생 결합조직인 육아조직으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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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된다. 치조와의 치근단 1/3부위에 육아조직의 형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4~5일 후 혈병의 감소와 함께 상피세포가 염증조직을 

결합조직으로 인식하면서 연조직 변연으로부터 상피가 증식하여 

발치와 내의 육아조직을 피개하기 시작한다. 발치 1주일 후 

발치와는 신생 결합조직인 육아조직으로 채워지고, 근단측에서부터 

골양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섬유모세포 

유사세포가 계속 성장인자를 방출하며 증식하여, 새로운 세포외 

기질의 침착과 부가적인 세포의 내성장을 유도해 조직의 분화를 

도움으로써 임시결합조직이 형성된다. 골모세포가 골양조직을 

침착시키는 과정에서 기질 내에 갇혀 골세포가 되고, 교직골이 

형성되어 발치된 치조와벽 내의 본래의 골조직을 교직골이 

대체한다[4-8]. 초기 골 형성은 빠르게 진행되어 몇 주 이내에 

교직골이 발치와 전체를 채워 안정된 골격과 견고한 표면을 

제공하며, 골전구세포와 기질의 광화에 필요한 혈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발치 3주 후 골양 조직의 광화가 시작된다. 6주 후 

발치와 내의 골 형성이 현저해져, 방사선 사진에서 골 형성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며, 조직 창상부가 폐쇄되고 상피화된다.  

교직골은 리모델링을 통해 발치 부위 주변에서 피질골판과 연결된 

층판골과 골수로 점차 대체되는 피질골화 과정을 거친다[9]. 치조와 

내의 골 충전에 4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그 수준은 인접치아에 

미치지 못한다[10].  

치조제의 구성요소인 다발골은 치조와 내부의 설측 골벽, 치조제 

상부, 협측 치조제의 변연부의 광화 조직에 존재하며, 치관 

측으로는 협측골의 치조능선을 형성하고 치주섬유의 말단을 

에워싸며 치주조직을 구성한다.  다발골은 치주 인대 공간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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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혈액공급이 사라지면 흡수되기 시작하며, 발치로 인해 

치아로부터 가해지던 기능적인 장력의 부하가 사라지면 치주섬유의 

붕괴가 일어나, 두 단계에 걸친 골흡수가 일어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치아에 의존하는 조직인 다발골이 발치 이후에 뚜렷한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흡수되어 소실되고[9], 뒤이어 치조골의 

흡수가 점차 일어나 치조골 형태의 수직적 높이가 감소된다. 여러 

치주 문헌에서 설측 골벽보다 협측 골벽에서 더 많은 수직적 

감소가 나타난다고 보고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설측 골벽은 극히 

적은 부분에서만 다발골을 포함하지만, 협측 골벽의 경우 정상의 

변연부 1~2mm가 다발골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설측에 비해 

다발골의 구성량이 많기 때문이다[9]. 또한, 발치와의 설측 골벽이 

협측에 비하여 현저하게 폭이 넓기 때문에 판막 거상시 골막이 

골에서 분리되어 표면 흡수가 일어나면서 두꺼운 설측 골벽보다 

두께가 얇은 협측 골벽이 수직적으로 더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협측골은 전치부에서 0.8mm, 소구치 부에서 1.1mm의 평균두께를 

가질 정도로 얇다[11]. 두 번째 단계에서, 치조골의 바깥쪽 표면의 

리모델링이 일어나 수평적, 수직적 골흡수가 일어난다. 혈액공급의 

감소, 염증세포의 활동이 골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모델링 

과정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이 없다.  

리모델링 과정은 구조적, 기능적, 생리적 요인과 더불어, 발치 시 

생기는 주변골의 외상이 연관되는 복잡한 과정으로, 주변 골에 

생기는 미세손상은 리모델링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12].  

대부분의 치조골 흡수는 발치 후 치유과정의 첫 3개월 내에 

일어나며, 치조골의 변화는 대략 협설폭의 50% 정도의 감소가 

일어나는 발치 후 1년 까지 지속된다. 골훕수율은 발치 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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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동안 가장 높게 나타나며[13,14], 이후 평균적으로 1년에 약 

0.5-1.0%의 골흡수율을 나타낸다[15,16]. Hammerle 등은 발치 

후 6개월이내에 평균적으로 약 1.24mm의 수평적 골소실과 약 

3.8mm의 수직적 골소실이 일어난다고 하였다[17].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시행 시 외상을 최소화 하는 것은 

치조돌기와 인접 연조직의 손상을 감소시켜 골흡수를 줄여준다. 

이것은 골형성능을 가진 세포들의 손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발치와 

내 혈병을 보존하는 발치와 벽의 물리적인 역할의 손상을 방지한다. 

골은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재생되는 능력을 가진 독특한 

조직이지만, 견고한 석회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다. 골은 석회화 구조이기 

때문에 골 내부로 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신생 혈관계 

형성을 통해 적절한 혈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생골 형성이 

불가능하다. 발치와의 치유과정 동안 발치 부위의 동요도는 

혈류공급을 방해하고 혈병이 안정화되지 않은 조건을 형성하여, 

발치부위는 골조직이 아닌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변화된다. 또한, 

발치과정 중 발치와 벽이 손상된 경우 치유과정이 변형되어 

발치와가 골로 완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섬유조직의 형성이 

일어나는 반면, 발치와 주변으로 충분한 지지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골이식재를 충진하지 않더라도 양호한 골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발치와의 성공적인 골형성에 발치와 벽에 

의한 견고한 고정 및 안정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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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방법   

발치 전후의 여러 시기에 행하는 치조골 재건술은 임상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수술 과정이 복잡하고, 술자의 

기술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또한, 자가골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 공여부의 외상성 손상이 

필연적이다. 치조골 흡수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있다. 즉시 임플란트는 골유합을 

발치와의 치유와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치유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발치와의 크기와 임플란트의 직경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 공간에 골이식과 치은치조점막수술이 

필요하고, 임플란트의 초기고정을 위해 충분한 양의 골이 없다면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며, 점막 퇴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미적 

요구가 적고 적절한 해부학적 요건을 갖춘 소구치 부위와 같은 

선별된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치아와 관련된 급성, 

아급성 감염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17].  

그러므로, 발치와의 상태가 용이한 경우에는 발치 이후 치조골 

재건술이나 즉시 임플란트보다는 발치 당일에 행하여 치조골 

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이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발치 후 6~24개월 안에 최대로 

일어나는 골흡수를 줄여 향후 골이식술의 필요성을 없애거나 

경감시킬 수 있다. 발치와 주위를 둘러싸는 치조골 벽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경우 발치와 내의 골형성은 자연스러운 치유과정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치조골의 부피가 만족할 만큼 보존되지 못하는 

경우 임플란트는 기능적, 심미적으로 실패한다. 골흡수를 

최소화하여 임상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만족스러운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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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부피를 얻기 위해 제시된 발치 직후에 행할 수 있는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발치 시 

추가적인 골소실과 연관된 외상을 최소화하는 방법, 플랩을 

형성하지 않는 발치방법, 발치와를 완전히 피개할 수 있는 

연조직량이 부족한 경우 판막의 치관측 이동이나 자가 연조직이나 

연조직 대체제 이식술을 이용한 일차 유합의 획득, 골이식재의 골 

형성기전에 따라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다양한 골 

이식재의 적용, 흡수성, 비흡수성 차단막의 적용, 발치와의 치유를 

돕기 위한 성장인자나 골형성단백질 등의 생활성 물질, 초음파, 

레이저 등의 부가적인 요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3,18]. 이와 

같은 술식과 재료들은 다양하게 조합되어 이용될 수 있다. 발치와 

협측 골벽의 존재 유무가 발치와의 치유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잔존 골벽의 수와 형태가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잔존 

골벽의 상태에 따라 1,2,3벽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3벽성의 경우 

골이식재 없이 차단막만 적용하여 발치와를 보호하거나,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이 불필요 할 수 있으며, 협측 골벽이 상실된 2벽, 

3벽성의 경우 골이식재와 함께 차단막의 적용하고, 안정성을 위해 

고정핀이나 스크류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3벽성의 경우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적용에도 적절한 골형성 효과를 얻지 못해 

향후 부가적인 골증대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협측 골판을 사용하는 

골증대술과 동시에 골이식재와 차단막을 적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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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발치와 보존술과 치조제 보존술의 효과 

Weng 등은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을 이용한 실험군과 아무런 

처치를 행하지 않은 대조군과의 수평적, 수직적 골소실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에서 약 0.87mm의 수평적 골소실이 일어난 

반면, 대조군에서는 약 2.12mm의 수평적 골소실이 일어나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행 시 수평적 골소실이 약 59% 감소되어, 

아무런 처치를 시행하지 않을 시 약 두 배 이상의 수평적 골소실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실험군에서 평균 약 0.14mm의 

수직적 골획득이 일어난 반면, 대조군에서는 약 1.48mm의 수직적 

골흡수가 일어나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행 시 약 109%의 

수직적 골흡수 감소가 일어났음을 보고하였다[19]. 이러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치조골 흡수 감소 효과는 주위 경조직과 

연조직의 형태, 색상, 견고도에 의해 좌우되는 임플란트의 심미성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주어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철물의 성공을 

돕는다.  

첫째, 잔존 치조골의 흡수를 최소화하여 치조골의 부피를 

보존해 임플란트 식립 시 근원심, 협설적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협면과 치간 치은의 외형 및 치간 

유두의 높이를 유지하여 최적의 심미적인 외형을 얻게 한다[2].  

셋째, 이상적인 위치의 임플란트 식립은 추 후 상부 보철물의 

심미적인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 이상의 골벽이 파괴된 1,2,3벽성의 비건전 발치와에 

적용하는 치조제 보존술은 발치 시점에 존재하는 치조골량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발치와의 골덮개 내, 외부 모두에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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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생을 일으켜 이전에 소실되었던 골량을 회복할 수 있다. 골흡수 

1.5mm이하의 건전한 4벽성을 가지며, 열개나 천공이 없는 건전 

발치와에 적용하는 발치와 보존술은 내부에서만 골재생이 일어난다. 

골덮개 외부에서의 골재생은 내부보다 어렵기 때문에 비건전 

발치와에서도 골덮개 외부의 골재생을 의도하지 않을 경우 발치와 

보존술로만 처치할 수 있다.  

결국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은 위와 같은 기전에 의해 

치유과정 중 성공적인 골형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첫째, 치조골 부피의 감소를 줄인다.  

둘째, 향 후 임플란트의 적절한 식립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셋째, 최종 보철물의 심미성을 향상시킨다. 

넷째, 향 후 부가적인 골이식술의 필요성을 줄인다.   

다섯째, 골형성을 빠르게 하여 임플란트의 식립과 보철물 

제작시기를 앞당겨 전체적인 치료기간을 감소시킨다.  

여섯째, 차후에 부가적인 외과적 골이식술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골결손의 양이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줄어들어 

성공적인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19].  

이러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효과는 치조골의 수평적, 

수직적 차원의 변화를 통해 비교 할 수 있으며, 이차적인 결과로 

협측 골판 두께의 변화, 발치 후 골 부피의 변화, 합병증의 발생 

여부, 조직학적 치유의 특성, 차후 추가적인 골이식의 여부와 

적절한 크기의 임플란트 식립 위치의 명료함, 환자가 호소하는 결과, 

경제성 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17]. 그러나, 이러한 각기 다른 

술식과 재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잠재적인 효과의 차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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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그간의 여러 연구들의 견해들에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같은 술식의 적용에서도 연구 결과에 

차이를 줄 수 있다.   

첫 째, 발치와 골벽의 연속성/비연속성, 인접치의 유무와 같은 

발치와의 임상적 상태 

둘 째, 발치와의 치유기간의 차이  

셋 째, 골형성 결과의 평가 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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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골이식재의 효과  

골이식재는 공여체에 따라 자가골 이식재, 동종골 이식재, 이종골 

이식재, 합성골 이식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골전도, 골유도, 

골형성의 세 가지 생물학적 기전을 가진다. 

발치와에 적용하는 골이식재는 이전에는 입자 잔해가 충진 후 

발치와 내에 약 6~9개월동안 남아있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20-23], 발치와의 초기 자연적 치유과정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 그 사용의 효과가 의심되었다[20,24,25]. 

그러나, 다양한 골이식재가 치조골의 너비와 높이의 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형태학적 분석과, 신생골 함량과 

골소주 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신생골의 광화, 구조적 발달의 

정도를 비교하는 조직학적 분석의 결과들이 골이식재의 효과를 

입증했다. 발치와에 잔존하는 골이식재가 임플란트의 생존률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골이식재의 

사용으로 치조골의 흡수를 줄임으로써 임플란트의 성공을 장기간 

지속시키게 한다. 또한, Rasperini 등은 골전도능을 가진 이종골 

이식재를 상악 구치부 발치와에 사용 시 상악동 거상술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6]. 

다양한 각각의 골이식재 적용 시 효과는 다음과 같다. Pelegrine 

등에 따르면 환자 본인의 장골능에서 추출한 골수의 발치와 내 

적용은 전층 부분판막과 타이타늄 스크류를 이용하여 일차유합 및 

고정을 통해 6개월의 치유기간 후 약 1.14mm의 너비소실을 보여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약 2.46mm의 너비소실을 

나타낸 데 비해 너비소실 감소효과를 보였다[27]. 또한 치조골의 

높이는 약 0.62mm감소되어 대조군이 약 1.17mm의 높이 소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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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데 비해 높이소실 감소효과를 보였다. 조직학적 분석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45.47%, 42.87%의 신생골 함량을 나타내 

둘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Barone 등에 따르면 corticocancellous porcine bone과 

collagen 차단막의 발치와 내 적용은 7개월 이상의 치유기간 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약 4.5mm의 치조골 너비 

감소를 보이는 데에 비해 약 2.5mm의 감소만을 보였다[28]. 또한 

대조군이 약 3.6mm의 치조골 높이 감소를 보이는 데에 비해 약 

0.7mm의 높이감소만을 보여 치조골의 수직적, 수평적 소실을 크게 

방지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직학적 분석에서 골의 광화와 

구조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골소주 패턴의 함량이 골이식재 적용 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조군 역시 광화된 골의 함량이 

실험군에 비해 낮았지만, 비교적 잘 구조화된 골 형성이 일어났다.  

Cardaropoli 등에 따르면 bovine bone mineral 90%와 porcine 

type 1 collagen 10%를 혼합한 bovine hydroxyapatite/collagen과, 

porcine collagen 차단막의 사용은 치조제의 높이 및 너비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29]. 치주낭의 깊이는 두 군 모두 

0.3~0.5mm정도의 현저한 감소를 보였으며, 치은 퇴축은 

0.3mm정도로 두 군 모두 증가했으며, 임상부착높이는 두군 모두 

약간 감소하여, 치주낭 깊이, 치은 퇴축, 임상부착높이에 골이식재와 

차단막의 적용이 주는 유의미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이식재와 차단막의 적용이 치조제의 높이 및 너비의 소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4개월의 치유기간 동안 약 35%의 너비소실을 보인 것에 비해, 약 

7.26%의 너비소실을 보였다. 그러나, 두 군의 조직학적 분석에서 

 20 



 

생성된 골의 탈회, 비탈회 구성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같은 재료를 사용한 Araújo 등의 실험에서도 골이식재의 적용이 

치조골의 너비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치유기간 

이후 생성된 골조성의 조직학적 분석에서 특별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30]. 즉, 이종골 이식재는 발치와에 형성된 혈병의 그물망 

구조 안에 입자가 갇히게 되어, 호중구성 백혈구를 골이식재 입자의 

표면으로 모여들게 하고, 이를 서서히 대체하는 파골세포에 의해 

골이식재가 점차 흡수되어 약 1-2주 이내에 파골세포는 사라지고, 

조골세포가 남아있는 콜라겐 다발 내에서 신생골을 형성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치조골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식재의 적용이 신생골의 조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볼 때, 골 조성의 비계로서 작용할 뿐 골 생성자체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없다. 또한, 골이식재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발치와를 기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치유기간 동안 발치와 주변부의 

창상 수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치유기간 동안 발치와의 창상 

수축은 신생골 형성과 리모델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Fickl 등의 연구에서도, 이종골 이식재인 bovine bone mineral의 

적용이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두 번째 대조군이 약 3.2mm의 

치조골의 높이소실을 나타낸 데 비해 약 2.8mm의 높이소실이 

나타나 치조골의 높이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31]. 다른 실험과 다르게 이 실험에서는 치조골의 너비감소를 

설측 치조융선의 1, 3, 5mm하방의 너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는데, 

대조군에서 각각 4.4, 6.1, 7.2mm를 나타낸 데 비해 실험군에서는 

3.7, 6.2, 7.0mm로 나타나 치조제의 너비보존은 설측 융선에 

가까운 곳에서 현저히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일차유합을 획득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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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대조군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약 

0.1mm의 치조골 높이 감소를 보였으나, 치조융선 1mm하방에서 

치조골너비는 세 군 중 가장 넓은 4.8mm를 나타내었다.    

Moghaddas 등에 따르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에서 환자 

본인의 견치, 제1,2 소구치 부위의 구개에서 약 1.5-2.0mm 

두께로 떼어낸 부분층 자가 구개 결합조직은 차단막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32]. 치조골의 너비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임플란트의 심미적인 결과에 중요한 주위 각화치은의 양과 

치은 높이가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차 후 임플란트 수복의 

기능적, 심미적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치조제 높이의 

소실을 방지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Iasella 등에 따르면 freeze-dried bone allograft (FDBA)의 

발치와 내 적용은 치조골의 너비소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나,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약3.2mm의 너비소실을 나타낸 

데 비해 약2.0mm의 감소를 보여, 치조골의 너비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33]. 또한, 신생골 형성을 통해 약 1.3mm의 치조골 

높이가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대조군이 약0.9mm의 높이 소실을 

보여 골이식재의 적용이 약 2.2mm의 차이를 가져왔다. 또한 

조직학적 분석에서 골이식재의 적용 시 신생골 함량이 약 65%로 

대조군이 54%를 나타낸 데 비해 신생골 형성이 향상되었다. 

상,하악의 발치부위에 따른 차이는 상악이 하악보다 더 많은 골 

흡수를 보였으며, 둘 다 설측보다 협측에서 많은 골흡수가 일어났다.     

Kutkut 등에 따르면 합성골 이식재인 medical-grade calcium 

sulfate hemihydrates(MGCSH)의 발치와 내 적용은 흡수성 

collagen plug만 사용한 대조군에 비해 치조골의 너비나 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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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으나, 발치와 내 신생골의 함량을 비 

적용 시에 비해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34]. 같은 

재료를 사용한 비슷한 조건의 다른 실험에서는 아무런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이 3.2mm의 너비소실, 1.2mm의 높이소실을 

나타낸 것에 비해, 2.0mm의 너비소실, 0.5mm의 높이소실만 

나타내어 치조골의 보존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35]. 또한 

MGCSH의 적용 시 골소주 패턴을 가지는 골의 분포가 58.5%로 

47.2%를 나타내는 대조군에 비해 증가했으며, 층판골의 함량도 

증가했다.  이것은 Kutkut 등의 실험에서 합성골 이식재의 적용 시 

발치와 내 신생골 함량이 66.5% 증가하여, 대조군의 38.3% 

증가에 비해 신생골 형성이 향상된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치조골의 너비와 높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발치된 치아가 통일되지 않았던 점과, 대조군에서 collagen plug의 

혈병유지 효과가 골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erino 등에 따르면, 흡수성 막의 재료로 사용되는 

bioabsorbable polylactide–polyglycolide를 sponge형태로 만든 

합성골 이식재의 발치와 내 적용은 6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치조제의 높이 및 너비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36]. 

다른 실험들과 달리 이 실험은 치조제의 높이를 근심 협측과 원심 

협측을 구분하여 두 곳에서 측정하였다. 합성 골이식재의 적용 시 

근심 협측에서 약 0.2mm, 원심 협측에서 약 0.1mm의 치조골 높이 

감소가 일어나,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각각 0.6mm, 

0.8mm의 높이 감소가 일어난 것에 비해 치조골 높이 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현저히 나타났다. 또한 치조골의 너비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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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mm의 소실이 나타난 대조군에 비해, 골이식재 적용 시 약 

1.3mm의 너비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조직학적 분석에서 

골이식재의 적용 시 더 고광화되고 조직화된 골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10개의 실험에서 다양한 골이식재를 이용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행은 발치 후 치유과정 동안 일어나는 치조골의 

높이나 너비의 소실을 감소시켰으며, 몇몇의 실험에서는 발치 

전보다 치조제의 높이나 너비가 증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골이식재가 기본적으로 신생골 형성을 위한 비계로 작용하고, 상부 

연조직으로부터 발치와에 가해지는 압박으로 인해 차단막이 

함몰되는 것을 방지하여 골재생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주위 골에 인접하여 

정상적인 저작기능 동안 존재하는 하중을 인접골에 전달하여 

생리학적, 생체전기적 자극을 준다[37]. 발치 후 잔존 치조골의 

흡수는 치아와 치주조직의 상실로 인한 정상적인 저작기능 중 

전달되는 힘의 변화가 일차적인 원인이 되므로, 골이식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생리학적 하중은 잔존치조골의 흡수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상적인 골이식재는 충분한 

골형성이 일어날 때까지 발치와 내에 남아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발치와 내에 남아있는 골이식재는 골형성을 방해하지 않으나, 

골형성을 유도하지도 않으며 단지 골이 자라 들어올 수 있도록 

비계 역할을 하여 골아세포에 의한 골형성이 이식재 표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할 뿐이다.  

 골형성유도단백질(bone morphogenic protein, BMP)등의 

중간매개체는 혈행으로부터 유래되거나 발치와 내부에 존재하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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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세포를 골아세포로 분화하도록 유도하여 신생골을 형성하는 

골유도를 일으킨다. 자가골 이식 시 내부에 존재하는 골아세포에 

의해 발치와부로부터 새로운 골화 중심이 형성되어 골재생이 

일어나는 골형성은 발치와 내로의 적절한 혈류공급과 골아세포의 

생활성이 유지될 때, 결손부 변연의 골아세포에 의한 골형성과 

더불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골형성이 배가된다. 발치와의 

벽이 건전할 경우 골전도능을 가진 골이식재가 사용될 수 있으며, 

차단막의 사용은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발치와의 벽이 건전하지 

못한 경우, 골유도능을 가진 골이식재를 차단막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적용한다. 골이식재는 최소한 골전도성을 가져야 

한다. 골유도성이 있는 골이식재는 골전도성만 가지는 골이식재보다 

더 좋은 재료라고 생각된다. 또한 골의 기원 및 처리과정에 따라 

골형성량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공여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골형성 유도단백질의 포함량이 달라져 골형성량이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38]. 공여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양의 

골형성 유도단백질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1.1 자가골/동종골,이종골/합성골의 차이 

무치악 부위, 상악결절, 하악지, 하악 정중결합부위, 다른 위치의 

발치와 등의 구내에서나 구외에서 채득할 수 있는 자가골은 다른 

골이식재들과 달리 골전도성 이외에도 골유도능, 골형성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존재하는 골아세포에 의해 

이식부내에서부터 새로운 골화 중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가장 효과적인 골이식재로 생각되어져 왔다. Becker 등에 따르면 

동종골인 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와 자가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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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한 실험에서 약 3-13개월의 발치 후 치유기간을 거친 뒤 

바이옵시를 시행한 결과, DFDBA의 적용 시 파골세포의 작용이 

발견되지 않고, 잔존하는 DFDBA입자로 인해 신생골 형성이 

방해되었으며, 자가골 적용 시 혈관화된 교직골과 층판골이 

발견되었으며, 몇 몇의 시편에서 비활성골이 발견되었으나, 이것은 

곧 파골세포의 작용으로 제거되어, 동종골이 발치와의 치유과정에 

방해작용을 하며, 자가골의 동종골보다 우수한 골형성 효과가 

확인되었다[20]. 그러나, 상반된 실험 결과도 존재한다. Araujo 

등은 자가골과 이종골 이식재인 bovine bone mineral을 비교한 

성견 실험에서 발치와 근단부와 중간부의 치조제 횡단면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자가골)에서는 -2.5%, 대조군(동종골)에서는 

+3.6%의 골변화를 관찰하였다[39]. 위 실험에서 남아있는 

골이식재의 함량이 동종골에서 24.4%, 자가골에서 1.9%인 점으로 

보아, 흡수되는 속도 차이로 인해 발치와 내에서 유지되는 기간이 

짧아지면, 치조제의 보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종골과 합성골을 비교한 실험에서 nanocrystalline 

hydroxyapatite(NCHA)와 deproteinized bovine bone 

mineral(DBBM)의 적용 시 치조제의 너비감소와 생활성골의 

함량에서 두 군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40]. 

그러나, 상반된 실험 결과도 존재한다. NCHA와 β-TCP의 

혼합체인 biphasic ceramic bone substitute와 DBBM의 효과를 

비교한 실험에서 8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두 군 사이에 치조골의 

높이변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치조골의 너비는 합성골이 

약1.1mm감소, 이종골이 약2.1mm의 감소를 나타내어 합성골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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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치조골 너비 보존효과를 보였다[41].    

 

4.1.2 동종골의 탈회 여부에 따른 효과  

많은 연구에서 특정 재료가 다른 재료에 비해 우수성을 가지는 

지에 대한 여부는 일치되지 않았으나, 탈회 동결건조 

동종골(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 DFDBA)와 

비탈회 동결건조 동종골(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 

MFDBA)간의 차이점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채취한 동종골을 

탈회 처리하는 과정에서 골형성 유도단백질의 노출로 인해 DFDBA 

는 골전도능만 가지는 MFDBA에 비해 골유도능까지 가지게 되어 

치조골 흡수 방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더 선호된다. 또한, 

DFDBA는 높은 흡수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빠른 흡수로 임플란트 

식립 시 잔존하는 입자 없이 골형성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orowitz 등은 MFDBA를 사용한 경우 3~6개월의 치유기간 

동안 생활성의 골이 17%에서 27%로 증가하였으나, DFDBA의 

사용 시 약 28%에서 53%로 더 큰 폭으로 증가됨을 관찰했다 

[42]. 그러나, Brownfield 등은 치유기간 이후 발치와 내 생활성 

골 함량이 DFDBA 적용 시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차이를 

보이나, 치조제의 수직적, 수평적 골소실의 감소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관찰했다[43]. 이러한 결과는 DFDBA가 

골형성 유도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양이 실제적으로 

골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량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지성 있는 

골유도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20]. 또 

다른 가능성에는 DFDBA가 MFDBA에 비해 빠른 흡수로 발치와 

내에서 장기간 치조골의 부피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졌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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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DFDBA의 임상적 적용이 예지성 있는 

치조골 보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함량과 유지력 향상을 

위한 적용이 필요하다.  

 

4.1.3 이식재의 크기에 따른 효과  

골이식재의 입자 크기가 골 형성에 제공되는 가용공간을 

결정한다. 임상에서 사용되는 골이식재의 입자 크기는 약 100-

1,000㎛이며, 입자 사이의 입자간 공간이 골이 자라 들어올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격리된 공간 내로 신생혈관의 내부성장과 

골형성 전구세포들이 이주하여 중심부에서 혈류공급이 이루어지는 

원뿔 모양의 골원 형태로 골형성이 이루어진다. 골원의 반지름은 약 

100㎛이며, 중심부의 혈액공급이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 의해 골원의 크기가 정해진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크기의 

이식재가 선호된다. 작은 크기의 이식재는 발치와의 치유과정 중 더 

빨리 흡수되며, 더 넓은 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발치와 내 신생골 

형성 촉진 효과가 높다고 생각된다. 300-500, 850-1000㎛의 

서로 다른 크기의 이식재의 골 유도재생 효과를 비교한 실험에서 

10주간의 치유기간 이후 신생골의 조직학적 분석에서 작은 입자의 

이식재가 더 고밀도의 구조를 나타냈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신생골과 입자의 총 접촉면적과 입자 사이 공간이 작은 입자의 

이식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골유도재생에 있어 이식재의 

입자크기는 골형성 공간의 제공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44]. 그러나, Hoang 등은 DBBM를 이용한 실험에서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치조제의 수직적, 수평적 골흡수를 감소 효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관찰한 상반된 실험결과도 존재하였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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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이식재 크기는 발치와의 골결손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발치와의 경우 치주질환에 

의한 골 결손부위에서보다 큰 입자의 사용이 편리하다. 

 

4.1.4 합성골의 종류에 따른 효과  

많은 연구에서 골이식재의 적용이 주는 골형성의 증진 효과를 

입증하였으나, 특정 재료가 다른 재료에 비해 가지는 우수성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Pinho 등은 타이타늄 막을 

사용한 실험에서 이식재의 유무에 따른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고, 골이식재의 종류보다는 골형성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기능이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지었다[45]. 그러나 

발치와의 염증성 상태에 따라 특정 재료가 다른 재료에 비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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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차단막의 효과  

차단막은 흡수되는 성질에 따라 크게 흡수성과 비흡수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흡수성 막의 소재로는 collagen, polylactide와 

polyglycolide 공중합체(PLA/PGA), silk fibroin 등이 있고[46], 

비흡수성 막에는 e-PTFE, titanium-reinforced e-PTFE, d-

PTFE 등이 있다.  

Brkovic 등은 흡수성 막인 collagen 차단막의 적용은 신생골의 

형성과 치조골의 협설측 높이 및 너비소실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47]. ß-TCP와 함께 collagen 차단막을 적용한 

발치와 보존술에서 collagen 차단막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시 신생골 함량은 45.3%, 대조군은 42.4%로 신생골 형성이 

증가되었고, 9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발치와 내 잔존하는 이식재량이 

차단막을 적용했을 때 12.5%, 대조군이 9,7%로 차단막이 이식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조골의 협, 설측 높이가 

실험군에서 각각 약0.12mm, 0.38mm증가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0.5mm, 0.22mm증가를 보여, 차단막의 적용이 골이식재의 신생골 

형성을 증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치조골의 너비는 약 

1.29mm소실된 대조군에 비해 약 0.86mm로 적은 양 소실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차단막의 적용 없이도 골이식재의 신생골 형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차단막의 적용이 

골이식재의 효과를 증진시켰으며, 9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조직학적 

분석에서 차단막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남아있는 

골이식재의 입자와 신생골의 골수 사이에 신생골 형성에 중요한 

섬유성 조직의 함량이 실험군에 비해 적음이 확인되었다. 저자는 

ß-TCP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분해 산물이 발치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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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도를 낮추는 작용을 하여, 섬유성 조직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했다. 차단막의 적용은 이러한 분해 산물의 영향을 감소시켜 

신생골 형성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정인 흡수성 막인 collagen 차단막은 지혈성, 화학주성 

및 세포 부착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치조제 보존술에 

이용되었다[48,49]. collagen 차단막의 장점은 막 제거를 위한 

추가적인 외과적 시술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발치와의 경우 이 점은 큰 장점이 되지 못한다. 

collagen 차단막의 단점은 대부분의 흡수성 막이 발치와 내에 

충분한 골형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해될 수 있고, 염증의 위험성이 

크고, 견고성이 비교적 부족하여 발치와 내 골재생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지 못해 막의 함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46]. collagen 

차단막의 사용시 견고한 지지가 얻어진 경우에만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구강 내로 노출될 경우 빠른 흡수율과 조기폐쇄를 

얻어야 하는 술식의 까다로운 요구 때문에 비흡수성막이 

대안으로서 고려되었다[50]. 

Lekovoic 등은 흡수성 막의 한 종류인 PLA/PGA를 적용한 

발치와를 6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치조골의 외측, 내측의 높이와 

너비를 측정하여,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약 1.50mm, 

3.94mm, 4.56mm의 골소실이 일어난 것 비교 시 약 0.38mm, 

5.81mm, 1.31mm의 소실이 일어나 치조골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51]. 해당 실험에서 차단막의 유지를 

위해 협측 판막을 이용한 일차유합을 획득하였고, 타이타늄 핀과 

4-0 silk를 이용한 수직누상봉합으로 부가적인 고정을 이루었다. 

타이타늄 핀과 봉합 제거 후 6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감염이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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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흡수성막의 단점은 제거를 위한 

부가적인 외과적 시술이 필요하다는 점과 막이 노출되었을 경우 

연조직의 자발적인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46]. 구강 

내로 노출된 막은 구내 세균에 의해 오염되어 발치부위의 감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발치와의 골재생이 저해되고 

심하면 골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52]. 따라서 노출된 막은 

제거해야 하고, 막의 조기제거는 결과적으로 골재생의 감소를 

초래한다[53].   

또 다른 흡수성 막인 silk fibroin 차단막의 골형성 증진효과가 

확인되었다. Song 등에 따르면, 누에고치에서 채취한 silk는 주로 

봉합사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collagen과 같은 섬유성 구조를 

띠고, 높은 조직적합성 및 산소, 증기 통과성, 생분해성을 가지기 

때문에 골형성의 비계로서 각광받는 물질이다[54]. Silk fibroin 

차단막을 제작하는 온도에 따라 조직의 농도와 구조가 다르게 

형성되어 막의 용해성과 발치와 내 유지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흡수성 막은 골 재생의 기간 동안 발치와 내에서 형태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섬유모세포가 들어와 섬유성 조직의 형성이 일어난다. 

너무 높은 용해성을 가지는 흡수성 막은 골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분자물의 이러한 특성과 pH, 온도, 중합 정도, 차단막의 

부피가 분해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 실험에서는 

silk fibroin 차단막의 제작 온도가 구조와 용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장 적절한 용해성을 가지는 silk fibroin 

차단막을 이용한 골유도재생술시 8주의 치유기간 후에 신생골 

함량을 비교 시 약 67.02%를 나타내어,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약 35.42%의 골형성을 나타낸 것 과 비교 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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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증진 효과가 확인되었다. Silk fibroin 차단막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형태로의 쉬운 가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절한 용해성을 

갖추는 구조로 제작된다면 발치와 보존술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차단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hiapasco 등은 골이식재 없이 e-PTFE 차단막을 적용한 

실험군과 구내와 전방 장골에서 채취한 자가골을 막사용 없이 

적용한 대조군을 비교한 실험에서 8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차단막을 

사용한 골유도재생술에서 약 2.7mm의 치조골 너비증가가 나타나, 

자가골 이식재를 적용한 대조군에서 약 4.0mm의 너비증가보다 

다소 작지만, 골이식재 없이도 골재생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55]. 또한, 이 후 임플란트 적용 시 성공률의 측면에서 

골이식재 사용시 보다 93.3%로 약 2.4%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어, 

e-PTFE 차단막이  발치와 보존술에서 임상적으로 임플란트의 

성공 가능한 골 유도효과를 가지는 재료 임을 알 수 있다. e-PRFE 

차단막은 발치와의 치유과정 동안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빠른 

구강 상피와 결합조직이 발치와 내로 침입 하는 것을 차단하고, 

발치와 내부의 혈병을 보호하며, 골형성능을 가진 세포가 

이주해오도록 하여 발치와 내의 공간이 성장속도가 느린 골재생에 

관여하는 조직으로 서서히 채워지게 한다. 이러한 조직반응의 

차이를 이용하여 골재생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골모세포와 혈류가 공급되는 결손부가 골로 채워질 수 있도록 

공간을 유지시킴으로써 발치와의 치유과정을 돕고 치조골 결손의 

양적 회복을 돕는다[50,56,57]. 그러므로, 충분한 발치와 벽이 

존재하더라도 차단막의 사용시 발치와 내 골재생량이 더 증진될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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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수성 막인 고밀도 polytetrafluoroethylene(dPTFE) 차단막은 

일차유합이 요구되지 않고, 매끄러운 표면과 약 0.2㎛의 작은 

구멍의 크기로 인해 제거가 쉽고, 추가적인 외과적 술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세균의 통과를 막아 골보존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58-60].  

Al-Hezaimi 등에 따르면 콜라겐 막 위에 dPTFE를 올리는 

이중막 방식은 막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나, dPTFE 단일막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치조제의 너비 및 높이의 보존효과가 

뛰어났으며, 신생골의 광화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생골 함량이 높았다[50]. 즉, collagen 차단막 위에 

dPTFE 차단막을 올리는 이중막 방식은 collagen 차단막의 연조직 

반응에 대한 장점과 dPTFE 차단막의 견고성과 항균효과의 장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중층으로 인해 치유 과정도안 

비흡수성막이 흡수성막의 견고성 부족을 보완하여 골이식재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각각의 단일막을 사용하는 경우나 차단막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보다 골보존에 효과적이다. 또한, 다른 실험에서 

SEM을 이용한 평가에서 이중막의 바깥층인 비흡수성막에서 안쪽의 

흡수성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의 세균 수가 관찰된 점에서 

비흡수성막의 항균효과가 화학적 안정성과 골모세포 이주능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61]. 그러나, 세균 수가 아닌 

세균 조성의 차이가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중막 방식의 임상적 

적용을 위한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이중막과 단일막을 사용한 

발치와의 세균조성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판되는 흡수성막과 비흡수성막을 임상가가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 이외에 collagen/HA–chitosan–collagen/HA와 같이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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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제작된 삼중막 방식의 차단막도 있다[62]. 중간의 chitosan 

layer는 높은 인장강도와 탄성계수를 가지므로, 기계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collagen/HA layers는 chitosan layer의 취성을 보완하여, 

chitosan layer의 단일막 사용시 보다 막의 유연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준다.    

Caffesse 등은 흡수성 막과 비흡수성막의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PLA/PGA와 ePTFE를 사용한 실험에서 흡수성막이 

발치와 치유과정 동안 더 빠른 흡수로 사라졌지만, 치유기간 이후 

결합조직의 부착은 비흡수성보다 우수했으며, 섬유가 포함된 신생 

백악질의 형성은 두 막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관찰하였다[63]. 즉, 흡수성 막의 분해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염증반응은 골형성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흡수성 막과 

비흡수성막은 발치와의 골재생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조직학적 분석에서 흡수성막 사용 시 골밀도가 더 높은 성숙한 

골의 함량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비흡수성막과 흡수성막의 단일 사용은 차단막에 요구되는 

이상적인 특성들인 생체 비활성, 생체적합성, 공간 유지력, 연조직 

세포 차단능, 우수한 조작성 및 흡수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46]. 따라서 단일막의 사용보다는 흡수성, 비흡수성막의 장점을 

조합한 다중막의 사용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차단막 

사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막이 발치와의 골결손부 변연을 지나 

3~4mm정도 더 연장되도록 조정하여 발치와를 완전히 피개하고, 

일정 기간동안 막이 함몰되지 않도록 견고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다[53]. 이를 위해 차단막 고정용 스크류나 

고정핀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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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일차유합의 효과    

발치와의 치유 상태 방식은 발치 직후 발치와 전체를 피개하는 

일차유합과 창상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이차유합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일차유합은 구강전정이나 구강 내의 

판막을 올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판막은 대부분 전층 

판막을 사용하며, 부분층 판막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Weng 등 

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 systematic review에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 일차유합을 얻었을 경우 치조골의 수평적 골소실이 

평균적으로 약 0.62mm일어나, 일차유합을 얻지 않았을 경우 약 

1.18mm의 수평적 골소실이 일어난 것에 비해 수평적 골소실 

감소효과가 있었고, 수직적 골소실 역시 일차유합을 얻었을 경우 약 

0.33mm의 골 흡수가 일어난 데 비해 일차 유합을 얻지 않았을 

경우 약 1.44mm의 골소실이 일어나 수직적 골소실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19]. 창상 치유의 관점에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행 시 발치와의 연조직 일차유합을 얻는 것이 발치와의 

치유기간을 단축시키고, 치유 결과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X-ray로 분석된 수직적 골소실과 

CT를 이용한 수평적 골소실의 분석 시 나타난 결과였으며, cast 

model과 re-entry procedure의 사용을 통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Fickl 등은 bovine HA/collagen적용 

후 유리치은 이식술을 시행한 실험군과 일차유합을 얻지 않고 동일 

이식재만 적용한 대조군과의 평균 협측 수직골 높이와 수평골 

너비를 비교한 성견 실험에서 일차유합시 약 3.3mm로 이차유합시 

약 2.8mm보다 더 많은 치조골 높이소실이 일어났으며, 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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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융선의 1,3,5mm 하방에서 측정한 치조골의 너비는 일차유합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일차유합이 치조골소실 감소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31]. 또한, Engler-Hamm 등은 inorganic 

bovine-derived hydroxyapatite matrix, cell-binding 

peptide(ABM/P-15), DFDBA를 혼합한 동일한 골이식재를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collagen 차단막의 일차유합의 유무를 

달리하여, 6개월의 치유 기간 후 치조골 너비 소실에 대한 임상적 

평가와 환자의 술 후 불편감에 대한 설문지를 통한 비교를 

하였다[64]. 치조골너비 소실은 실험군에서 약 3mm, 대조군에서 

약 3.42mm로 나타나 일차유합의 유무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술 후 불편감에 관한 설문에서 일차유합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치은점막 

연접부가 일차유합한 실험군에서 더욱 치관 측에 위치하였다. 이와 

같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 일차유합의 필요성이 적음을 

지지하는 실험 결과가 최근 많이 발표되었다. 또한, 발치와의 

일차유합을 얻는 것은 어려우며, 치은점막 연접부를 치관 쪽으로 

이동시키고, 골막에 이완 절개 적용으로 인한 출혈과 부종, 혈종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의 술 후 불편감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19]. 이에 반해, 이차유합은 일차유합보다 치은점막 연접부의 

안정성을 얻어 각화치은의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소수의 

연구에서 이차유합이 치조제 보존술에서 생활성의 골형성이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일차유합없이 차단막만 사용한 치조제 보존술의 

골형성 결과가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였지만, 어떤 종류의 막을 

사용하는 것이 구강 내로 노출된 채로 남겨두었을 때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고, 결합조직, 연조직 대체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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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의 일차유합을 얻는 여러 가지 방식간의 효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비교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차유합의 

적용의 명확한 효용성은 결론되지 않았으며 최근의 추세는 

치조골흡수 방지를 위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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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생활성 물질의 효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식재의 부족한 예지성과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골의 질, 장기간의 치조골 형태의 유지 측면에서의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인자와 같은 

생활성 물질이 발치와에 적용될 수 있다. 성장인자란 증식, 화학 

주성, 분화, 세포외 기질 단백질의 생산과 같은 광범위한 

세포활동을 자극하는 일종의 polypeptide hormone을 말한다. 

성장인자는 골모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골유도를 통해 발치와 내 

골재생을 도모한다[65]. 발치와에 이식재와 함께 첨가된 생활성 

물질의 생화학적, 구조적 특징은 인접조직의 세포반응을 자극하여 

골재생을 유발하는 생체 모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66]. 이러한 

세포활성의 변화는 골결손의 양적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성장인자의 종류에는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PDGF), 

insulin-like growth factor(IGF),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rhBMP-2),synthetic cell-binding 

peptide(P-15) 등이 있다[66]. 특히, β-TCP 운반체를 이용한 

PDGF-BB는 골과 치주인대 요소의 재생을 위해 조직유도 

재생술에서 사용 가능성을 FDA에 의해 승인 받은 물질이다.  

Howell 등은 collagen sponge에 흡수시킨 rhBMP-2의 적용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이 물질의 안정성과 골재생 효과를 입증하였다. 

콜라겐 운반체와 rhBMP-2의 발치와 내 적용이 골 높이 증가를 

가져왔으며[67], 차 후 재생된 골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시 

안정성과 건전한 임플란트 주위 조직을 얻을 수 있었다[68]. 이 후, 

Fiorelini 등은 collagen carrier와 rhBMP-2의 골재생능을 

평가하기 위해 collagen sponge만을 사용한 비교군과 0.75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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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g/mL의 두 농도의 rhBMP-2/collagen carrier를 실험군으로 

상악 전치부 발치와의 협측 치조골 재생을 비교하였다. 두 실험군은 

비교군에 비해 높은 골재생을 보였으며, 1.50mg/mL의 실험군에서 

더 높은 골재생이 확인되었다. 또, 성장인자의 적용 시 재생된 골은 

조직학적 분석 시 자연적인 골과의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69].  

그러나, 생활성 물질 적용의 유의미한 효과는 골 결손부위의 상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현재의 지식과 기술로는 생활성 물질의 

임상적 적용 시 예지성있는 발치와의 골 조직의 재생 결과를 얻기 

어렵다.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생활성 물질을 고농도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상적인 전달자가 필요하다. 또한, 생활성 

물질의 사용은 비용/이익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종류의 성장인자의 경우 사용 시 높은 비용이 제한점이 된다. 

현재는 생활성 물질을 전달자를 이용해 운반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나, 유전자 치료를 이용하여 특정 성장인자의 생산을 

자극하는 것, 확대된 세포구성물을 전달하는 등이 생활성 물질의 

이용에 새로운 조직공학적 접근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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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초음파의 효과    

발치와의 치유과정을 촉진하여 치조골 보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발치와 내에 초음파의 적용이 있다. 다양한 골 유도 

재생술 실험에서 초음파의 적용이 주는 효과가 보고되어 발치와 

에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형외과 분야에서 정강 골간 

골절에 초음파의 적용이 골의 치유과정을 가속화 시키는 임상적 

효과가 입증되었다[70]. 또한, in vitro 실험에서 초음파의 적용이 

하악의 조골세포의 증식에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성견의 

견치부 치조골 결손에 골유도 재생술과 20분간 30㎽/㎠의 low 

intensity pulsed ultrasound (LIPUS)를 적용한 실험에서 제 1군 : 

LIPUS+collagen 차단막+자가골 이식재, 제 2군 : LIPUS+ 

자가골 이식재, 제 3군 : collagen 차단막+자가골 이식재, 제 4군 : 

아무런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구성에 따른 치조골 결손의 

골회복이 6-8주간의 치유기간 후 micro-CT로 분석되었다. 

조직학적 분석에서 골소주의 수와 두께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제 

1군에서 가장 많은 조직화된 신생골이 형성되었음이 확인되어, 

LIPUS의 적용이 치조골 결손의 재생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며,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행 시 초음파의 부가적인 사용이 

치조골 보존에 상승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71].  

그러나, 발치가 예정된 12명의 환자에서 발치 후 약 7-10일 

후부터 piezoelectric transducer를 사용하여 20분간 초음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4주간 진행된 무작위 비교연구에서 

Standardized cone-beam volumetric tomography를 이용해 발치 

후 7-10일 후인 초음파 적용 전을 baseline으로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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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3개월 후의 협측과 설측 골판의 변화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미한 절대적 골변화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적은 

표본의 수와 짧은 관찰기간의 한계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즉, 발치와에 초음파의 적용이 발치와 보존술 및 치조제 보존술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혈관형성과 골모세포의 유도를 증진시키는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 되었지만, 함께 사용하는 재료 고유의 

성질에 따라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72]. 이에 대한 

결론이 얻어지지 않은 상태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행 시 

초음파의 사용은 임상적 추천에 충분한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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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저출력 레이저의 효과    

Korany 등은 방사선요법을 시행한 백서의 발치와에 저출력 

레이저 요법(low-level laser therapy, LLLT)를 적용하여 

레이저의 골재생 촉진 효과를 평가했다[73]. 방사선 요법은 무기질 

대사를 저해하여 뼈의 구조적인 약화와 함께 혈관을 감소시켜 

골재생을 저해한다. 따라서, 악안면 영역의 악성 종양 등의 

병력으로 방사선 조사를 받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 요법 시행 전 구강 평가를 통해 수복할 수 없는 

감염이나 심한 우식 치아의 경우 미리 발치를 시행해야 한다[74]. 

방사선 요법을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발치와의 

치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시행에 더불어, 

LLLT를 부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LLLT는 발치와 내 성숙한 

콜라겐 섬유 다발의 형성과 배열, 조골세포의 증식을 통해 골형성의 

초기단계를 촉진하여 해면질 골의 비율을 증가시키고[73,75],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 등의 물질이 순환계에 방출되는 양을 

증가시켜, 레이저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부위에도 골재생의 증진 

효과가 나타난다[76,77]. 또한, 발치와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발치 

후 발생 가능한 점막염, 신경 손상, 감각이상을 감소시키는 

부가적인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78,79]. 그러나, LLLT의 골 

재생 효과에 대해 입증한 많은 동물 실험에서, 발치 후 경과시간에 

따른 효과적인 레이저 적용 시점에 대한 입증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Kasem 등은 가토를 이용한 실험에서 골재생의 치유 

초기단계의 증진효과를 확인하였으나[80], Pipi 등은 발치 후 13일, 

25일 후에 적용하여 치유 중기, 말기단계의 골재생 증진효과를 

확인하였다[81]. LLLT가 치조제의 골재생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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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생 메커니즘의 혈관신생[82], 콜라겐 생성[83], 조골세포의 

증식과 분화[84]등의 여러 요인에 관여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의 효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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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이 발치 후 

발치와의 치유과정을 돕고, 치조골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효과는 치조골의 협설측 높이나 치조 융선 아래의 기준점에서의 

너비의 측정을 통한 비교로 확인하였는데, 자가골 이식재와 

탈회동종골 이식재를 적용한 소수의 실험에서 치조제의 높이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 때에도 치조골의 너비는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은 대체적으로 치조골의 소실을 

감소시킬 뿐,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조제의 높이 및 너비의 증가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에 사용된 다양한 

골이식재와 차단막은 각 실험의 발치와의 위치, 발치와 잔존 벽의 

수나 인접치의 유무와 같은 발치와의 상태, 치유기간, 치조골 

높이와 너비 측정의 기준점과 같은 평가방식 등의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에 따른 직접적인 우위에 대한 비교는 

어려우나,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재의 적용은 모두 

발치와의 치유과정을 돕고, 치조골의 높이 및 너비 소실을 감소시켜 

치조제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골소주의 구조를 

통한 신생골의 광화 정도와 신생골 함량을 확인하는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정성적인 분석도 시행되었는데, 골이식재의 적용으로 

치조골의 높이 및 너비소실의 정량적인 감소효과가 있더라도 골 

함량이나 구조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골 이식재의 경우 골 형성의 비계로만 

작용할 뿐, 직접적으로 신생골 형성을 자극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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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치조골의 높이를 협, 설측으로 구별하여 측정한 몇 몇의 

연구들에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이 치조골 증대시키거나 

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협측보다는 설측에서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다발골 함량이 높은 협측골이 설측에 비해 

현저한 골흡수를 겪기 때문으로, 발치 당시 협측골의 형태와 높이가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적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치조골의 너비를 설측 

치조융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구별하여 측정한 몇 몇의 

연구들에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에 의한 치조골의 너비 

보존효과는 설측 치조융선 내 약 1mm근처의 상방 위치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골 전도효과만을 가지는 이식재보다 골유도나 골형성의 효과를 

함께 가지는 이식재가 치조골소실 감소효과가 뛰어나나, 이러한 

골이식재 자체의 특성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이식재가 치유 

기간동안 발치와 내에서 흡수되고, 유지되는 정도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자가골과 동종골의 비교, 탈회골과 

비탈회골의 비교 시 재료 자체의 특성은 골유도능과 골형성능을 

함께 가지는 자가골과 탈회골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발치와 

내에서 더 빠른 흡수가 일어나 골이식재의 기계적인 지지효과 및 

비계로서의 골형성 공간제공, 창상의 수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이 

예지성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 그러나, 골이식재가 발치와 내에 

잔존하는 기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신생골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임플란트 이차수술 시까지 잔존할 수 있다. 따라서, 

발치 직후부터 임플란트 이차 수술 시까지 적절한 치유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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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효과적인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Collagen, PLA/PGA, silk fibroin, e-PTFE, d-PTFE과 같은 

흡수성, 비흡수성막의 적용은 신생골 함량을 증가시키고, 치조골의 

높이와 너비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흡수성막과 비흡수성막 

사이에 골형성량의 차이는 없으나, 조직학적 분석에서 흡수성막이 

더 광화되고 구조화된 고밀도의 성숙한 골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수성막은 분해되어 유지기간이 짧고, 견고성이 

부족하며 일차유합을 얻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는 반면, 

비흡수성막은 견고하고, 일차유합을 얻지 않아도 되지만, 흡수성에 

비해 지혈성, 화학주성, 세포부착성 등의 성질이 떨어진다. 이상적인 

차단막의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재료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흡수성, 비흡수성막의 장단점을 결합시켜 사용하는 

다중막 방식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생활성 물질이나 초음파, 레이저 등의 부가적인 요법은 임상적 

적용을 추천하기 위한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러한 현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은 

경조직과 연조직의 외형을 보존하여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임플란트 

수복을 가능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골이식술의 필요성을 

없애거나 줄여, 전체 치료과정의 복잡함과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치 당일 술식 시행 시 제거될 수 없는 감염이나, 

방사선 치료계획이 있는 환자,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중인 환자 

이외에 일반적인 외과적 술식의 비적응증을 제외하고,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서 발치 직후 간단히 적용시킬 수 있어 그 

적용범위와 효용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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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전정이나 구강내 전층 판막을 이용하여 발치 시 완전한 

유합을 얻는 일차유합이 일부 혹은 전체를 노출시키는 이차유합과 

비교 시 치조제의 높이와 너비의 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존재하였으나, 이는 분석 방법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며, 일차유합이 치조골 보존에 대조군과 어떠한 차이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상반된 실험 결과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또한, 

일차유합은 수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치은점막연접부를 

치관측으로 이동시켜 비심미적인 외형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골막에의 이완절개로 인한 출혈, 부종, 혈종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환자의 술 후 불편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차유합을 

지지하는 입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PDGF, rhBMP-2, P-15등의 생활성 물질의 발치와에의 적용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골 재생효과를 증진시켜 치조제의 

높이와 너비의 소실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여러 실험결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생활성 물질의 임상적인 적용은 해당 물질을 

고농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전달자를 필요로 하고, 그 

효과가 치조골 결손부위가 극심하지 않을 때는 미미하여, 높은 

비용으로 인해 비용/이익 관점의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시 골이식재와 차단막과 더불어 

부가적인 첨가가 발치와 치유 및 치조제 보존의 임상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치와에 초음파의 적용이 다수의 정형외과학적 연구에서 

혈관형성과 골모세포의 유도를 증진하여 골재생을 도모하는 효과가 

확인되었고, 골이식재와 차단막과 함께 사용하는 발치와 보존술 

시행 시 골이식재와 차단막만 사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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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적은 표본수와 짧은 관찰기간을 

가지는 실험에서는 초음파의 적용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실험 결과도 존재한다. 초음파의 적절한 강도와 적용 시간 및 

기간에 대한 프로토콜이 확립과 임상적 적용에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예지성있는 결과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발치와에 저출력 레이저의 적용 역시, 다수의 정형외과학적 

연구에서 혈관형성과 골모세포의 유도, 콜라겐 섬유 다발의 형성과 

배열을 유도하여 골재생을 도모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 등의 물질을 순환계에 방출하여 레이저가 

직접 조사되지 않은 부위에서의 증진 효과도 보고되었으며, 

발치와에 적용 시 점막염, 신경손상, 감각이상을 감소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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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Summa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on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methods 

Author 

(Year)  

Test 

group 

  

Control 

group 

Position  Tissue 

closure 

period 

(months) 

Results 

 Test 

Group 

Control 

Group 

Lekovic 

et al. 

(1998) 

No socket  

Filling 

+Poly lactic 

acid/Poly 

glycolic  

Acid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Bimaxillar 

anteriors 

premolars 

Primary 

closure 

6 External 

bone 

height loss 

Internal 

bone  

heigh loss 

Bone  

width loss 

0.38(mm) 

 

 

5.81(mm) 

 

 

1.31(mm) 

1.50(mm) 

 

 

3.94(mm) 

 

 

4.56(mm) 

Chiapasco  

et al. 

(1999) 

expanded-

Polytetrafluoro

ethylene 

membrane 

 

Autologous 

bone   

Bimaxillar 

any tooth 

No 

primary 

closure 

8 Bone width 

loss  

Implant 

success 

rate 

 

 

 

 

-2.7(mm) 

 

93.3(%) 

-4.0(mm)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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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Summa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on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methods (continues) 

Author 

(Year)  

Test 

group 

Control 

group 

Position  Tissue 

closure 

period 

(months) 

Results 

 Test 

Group 

Control 

Group 

Iasella 

et al. 

(2003) 

Freezed dried 

Bone allograft 

+ collagen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Bimaxillar 

anteriors 

premolars 

No 

primary 

closure 

4 Bone 

width loss  

Bone 

height loss 

2.0(mm) 

 

-1.3(mm) 

3.2(mm) 

 

0.9(mm) 

Serino 

et al. 

(2003) 

Synthetic 

polymer 

+ No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Bimaxillar 

any tooth  

Primary 

closure 

6 Bone 

height loss 

 

 

 

Bone width 

loss  

0.2(mm) 

(mesial) 

0.1(mm) 

(distal) 

 

-1.3(mm) 

0.6(mm) 

 

0.8(mm) 

 

 

0.8(mm) 

Barone 

et al. 

(2008) 

Porcine 

Bone  

Mineral 

+Collagen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Bimaxillar 

anteriors 

,premolas 

Primary 

closure 

7-9 Bone width 

loss 

Bone 

height loss 

2.5(mm) 

 

0.7(mm) 

4.5(mm) 

 

3.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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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Summa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on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methods (continues) 

Author 

(Year)  

Test 

group 

Control 

group 

Position  Tissue 

closure 

period 

(months) 

Results 

 Test 

Group 

Control 

Group 

Aimetti 

et al. 

(2009) 

Medical grade 

calcium 

sulfate  

hemihydrate  

+No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Maxillar 

premolars

molars 

No 

primary 

closure 

3 Bone width 

loss  

Bone 

height loss 

 

2.0(mm) 

 

0.5(mm) 

3.2(mm) 

 

1.2(mm) 

Engler-

Hamm 

et al. 

(2010) 

Bovine 

hydroxyapatite 

+Peptide15+ 

Demineralized 

Freeze dried 

bone allograft  

+no 

membrane 

+Free gingival 

graft 

Bovine 

hydroxyl 

apatite+ 

Peptide15+ 

Demineralized 

Freeze 

dried bone 

allograft  

+no 

membrane 

+no soft 

 tissue graft 

Maxillar 

anteriors 

Test 

group: 

primary 

closure 

Control 

group : 

No 

primary 

closure 

6 

 

Bone  

width loss  

 

Post 

operation 

discomfort 

Mucogingival 

junction 

3(mm) 

 

 

High 

 

 

Coronal 

3.42(mm) 

 

 

Low 

 

 

A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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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Summa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on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methods (continues) 

Author 

(Year)  

Test 

group 

Control 

group 

Position  Tissue 

closure 

period 

(months) 

Results 

 Test 

Group 

Control  

Group 

Pelegrine 

et al. 

(2010) 

Autogeneous 

bone marrow  

+No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Maxillar 

anteriors 

Primary 

closure 

6 

 

Bone width 

loss 

Bone 

height loss 

Vital bone 

rate 

1.14(mm) 

 

0.62(mm) 

 

45.47(%) 

2.46(mm) 

 

1.17(mm) 

 

42.87(%) 

 

 

Brkovic 

et al. 

(2012) 

ß-Tricalcium 

phosphate 

+Collagen 

membrane 

ß-Tricalcium 

phosphate 

+No 

membrane 

Bimaxillar 

Canine 

premolars

molars 

Primary 

closure 

9 Vital bone 

rate  

Buccal 

height loss 

Lingual 

height loss 

Bone width 

loss 

45.3(%) 

 

 

-0.12(mm) 

 

-0.38(mm) 

 

0.86(mm) 

42.4(%) 

 

 

-0.5(mm) 

 

-0.22(mm) 

 

1.2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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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Summa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on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methods (continues) 

Author 

(Year)  

Test 

group 

Control 

group 

Position  Tissue 

closure 

period 

(months) 

Results 

 Test 

Group 

Control  

Group 

Cardaropoli 

et al. 

(2012) 

Bovine  

bone  

mineral 

+Porcine 

collagen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Bimaxillar 

premolars

,molars 

No 

primary 

closure 

4 Bone width 

loss 

Bone 

height loss  

pocket 

depth 

Gingival 

recession 

Clinical 

attachment 

loss 

 

 

 

 

 

1.04(mm) 

 

0.46(mm) 

 

2.43(mm) 

 

1.20(mm) 

 

3.63(mm) 

4.48(mm) 

 

1.54(mm) 

 

2.54(mm) 

 

1.11(mm) 

 

3.6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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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Summa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on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methods 

Author 

(Year)  

Test 

group 

Control 

group 

Position  Tissue 

closure 

period 

(months) 

Results 

 Test 

Group 

Control  

Group 

Kutkut 

et al. 

(2012) 

Medical grade 

Calcium 

sulfate 

hemihydrate 

+Platelet rich 

protein 

+No 

membrane 

collagen 

plug 

+No 

membrane 

Bimaxillar 

non-

restorable 

tooth 

No 

primary 

closure 

3 Vital bone 

rate 

66.5(%) 38.3(%) 

Moghaddas 

et al. 

(2012) 

Demineralized 

freeze 

dried bone 

allograft 

+ autogenous 

palatal 

connective 

tissue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Maxillar 

anteriors 

premolars  

Primary 

closure 

4 Bone  

width loss 

Bone 

height loss  

Keratinized 

Gingival 

loss 

Gingival 

height loss 

1.16(mm)  

 

0.72(mm) 

 

3.58(mm) 

 

 

1.27(mm) 

2.08(mm) 

 

0.86(mm) 

 

4.52(mm) 

 

 

1.5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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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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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active agent, bone substitute, growth factor, guided bone 

regeneration, socket preservation 

 

Backgrounds : Socket preservations are the techniques that 

use of graft materials and scaffolds in the extraction socket for 

following prosthetic treatmen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s 

are the techniques for the minimal alveolar bone resorption and 

the maximal new bone formation when buccal wall is insufficient 

at extraction. This review describes the methods and effects of 

techniques and determines the important factors by screening 

previous studies of socket and alveolar preservation.  

 

Methods : The techniques and effects of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were collected by screening previous 

studies from 1991 to 2012 through electronic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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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using keywords of ‘alveolar ridge preservation, 

barrier membrane , bioactive agent, bone substitute, growth 

factor, guided bone regeneration, socket preservation’ 

 

Results : During healing period following extraction, the 

extraction sockets and alveolar ridge undergo structural 

changes. The extraction socket filled coagulum had been 

replaced by granulation tissues, formed new blood vessels and 

the bundle bone resorption and remodeling were taken placed. 

The buccal bone made up exclusively of bundle bone underwent 

marked bone resorption.  

The preservation methods for reduction of alveolar bone 

resorption are minimizing trauma at extraction time, adaptation 

of barrier membranes, bone graft materials, primary closure, 

bioactive materials, ultrasonic and lasers. The effects of 

autografts on alveolar ridge preservation were investigated with 

less excellent results than allograft when maintenance period 

were short by rapid resorption. The demineralized allografts 

have osteoinductive and osteoconductive potential but lower 

preservation capacities than mineralized allografts due to rapid 

resorption properties. It is understood that smaller size of 

allograft is more efficient for new bone formation due to faster 

resorption and wider surface area. But, there has been reports 

that show no difference preservation effects with larger particle 

size. It is reported that the alloplasts show more alveolar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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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 preservation effects than xenografts, the possibility exist 

the graft materials disturb normal healing process when 

remains long. It is known that the xenografts reduce alveolar 

bone width resorption but has no effects of new bone induction. 

There is no accordance with the superiority of specific bone 

graft material.  

It is reported that the application of barrier membranes 

preserve the coagulum of extraction sockets and alveolar bon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guided tissue regeneration. The 

resorbable barrier membranes have high hemostatic, 

chemotactic, cellular adherent properties but resorb before 

abundant new bone formation and induce collapse due to lower 

space maintenance capacities. So, the use of non-resorbable 

membrane or dual layer combined resorbable and non-

resorbable membranes have been suggested as alternatives. 

Recently, numerous studies have been reported that oppose 

primary closure at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The 

primary closure has disadvantages of surgical difficulties, 

coronal position of mucogingival junction, bleeding and swelling 

by periosteal releasing incision, hematoma, and increased post 

operation discomfort. It is reported that the secondary closure 

increases the keratinized tissue and has no difference volume of 

new bone formation with primary closure.  

The adaptation of growth factor as bioactive materials has no 

difference of histological bone pattern with natural bon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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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ne preservation effects are limited within severe bone 

defects. The techniques of concentration and ideal carriers are 

necessary for clinical adaptation.  

It is reported that the adaptation of ultrasonic waves to 

extraction socket has synergistic effect of new bone formation. 

Low-level laser therapy facilitates early stage of bone 

formation and increase rate of cancellous bone by increasing 

release of growth factors. And, additional effects that reduce 

mucositis, nerve injury, dysaesthesia have been reported.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review confirmed that 

autografts and 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 are 

effective on new bone formation. It is reported that different 

results of bone width preservation efftects between allografts, 

xenografts and alloplast. But, all of them are effective. The 

adaptions of barrier membranes showed reduced alveolar bone 

resoption than no use of membranes without reference to type. 

The dual layer combined resorbable and non-resorbable 

membranes are more effective than single layer. The 

adaptations of bioactive materials are effective when 

periodontal defects exist. The use of low-level laser therapy 

has effect facilitating new bone formation. The adaptation of 

ultrasonic has additional effects to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s.  

Student Number : 2010-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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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배경 : 발치와 보존술(socket preservation)은 향후 보철적 

치료를 위한 치조골의 보존을 위해 발치와에 이식재나 비계를 

위치시키는 술식이며, 치조제 보존술(alveolar ridge 

preservation)은 협측 골벽이 불충분한 경우 발치 당일에 치조제의 

흡수를 최소화하고 발치와 내 골형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 행해지는 

술식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해당 술식들과 관련된 기존 문헌들의 

조사연구를 통해 각각의 방법과 효과를 확인정리하고 해당 

술식들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들을 고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방법 : PubMed에서 alveolar ridge preservation, barrier 

membrane , bioactive agent, bone substitute, growth factor, 

guided bone regeneration, socket preservation의 키워드로 

검색한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 발치 후 치유과정 중 발치와 및 치조제는 구조적 

변화를 겪는다. 혈병으로 채워진 발치와는 육아조직으로 교체되어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며 다발골의 흡수와 리모델링이 일어난다. 

다발골 함유가 높은 협측골은 설측에 비해 현저한 골소실을 보인다. 

발치와의 보존과 치조골 흡수 감소를 위한 보존술 방법들로는 발치 

시 외상 최소화, 차단막의 적용, 골 이식재의 충전, 일차유합 획득, 

생활성 물질의 첨가, 초음파나 레이저의 적용들이 있다.  

골 이식재중 자가골은 빠른 흡수에 의해 유지기간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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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골보다 치조제 보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탈회 

동종골은 비탈회 동종골과 달리 골전도능과 골 유도능을 함께 

지니는 반면 높은 흡수율로 인해 비탈회 동종골에 비해 치조골의 

부피를 유지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작은 입자 크기의 동종골은 더 

빨리 흡수되며 넓은 표면적으로 인해 신생골 생성에 유리하다고 

보고되었으나, 큰 입자 크기의 동종골과 비교해 볼때 수직적, 

수평적 골흡수 감소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합성골이 이종골보다 더 높은 치조제 수평폭 보존 효과를 

보이는 보고가 있었으나, 잔존기간이 길어지면, 정상 치유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골은 대조군에 비해 수평적 골소실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신생골 형성 촉진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 특정 골이식재의 우수성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차단막의 적용은 발치와의 혈병을 보호하고, 

조직유도재생술의 원리에 따라 치조골 보존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 흡수성 차단막은 높은 지혈성과 화학주성, 세포 

부착성을 가지나 발치와 내의 골 재생 전에 분해되고 공간 

유지능이 떨어져 차단막의 함몰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비흡수성 

차단막을 사용하기도 하며, 비흡수성 차단막과 흡수성 차단막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이 보고된 바도 있다.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 일차유합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요즘 

많이 발표되었다. 일차유합은 수술적 난이도, 치은점막 연접부의 

치관 측 이동, 골막 이완 절개로 인한 출혈과 부종, 혈종 발생 

가능성 및 술 후 불편감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일차유합 대신 

이차유합을 시행 시 각화치은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골 재생량도 

일차유합과 큰 차이가 없다는 다수의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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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성 물질 중 성장인자 적용 시 자연골과 조직학적 차이가 없는 

골재생 양상을 보였으나, 골 보존효과는 치조골 결손이 극심한 

경우에 한정되며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는 생활성 물질을 고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이상적인 전달자가 필요하다. 발치와에 

초음파를 적용했을 경우 신생골 재생의 향상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저출력 레이저 조사는 내재된 성장인자의 방출량을 증가시켜 

해면골 비율을 증가시키고 골재생의 초기단계를 촉진하였다. 또한, 

발치와 통증을 경감, 발치 후 발생 가능한 점막염, 신경 손상, 

감각이상의 감소 등 부가적 효과가 보고되었다.  

 

결론 :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골이식재는 신생골 형성면에서 자가골과 탈회 동종골이 좋은 

효과를 보였고, 치조제 폭경 유지 면에서는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에 따른 차이가 실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모두 

효과적이었다. 차단막의 사용은 흡수성에 관계없이 비사용시보다 

치조골 소실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흡수성과 비흡수성 막의 차이에 

따른 효과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존재하였다. 흡수성 막과 비흡수성 

막의 장점을 조합한 이중막 방식이 단일막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생활성 물질의 적용은 치조와의 결손이 있을 경우에 

효과적이었으며, 저출력 레이저의 적용 시 신생골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초음파의 적용은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에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주요어 : 골대체재, 골유도 재생술, 발치와 보존술, 생활성 물질, 

성장인자, 차단막, 치조제 보존술  

 
학   번 : 2010-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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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치조골은 발치 후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겪는 치아-의존성 

구조이다. 치주질환이나 치근단 병변, 심한 치아 우식, 외상 등에 

의한 발치 후 일어나는 치조골 흡수는 발치 후 골개조 과정에 의한 

결과로, 치조골의 협설측 모두에서 일어나 전체적인 구조의 감소가 

일어난다. 이러한 골의 역동적 변화에 대해 과거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임플란트가 임상에 활발히 도입된 이후 임플란트의 

기능적, 심미적 성공을 위해 많은 임상가들에게 치조골 흡수 방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발치 후 혈병으로 채워진 발치와는 점차 육아조직으로 교체되어 

새로운 혈관 조직을 형성하고, 발치와 주변 다발골이 흡수되고, 

치은 변연 점막이 발치와로부터 분리되며, 발치와 주변 망상골이 

층판골로 전환되는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된다[1]. 발치와를 

둘러싸는 다발골은 치아와 접촉하는 주섬유인 샤페이 섬유를 

포함하여 치아를 치조제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발치 후에 

치주인대의 절단과 함께 그 기능이 상실되어 흡수 및 교체가 

일어나고, 형태적 변화를 겪는 점이 성견을 이용한 연구에서 

입증되었다[2, 3]. 발치와의 협측 치조제 능선은 다발골의 함유가 

높고 설측은 협측에 비해 다발골의 함유가 적은 다발골과 층판골의 

혼합적인 구성이다. 따라서, 발치 후 협측이 설측보다 현저한 

다발골 소실을 겪게 된다. 이러한 치조제의 경조직 및 연조직의 

외형적 변화는 차후의 임플란트 식립과 임플란트 보철학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성공적인 임플란트란 임플란트의 생존과 적절한 

기능 및 심미성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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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부의 골질량 및 골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임플란트가 

발치한 치아의 본래 위치에 적절히 맞고 치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수복물을 완성활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발치 후 심한 치조골 소실이 있는 경우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어려워 이 부위의 치조골 소실의 회복이나 재생은 많은 

임상가들에게 큰 난제이다. 또한, 주위에 충분한 골조직이 존재하는 

발치와에서도 발치와가 충분히 골조직으로 채워지지 않고, 섬유성 

결합조직이나 반흔으로 채워지는 등 발치와의 치유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성공적인 임플란트 이식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치조제의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발치 직후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을 적용하거나 

치조골의 흡수 이후에 임플란트의 식립 전 또는 동시에 골이식술을 

적용할 수 있다. 골 흡수 이후 적용하는 치조골 재건술은 

임상적으로 성공적임이 입증되었으나, 수술 과정이 복잡하고, 

술식의 결과가 술자의 기술에 의존적인 한계점이 있다. 이에 비해 

발치 당일에 시행할 수 있는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은 적용이 

가능할 경우, 향 후 골 이식술의 필요를 경감시키거나 없앨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발치와의 보존과 치조제의 

흡수를 최소화 하여 성공적인 보철적 수복에 도움이 된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과 임상가들에 의해 발치 후 골조직의 개조 과정에 

대한 이해와 골소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은 혐측 골벽의 유무에 따라 용어가 

구분되며, 발치와 보존술(socket preservation)이란 용어는 

1988년 Cohen 등에 의해 차후의 보철적 치료를 위한 치조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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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을 위해 발치와에 이식재나 비계를 위치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이에 비해, 치조제 보존술(alveolar ridge 

preservation)은 협측 골벽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되는 

용어로 발치 당일에 치조제의 흡수를 최소화하고 발치와 내 

골형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술식으로 정의된다[2]. 

이러한 용어의 구분은 발치와에서 협측 골벽의 존재 유무가 

발치와의 치유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치 시 잔존 골벽의 형태를 평가하여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방식의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발치와의 골벽의 상태에 따라 

1,2,3벽성 골벽으로 분류하여 다른 접근법을 선택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과 관련된 기존 문헌들의 

조사연구를 통해 각각의 재료와 술식의 방법과 효과를 

확인정리하고, 해당 술식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술식과 재료의 조합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해당 술식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들을 고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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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술식과 그 재료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인 ‘alveolar ridge preservation, barrier membrane, 

bioactive agent, bone substitute, growth factor, guided bone 

regeneration, socket preservation’로 Pubmed에서 검색한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최근 약 20년의 논문들을 검색하여 

무작위 대조연구 방식,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을 가지는 것, 발치 당일 발치 즉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것, 3-9개월의 발치 후 치유기간을 가진 것, 

치조제의 정량적 혹은 형태적 골변화를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12개의 논문을 선택하였다. 선별된 논문을 바탕으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방법을 정리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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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발치 후 발치와 및 치조제의 치유과정   

발치 후 발치와의 치유는 발치 직후 활성화된 염증반응의 

연쇄과정으로 시작되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발치 후 

치조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서로 연관된 치조돌기 내부와 외부의 

변화 2가지 과정으로 일어난다. 발치 창상에서 조직 재생의 순서는 

혈병형성의 시작부터 완전히 성숙된 경조직과 연조직 구조의 

형성까지 대략적인 다섯 단계로 일어난다[1,3]. 발치 직후 발치와 

내의 출혈에 의해 혈관은 혈전으로 막히고, 섬유소 망이 형성되어 

처음 24시간 이내에 혈병 형성이 일어난다. 혈병은 간엽세포에 

영향을 주는 성장인자와 염증 세포의 활성을 향상시키는 성분을 

포함하여, 앞으로 진행될 치유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의 

이동을 지시하는 물리적 기질로서 작용한다. 혈병에 의해 여러 가지 

세포의 증식, 분화, 합성, 창상 내부로의 세포의 이동이 유도, 

증진된다. 2~3일 이내에 호중구, 단핵구, 섬유모세포가 섬유소 망 

내부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혈병은 발치 후 수일 이내에 붕괴되고, 

섬유소용해과정이 시작된다. 창상 내로 먼저 이동해온 호중구와 

뒤이어 이동한 대식세포가 세균과 손상된 조직을 탐식하여 그 

부위를 정화시키는 창상정화과정뿐만 아니라 간엽세포의 이주, 증식, 

분화를 증진시키는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을 방출하여 발치와의 

치유를 돕는다. 치주인대와 인접한 골수 부위로부터 유래된 

간엽성의 섬유모세포 유사세포와 절단된 치주인대로부터 기원한 

혈관구조의 증식부가 들어오는 새로운 혈관형성과, 간엽세포가 

증식하고 기질 성분을 침착하는 기질 성분의 합성를 통해 혈병을 

점차 대체한다.  혈병이 신생 결합조직인 육아조직으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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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된다. 치조와의 치근단 1/3부위에 육아조직의 형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4~5일 후 혈병의 감소와 함께 상피세포가 염증조직을 

결합조직으로 인식하면서 연조직 변연으로부터 상피가 증식하여 

발치와 내의 육아조직을 피개하기 시작한다. 발치 1주일 후 

발치와는 신생 결합조직인 육아조직으로 채워지고, 근단측에서부터 

골양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섬유모세포 

유사세포가 계속 성장인자를 방출하며 증식하여, 새로운 세포외 

기질의 침착과 부가적인 세포의 내성장을 유도해 조직의 분화를 

도움으로써 임시결합조직이 형성된다. 골모세포가 골양조직을 

침착시키는 과정에서 기질 내에 갇혀 골세포가 되고, 교직골이 

형성되어 발치된 치조와벽 내의 본래의 골조직을 교직골이 

대체한다[4-8]. 초기 골 형성은 빠르게 진행되어 몇 주 이내에 

교직골이 발치와 전체를 채워 안정된 골격과 견고한 표면을 

제공하며, 골전구세포와 기질의 광화에 필요한 혈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발치 3주 후 골양 조직의 광화가 시작된다. 6주 후 

발치와 내의 골 형성이 현저해져, 방사선 사진에서 골 형성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며, 조직 창상부가 폐쇄되고 상피화된다.  

교직골은 리모델링을 통해 발치 부위 주변에서 피질골판과 연결된 

층판골과 골수로 점차 대체되는 피질골화 과정을 거친다[9]. 치조와 

내의 골 충전에 4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그 수준은 인접치아에 

미치지 못한다[10].  

치조제의 구성요소인 다발골은 치조와 내부의 설측 골벽, 치조제 

상부, 협측 치조제의 변연부의 광화 조직에 존재하며, 치관 

측으로는 협측골의 치조능선을 형성하고 치주섬유의 말단을 

에워싸며 치주조직을 구성한다.  다발골은 치주 인대 공간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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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혈액공급이 사라지면 흡수되기 시작하며, 발치로 인해 

치아로부터 가해지던 기능적인 장력의 부하가 사라지면 치주섬유의 

붕괴가 일어나, 두 단계에 걸친 골흡수가 일어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치아에 의존하는 조직인 다발골이 발치 이후에 뚜렷한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흡수되어 소실되고[9], 뒤이어 치조골의 

흡수가 점차 일어나 치조골 형태의 수직적 높이가 감소된다. 여러 

치주 문헌에서 설측 골벽보다 협측 골벽에서 더 많은 수직적 

감소가 나타난다고 보고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설측 골벽은 극히 

적은 부분에서만 다발골을 포함하지만, 협측 골벽의 경우 정상의 

변연부 1~2mm가 다발골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설측에 비해 

다발골의 구성량이 많기 때문이다[9]. 또한, 발치와의 설측 골벽이 

협측에 비하여 현저하게 폭이 넓기 때문에 판막 거상시 골막이 

골에서 분리되어 표면 흡수가 일어나면서 두꺼운 설측 골벽보다 

두께가 얇은 협측 골벽이 수직적으로 더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협측골은 전치부에서 0.8mm, 소구치 부에서 1.1mm의 평균두께를 

가질 정도로 얇다[11]. 두 번째 단계에서, 치조골의 바깥쪽 표면의 

리모델링이 일어나 수평적, 수직적 골흡수가 일어난다. 혈액공급의 

감소, 염증세포의 활동이 골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모델링 

과정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이 없다.  

리모델링 과정은 구조적, 기능적, 생리적 요인과 더불어, 발치 시 

생기는 주변골의 외상이 연관되는 복잡한 과정으로, 주변 골에 

생기는 미세손상은 리모델링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12].  

대부분의 치조골 흡수는 발치 후 치유과정의 첫 3개월 내에 

일어나며, 치조골의 변화는 대략 협설폭의 50% 정도의 감소가 

일어나는 발치 후 1년 까지 지속된다. 골훕수율은 발치 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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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동안 가장 높게 나타나며[13,14], 이후 평균적으로 1년에 약 

0.5-1.0%의 골흡수율을 나타낸다[15,16]. Hammerle 등은 발치 

후 6개월이내에 평균적으로 약 1.24mm의 수평적 골소실과 약 

3.8mm의 수직적 골소실이 일어난다고 하였다[17].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시행 시 외상을 최소화 하는 것은 

치조돌기와 인접 연조직의 손상을 감소시켜 골흡수를 줄여준다. 

이것은 골형성능을 가진 세포들의 손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발치와 

내 혈병을 보존하는 발치와 벽의 물리적인 역할의 손상을 방지한다. 

골은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재생되는 능력을 가진 독특한 

조직이지만, 견고한 석회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다. 골은 석회화 구조이기 

때문에 골 내부로 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신생 혈관계 

형성을 통해 적절한 혈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생골 형성이 

불가능하다. 발치와의 치유과정 동안 발치 부위의 동요도는 

혈류공급을 방해하고 혈병이 안정화되지 않은 조건을 형성하여, 

발치부위는 골조직이 아닌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변화된다. 또한, 

발치과정 중 발치와 벽이 손상된 경우 치유과정이 변형되어 

발치와가 골로 완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섬유조직의 형성이 

일어나는 반면, 발치와 주변으로 충분한 지지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골이식재를 충진하지 않더라도 양호한 골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발치와의 성공적인 골형성에 발치와 벽에 

의한 견고한 고정 및 안정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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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방법   

발치 전후의 여러 시기에 행하는 치조골 재건술은 임상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수술 과정이 복잡하고, 술자의 

기술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또한, 자가골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 공여부의 외상성 손상이 

필연적이다. 치조골 흡수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있다. 즉시 임플란트는 골유합을 

발치와의 치유와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치유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발치와의 크기와 임플란트의 직경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 공간에 골이식과 치은치조점막수술이 

필요하고, 임플란트의 초기고정을 위해 충분한 양의 골이 없다면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며, 점막 퇴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미적 

요구가 적고 적절한 해부학적 요건을 갖춘 소구치 부위와 같은 

선별된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치아와 관련된 급성, 

아급성 감염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17].  

그러므로, 발치와의 상태가 용이한 경우에는 발치 이후 치조골 

재건술이나 즉시 임플란트보다는 발치 당일에 행하여 치조골 

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이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발치 후 6~24개월 안에 최대로 

일어나는 골흡수를 줄여 향후 골이식술의 필요성을 없애거나 

경감시킬 수 있다. 발치와 주위를 둘러싸는 치조골 벽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경우 발치와 내의 골형성은 자연스러운 치유과정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치조골의 부피가 만족할 만큼 보존되지 못하는 

경우 임플란트는 기능적, 심미적으로 실패한다. 골흡수를 

최소화하여 임상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만족스러운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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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부피를 얻기 위해 제시된 발치 직후에 행할 수 있는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발치 시 

추가적인 골소실과 연관된 외상을 최소화하는 방법, 플랩을 

형성하지 않는 발치방법, 발치와를 완전히 피개할 수 있는 

연조직량이 부족한 경우 판막의 치관측 이동이나 자가 연조직이나 

연조직 대체제 이식술을 이용한 일차 유합의 획득, 골이식재의 골 

형성기전에 따라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다양한 골 

이식재의 적용, 흡수성, 비흡수성 차단막의 적용, 발치와의 치유를 

돕기 위한 성장인자나 골형성단백질 등의 생활성 물질, 초음파, 

레이저 등의 부가적인 요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3,18]. 이와 

같은 술식과 재료들은 다양하게 조합되어 이용될 수 있다. 발치와 

협측 골벽의 존재 유무가 발치와의 치유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잔존 골벽의 수와 형태가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잔존 

골벽의 상태에 따라 1,2,3벽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3벽성의 경우 

골이식재 없이 차단막만 적용하여 발치와를 보호하거나,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이 불필요 할 수 있으며, 협측 골벽이 상실된 2벽, 

3벽성의 경우 골이식재와 함께 차단막의 적용하고, 안정성을 위해 

고정핀이나 스크류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3벽성의 경우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적용에도 적절한 골형성 효과를 얻지 못해 

향후 부가적인 골증대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협측 골판을 사용하는 

골증대술과 동시에 골이식재와 차단막을 적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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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발치와 보존술과 치조제 보존술의 효과 

Weng 등은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을 이용한 실험군과 아무런 

처치를 행하지 않은 대조군과의 수평적, 수직적 골소실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에서 약 0.87mm의 수평적 골소실이 일어난 

반면, 대조군에서는 약 2.12mm의 수평적 골소실이 일어나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행 시 수평적 골소실이 약 59% 감소되어, 

아무런 처치를 시행하지 않을 시 약 두 배 이상의 수평적 골소실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실험군에서 평균 약 0.14mm의 

수직적 골획득이 일어난 반면, 대조군에서는 약 1.48mm의 수직적 

골흡수가 일어나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행 시 약 109%의 

수직적 골흡수 감소가 일어났음을 보고하였다[19]. 이러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치조골 흡수 감소 효과는 주위 경조직과 

연조직의 형태, 색상, 견고도에 의해 좌우되는 임플란트의 심미성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주어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철물의 성공을 

돕는다.  

첫째, 잔존 치조골의 흡수를 최소화하여 치조골의 부피를 

보존해 임플란트 식립 시 근원심, 협설적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협면과 치간 치은의 외형 및 치간 

유두의 높이를 유지하여 최적의 심미적인 외형을 얻게 한다[2].  

셋째, 이상적인 위치의 임플란트 식립은 추 후 상부 보철물의 

심미적인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 이상의 골벽이 파괴된 1,2,3벽성의 비건전 발치와에 

적용하는 치조제 보존술은 발치 시점에 존재하는 치조골량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발치와의 골덮개 내, 외부 모두에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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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생을 일으켜 이전에 소실되었던 골량을 회복할 수 있다. 골흡수 

1.5mm이하의 건전한 4벽성을 가지며, 열개나 천공이 없는 건전 

발치와에 적용하는 발치와 보존술은 내부에서만 골재생이 일어난다. 

골덮개 외부에서의 골재생은 내부보다 어렵기 때문에 비건전 

발치와에서도 골덮개 외부의 골재생을 의도하지 않을 경우 발치와 

보존술로만 처치할 수 있다.  

결국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은 위와 같은 기전에 의해 

치유과정 중 성공적인 골형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첫째, 치조골 부피의 감소를 줄인다.  

둘째, 향 후 임플란트의 적절한 식립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셋째, 최종 보철물의 심미성을 향상시킨다. 

넷째, 향 후 부가적인 골이식술의 필요성을 줄인다.   

다섯째, 골형성을 빠르게 하여 임플란트의 식립과 보철물 

제작시기를 앞당겨 전체적인 치료기간을 감소시킨다.  

여섯째, 차후에 부가적인 외과적 골이식술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골결손의 양이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줄어들어 

성공적인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19].  

이러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효과는 치조골의 수평적, 

수직적 차원의 변화를 통해 비교 할 수 있으며, 이차적인 결과로 

협측 골판 두께의 변화, 발치 후 골 부피의 변화, 합병증의 발생 

여부, 조직학적 치유의 특성, 차후 추가적인 골이식의 여부와 

적절한 크기의 임플란트 식립 위치의 명료함, 환자가 호소하는 결과, 

경제성 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17]. 그러나, 이러한 각기 다른 

술식과 재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잠재적인 효과의 차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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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그간의 여러 연구들의 견해들에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같은 술식의 적용에서도 연구 결과에 

차이를 줄 수 있다.   

첫 째, 발치와 골벽의 연속성/비연속성, 인접치의 유무와 같은 

발치와의 임상적 상태 

둘 째, 발치와의 치유기간의 차이  

셋 째, 골형성 결과의 평가 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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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골이식재의 효과  

골이식재는 공여체에 따라 자가골 이식재, 동종골 이식재, 이종골 

이식재, 합성골 이식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골전도, 골유도, 

골형성의 세 가지 생물학적 기전을 가진다. 

발치와에 적용하는 골이식재는 이전에는 입자 잔해가 충진 후 

발치와 내에 약 6~9개월동안 남아있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20-23], 발치와의 초기 자연적 치유과정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 그 사용의 효과가 의심되었다[20,24,25]. 

그러나, 다양한 골이식재가 치조골의 너비와 높이의 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형태학적 분석과, 신생골 함량과 

골소주 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신생골의 광화, 구조적 발달의 

정도를 비교하는 조직학적 분석의 결과들이 골이식재의 효과를 

입증했다. 발치와에 잔존하는 골이식재가 임플란트의 생존률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골이식재의 

사용으로 치조골의 흡수를 줄임으로써 임플란트의 성공을 장기간 

지속시키게 한다. 또한, Rasperini 등은 골전도능을 가진 이종골 

이식재를 상악 구치부 발치와에 사용 시 상악동 거상술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6]. 

다양한 각각의 골이식재 적용 시 효과는 다음과 같다. Pelegrine 

등에 따르면 환자 본인의 장골능에서 추출한 골수의 발치와 내 

적용은 전층 부분판막과 타이타늄 스크류를 이용하여 일차유합 및 

고정을 통해 6개월의 치유기간 후 약 1.14mm의 너비소실을 보여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약 2.46mm의 너비소실을 

나타낸 데 비해 너비소실 감소효과를 보였다[27]. 또한 치조골의 

높이는 약 0.62mm감소되어 대조군이 약 1.17mm의 높이 소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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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데 비해 높이소실 감소효과를 보였다. 조직학적 분석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45.47%, 42.87%의 신생골 함량을 나타내 

둘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Barone 등에 따르면 corticocancellous porcine bone과 

collagen 차단막의 발치와 내 적용은 7개월 이상의 치유기간 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약 4.5mm의 치조골 너비 

감소를 보이는 데에 비해 약 2.5mm의 감소만을 보였다[28]. 또한 

대조군이 약 3.6mm의 치조골 높이 감소를 보이는 데에 비해 약 

0.7mm의 높이감소만을 보여 치조골의 수직적, 수평적 소실을 크게 

방지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직학적 분석에서 골의 광화와 

구조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골소주 패턴의 함량이 골이식재 적용 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조군 역시 광화된 골의 함량이 

실험군에 비해 낮았지만, 비교적 잘 구조화된 골 형성이 일어났다.  

Cardaropoli 등에 따르면 bovine bone mineral 90%와 porcine 

type 1 collagen 10%를 혼합한 bovine hydroxyapatite/collagen과, 

porcine collagen 차단막의 사용은 치조제의 높이 및 너비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29]. 치주낭의 깊이는 두 군 모두 

0.3~0.5mm정도의 현저한 감소를 보였으며, 치은 퇴축은 

0.3mm정도로 두 군 모두 증가했으며, 임상부착높이는 두군 모두 

약간 감소하여, 치주낭 깊이, 치은 퇴축, 임상부착높이에 골이식재와 

차단막의 적용이 주는 유의미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이식재와 차단막의 적용이 치조제의 높이 및 너비의 소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4개월의 치유기간 동안 약 35%의 너비소실을 보인 것에 비해, 약 

7.26%의 너비소실을 보였다. 그러나, 두 군의 조직학적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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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골의 탈회, 비탈회 구성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같은 재료를 사용한 Araújo 등의 실험에서도 골이식재의 적용이 

치조골의 너비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치유기간 

이후 생성된 골조성의 조직학적 분석에서 특별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30]. 즉, 이종골 이식재는 발치와에 형성된 혈병의 그물망 

구조 안에 입자가 갇히게 되어, 호중구성 백혈구를 골이식재 입자의 

표면으로 모여들게 하고, 이를 서서히 대체하는 파골세포에 의해 

골이식재가 점차 흡수되어 약 1-2주 이내에 파골세포는 사라지고, 

조골세포가 남아있는 콜라겐 다발 내에서 신생골을 형성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치조골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식재의 적용이 신생골의 조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볼 때, 골 조성의 비계로서 작용할 뿐 골 생성자체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없다. 또한, 골이식재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발치와를 기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치유기간 동안 발치와 주변부의 

창상 수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치유기간 동안 발치와의 창상 

수축은 신생골 형성과 리모델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Fickl 등의 연구에서도, 이종골 이식재인 bovine bone mineral의 

적용이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두 번째 대조군이 약 3.2mm의 

치조골의 높이소실을 나타낸 데 비해 약 2.8mm의 높이소실이 

나타나 치조골의 높이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31]. 다른 실험과 다르게 이 실험에서는 치조골의 너비감소를 

설측 치조융선의 1, 3, 5mm하방의 너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는데, 

대조군에서 각각 4.4, 6.1, 7.2mm를 나타낸 데 비해 실험군에서는 

3.7, 6.2, 7.0mm로 나타나 치조제의 너비보존은 설측 융선에 

가까운 곳에서 현저히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일차유합을 획득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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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대조군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약 

0.1mm의 치조골 높이 감소를 보였으나, 치조융선 1mm하방에서 

치조골너비는 세 군 중 가장 넓은 4.8mm를 나타내었다.    

Moghaddas 등에 따르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에서 환자 

본인의 견치, 제1,2 소구치 부위의 구개에서 약 1.5-2.0mm 

두께로 떼어낸 부분층 자가 구개 결합조직은 차단막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32]. 치조골의 너비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임플란트의 심미적인 결과에 중요한 주위 각화치은의 양과 

치은 높이가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차 후 임플란트 수복의 

기능적, 심미적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치조제 높이의 

소실을 방지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Iasella 등에 따르면 freeze-dried bone allograft (FDBA)의 

발치와 내 적용은 치조골의 너비소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나,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약3.2mm의 너비소실을 나타낸 

데 비해 약2.0mm의 감소를 보여, 치조골의 너비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33]. 또한, 신생골 형성을 통해 약 1.3mm의 치조골 

높이가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대조군이 약0.9mm의 높이 소실을 

보여 골이식재의 적용이 약 2.2mm의 차이를 가져왔다. 또한 

조직학적 분석에서 골이식재의 적용 시 신생골 함량이 약 65%로 

대조군이 54%를 나타낸 데 비해 신생골 형성이 향상되었다. 

상,하악의 발치부위에 따른 차이는 상악이 하악보다 더 많은 골 

흡수를 보였으며, 둘 다 설측보다 협측에서 많은 골흡수가 일어났다.     

Kutkut 등에 따르면 합성골 이식재인 medical-grade calcium 

sulfate hemihydrates(MGCSH)의 발치와 내 적용은 흡수성 

collagen plug만 사용한 대조군에 비해 치조골의 너비나 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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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으나, 발치와 내 신생골의 함량을 비 

적용 시에 비해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34]. 같은 

재료를 사용한 비슷한 조건의 다른 실험에서는 아무런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이 3.2mm의 너비소실, 1.2mm의 높이소실을 

나타낸 것에 비해, 2.0mm의 너비소실, 0.5mm의 높이소실만 

나타내어 치조골의 보존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35]. 또한 

MGCSH의 적용 시 골소주 패턴을 가지는 골의 분포가 58.5%로 

47.2%를 나타내는 대조군에 비해 증가했으며, 층판골의 함량도 

증가했다.  이것은 Kutkut 등의 실험에서 합성골 이식재의 적용 시 

발치와 내 신생골 함량이 66.5% 증가하여, 대조군의 38.3% 

증가에 비해 신생골 형성이 향상된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치조골의 너비와 높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발치된 치아가 통일되지 않았던 점과, 대조군에서 collagen plug의 

혈병유지 효과가 골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erino 등에 따르면, 흡수성 막의 재료로 사용되는 

bioabsorbable polylactide–polyglycolide를 sponge형태로 만든 

합성골 이식재의 발치와 내 적용은 6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치조제의 높이 및 너비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36]. 

다른 실험들과 달리 이 실험은 치조제의 높이를 근심 협측과 원심 

협측을 구분하여 두 곳에서 측정하였다. 합성 골이식재의 적용 시 

근심 협측에서 약 0.2mm, 원심 협측에서 약 0.1mm의 치조골 높이 

감소가 일어나,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각각 0.6mm, 

0.8mm의 높이 감소가 일어난 것에 비해 치조골 높이 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현저히 나타났다. 또한 치조골의 너비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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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mm의 소실이 나타난 대조군에 비해, 골이식재 적용 시 약 

1.3mm의 너비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조직학적 분석에서 

골이식재의 적용 시 더 고광화되고 조직화된 골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10개의 실험에서 다양한 골이식재를 이용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행은 발치 후 치유과정 동안 일어나는 치조골의 

높이나 너비의 소실을 감소시켰으며, 몇몇의 실험에서는 발치 

전보다 치조제의 높이나 너비가 증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골이식재가 기본적으로 신생골 형성을 위한 비계로 작용하고, 상부 

연조직으로부터 발치와에 가해지는 압박으로 인해 차단막이 

함몰되는 것을 방지하여 골재생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주위 골에 인접하여 

정상적인 저작기능 동안 존재하는 하중을 인접골에 전달하여 

생리학적, 생체전기적 자극을 준다[37]. 발치 후 잔존 치조골의 

흡수는 치아와 치주조직의 상실로 인한 정상적인 저작기능 중 

전달되는 힘의 변화가 일차적인 원인이 되므로, 골이식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생리학적 하중은 잔존치조골의 흡수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상적인 골이식재는 충분한 

골형성이 일어날 때까지 발치와 내에 남아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발치와 내에 남아있는 골이식재는 골형성을 방해하지 않으나, 

골형성을 유도하지도 않으며 단지 골이 자라 들어올 수 있도록 

비계 역할을 하여 골아세포에 의한 골형성이 이식재 표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할 뿐이다.  

 골형성유도단백질(bone morphogenic protein, BMP)등의 

중간매개체는 혈행으로부터 유래되거나 발치와 내부에 존재하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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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세포를 골아세포로 분화하도록 유도하여 신생골을 형성하는 

골유도를 일으킨다. 자가골 이식 시 내부에 존재하는 골아세포에 

의해 발치와부로부터 새로운 골화 중심이 형성되어 골재생이 

일어나는 골형성은 발치와 내로의 적절한 혈류공급과 골아세포의 

생활성이 유지될 때, 결손부 변연의 골아세포에 의한 골형성과 

더불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골형성이 배가된다. 발치와의 

벽이 건전할 경우 골전도능을 가진 골이식재가 사용될 수 있으며, 

차단막의 사용은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발치와의 벽이 건전하지 

못한 경우, 골유도능을 가진 골이식재를 차단막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적용한다. 골이식재는 최소한 골전도성을 가져야 

한다. 골유도성이 있는 골이식재는 골전도성만 가지는 골이식재보다 

더 좋은 재료라고 생각된다. 또한 골의 기원 및 처리과정에 따라 

골형성량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공여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골형성 유도단백질의 포함량이 달라져 골형성량이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38]. 공여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양의 

골형성 유도단백질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1.1 자가골/동종골,이종골/합성골의 차이 

무치악 부위, 상악결절, 하악지, 하악 정중결합부위, 다른 위치의 

발치와 등의 구내에서나 구외에서 채득할 수 있는 자가골은 다른 

골이식재들과 달리 골전도성 이외에도 골유도능, 골형성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존재하는 골아세포에 의해 

이식부내에서부터 새로운 골화 중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가장 효과적인 골이식재로 생각되어져 왔다. Becker 등에 따르면 

동종골인 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와 자가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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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한 실험에서 약 3-13개월의 발치 후 치유기간을 거친 뒤 

바이옵시를 시행한 결과, DFDBA의 적용 시 파골세포의 작용이 

발견되지 않고, 잔존하는 DFDBA입자로 인해 신생골 형성이 

방해되었으며, 자가골 적용 시 혈관화된 교직골과 층판골이 

발견되었으며, 몇 몇의 시편에서 비활성골이 발견되었으나, 이것은 

곧 파골세포의 작용으로 제거되어, 동종골이 발치와의 치유과정에 

방해작용을 하며, 자가골의 동종골보다 우수한 골형성 효과가 

확인되었다[20]. 그러나, 상반된 실험 결과도 존재한다. Araujo 

등은 자가골과 이종골 이식재인 bovine bone mineral을 비교한 

성견 실험에서 발치와 근단부와 중간부의 치조제 횡단면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자가골)에서는 -2.5%, 대조군(동종골)에서는 

+3.6%의 골변화를 관찰하였다[39]. 위 실험에서 남아있는 

골이식재의 함량이 동종골에서 24.4%, 자가골에서 1.9%인 점으로 

보아, 흡수되는 속도 차이로 인해 발치와 내에서 유지되는 기간이 

짧아지면, 치조제의 보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종골과 합성골을 비교한 실험에서 nanocrystalline 

hydroxyapatite(NCHA)와 deproteinized bovine bone 

mineral(DBBM)의 적용 시 치조제의 너비감소와 생활성골의 

함량에서 두 군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40]. 

그러나, 상반된 실험 결과도 존재한다. NCHA와 β-TCP의 

혼합체인 biphasic ceramic bone substitute와 DBBM의 효과를 

비교한 실험에서 8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두 군 사이에 치조골의 

높이변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치조골의 너비는 합성골이 

약1.1mm감소, 이종골이 약2.1mm의 감소를 나타내어 합성골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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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치조골 너비 보존효과를 보였다[41].    

 

4.1.2 동종골의 탈회 여부에 따른 효과  

많은 연구에서 특정 재료가 다른 재료에 비해 우수성을 가지는 

지에 대한 여부는 일치되지 않았으나, 탈회 동결건조 

동종골(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 DFDBA)와 

비탈회 동결건조 동종골(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 

MFDBA)간의 차이점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채취한 동종골을 

탈회 처리하는 과정에서 골형성 유도단백질의 노출로 인해 DFDBA 

는 골전도능만 가지는 MFDBA에 비해 골유도능까지 가지게 되어 

치조골 흡수 방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더 선호된다. 또한, 

DFDBA는 높은 흡수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빠른 흡수로 임플란트 

식립 시 잔존하는 입자 없이 골형성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orowitz 등은 MFDBA를 사용한 경우 3~6개월의 치유기간 

동안 생활성의 골이 17%에서 27%로 증가하였으나, DFDBA의 

사용 시 약 28%에서 53%로 더 큰 폭으로 증가됨을 관찰했다 

[42]. 그러나, Brownfield 등은 치유기간 이후 발치와 내 생활성 

골 함량이 DFDBA 적용 시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차이를 

보이나, 치조제의 수직적, 수평적 골소실의 감소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관찰했다[43]. 이러한 결과는 DFDBA가 

골형성 유도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양이 실제적으로 

골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량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지성 있는 

골유도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20]. 또 

다른 가능성에는 DFDBA가 MFDBA에 비해 빠른 흡수로 발치와 

내에서 장기간 치조골의 부피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졌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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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DFDBA의 임상적 적용이 예지성 있는 

치조골 보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함량과 유지력 향상을 

위한 적용이 필요하다.  

 

4.1.3 이식재의 크기에 따른 효과  

골이식재의 입자 크기가 골 형성에 제공되는 가용공간을 

결정한다. 임상에서 사용되는 골이식재의 입자 크기는 약 100-

1,000㎛이며, 입자 사이의 입자간 공간이 골이 자라 들어올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격리된 공간 내로 신생혈관의 내부성장과 

골형성 전구세포들이 이주하여 중심부에서 혈류공급이 이루어지는 

원뿔 모양의 골원 형태로 골형성이 이루어진다. 골원의 반지름은 약 

100㎛이며, 중심부의 혈액공급이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 의해 골원의 크기가 정해진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크기의 

이식재가 선호된다. 작은 크기의 이식재는 발치와의 치유과정 중 더 

빨리 흡수되며, 더 넓은 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발치와 내 신생골 

형성 촉진 효과가 높다고 생각된다. 300-500, 850-1000㎛의 

서로 다른 크기의 이식재의 골 유도재생 효과를 비교한 실험에서 

10주간의 치유기간 이후 신생골의 조직학적 분석에서 작은 입자의 

이식재가 더 고밀도의 구조를 나타냈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신생골과 입자의 총 접촉면적과 입자 사이 공간이 작은 입자의 

이식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골유도재생에 있어 이식재의 

입자크기는 골형성 공간의 제공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44]. 그러나, Hoang 등은 DBBM를 이용한 실험에서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치조제의 수직적, 수평적 골흡수를 감소 효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관찰한 상반된 실험결과도 존재하였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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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이식재 크기는 발치와의 골결손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발치와의 경우 치주질환에 

의한 골 결손부위에서보다 큰 입자의 사용이 편리하다. 

 

4.1.4 합성골의 종류에 따른 효과  

많은 연구에서 골이식재의 적용이 주는 골형성의 증진 효과를 

입증하였으나, 특정 재료가 다른 재료에 비해 가지는 우수성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Pinho 등은 타이타늄 막을 

사용한 실험에서 이식재의 유무에 따른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고, 골이식재의 종류보다는 골형성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기능이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지었다[45]. 그러나 

발치와의 염증성 상태에 따라 특정 재료가 다른 재료에 비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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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차단막의 효과  

차단막은 흡수되는 성질에 따라 크게 흡수성과 비흡수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흡수성 막의 소재로는 collagen, polylactide와 

polyglycolide 공중합체(PLA/PGA), silk fibroin 등이 있고[46], 

비흡수성 막에는 e-PTFE, titanium-reinforced e-PTFE, d-

PTFE 등이 있다.  

Brkovic 등은 흡수성 막인 collagen 차단막의 적용은 신생골의 

형성과 치조골의 협설측 높이 및 너비소실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47]. ß-TCP와 함께 collagen 차단막을 적용한 

발치와 보존술에서 collagen 차단막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시 신생골 함량은 45.3%, 대조군은 42.4%로 신생골 형성이 

증가되었고, 9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발치와 내 잔존하는 이식재량이 

차단막을 적용했을 때 12.5%, 대조군이 9,7%로 차단막이 이식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조골의 협, 설측 높이가 

실험군에서 각각 약0.12mm, 0.38mm증가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0.5mm, 0.22mm증가를 보여, 차단막의 적용이 골이식재의 신생골 

형성을 증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치조골의 너비는 약 

1.29mm소실된 대조군에 비해 약 0.86mm로 적은 양 소실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차단막의 적용 없이도 골이식재의 신생골 형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차단막의 적용이 

골이식재의 효과를 증진시켰으며, 9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조직학적 

분석에서 차단막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남아있는 

골이식재의 입자와 신생골의 골수 사이에 신생골 형성에 중요한 

섬유성 조직의 함량이 실험군에 비해 적음이 확인되었다. 저자는 

ß-TCP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분해 산물이 발치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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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도를 낮추는 작용을 하여, 섬유성 조직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했다. 차단막의 적용은 이러한 분해 산물의 영향을 감소시켜 

신생골 형성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정인 흡수성 막인 collagen 차단막은 지혈성, 화학주성 

및 세포 부착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치조제 보존술에 

이용되었다[48,49]. collagen 차단막의 장점은 막 제거를 위한 

추가적인 외과적 시술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발치와의 경우 이 점은 큰 장점이 되지 못한다. 

collagen 차단막의 단점은 대부분의 흡수성 막이 발치와 내에 

충분한 골형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해될 수 있고, 염증의 위험성이 

크고, 견고성이 비교적 부족하여 발치와 내 골재생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지 못해 막의 함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46]. collagen 

차단막의 사용시 견고한 지지가 얻어진 경우에만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구강 내로 노출될 경우 빠른 흡수율과 조기폐쇄를 

얻어야 하는 술식의 까다로운 요구 때문에 비흡수성막이 

대안으로서 고려되었다[50]. 

Lekovoic 등은 흡수성 막의 한 종류인 PLA/PGA를 적용한 

발치와를 6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치조골의 외측, 내측의 높이와 

너비를 측정하여,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약 1.50mm, 

3.94mm, 4.56mm의 골소실이 일어난 것 비교 시 약 0.38mm, 

5.81mm, 1.31mm의 소실이 일어나 치조골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51]. 해당 실험에서 차단막의 유지를 

위해 협측 판막을 이용한 일차유합을 획득하였고, 타이타늄 핀과 

4-0 silk를 이용한 수직누상봉합으로 부가적인 고정을 이루었다. 

타이타늄 핀과 봉합 제거 후 6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감염이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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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흡수성막의 단점은 제거를 위한 

부가적인 외과적 시술이 필요하다는 점과 막이 노출되었을 경우 

연조직의 자발적인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46]. 구강 

내로 노출된 막은 구내 세균에 의해 오염되어 발치부위의 감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발치와의 골재생이 저해되고 

심하면 골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52]. 따라서 노출된 막은 

제거해야 하고, 막의 조기제거는 결과적으로 골재생의 감소를 

초래한다[53].   

또 다른 흡수성 막인 silk fibroin 차단막의 골형성 증진효과가 

확인되었다. Song 등에 따르면, 누에고치에서 채취한 silk는 주로 

봉합사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collagen과 같은 섬유성 구조를 

띠고, 높은 조직적합성 및 산소, 증기 통과성, 생분해성을 가지기 

때문에 골형성의 비계로서 각광받는 물질이다[54]. Silk fibroin 

차단막을 제작하는 온도에 따라 조직의 농도와 구조가 다르게 

형성되어 막의 용해성과 발치와 내 유지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흡수성 막은 골 재생의 기간 동안 발치와 내에서 형태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섬유모세포가 들어와 섬유성 조직의 형성이 일어난다. 

너무 높은 용해성을 가지는 흡수성 막은 골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분자물의 이러한 특성과 pH, 온도, 중합 정도, 차단막의 

부피가 분해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 실험에서는 

silk fibroin 차단막의 제작 온도가 구조와 용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장 적절한 용해성을 가지는 silk fibroin 

차단막을 이용한 골유도재생술시 8주의 치유기간 후에 신생골 

함량을 비교 시 약 67.02%를 나타내어,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약 35.42%의 골형성을 나타낸 것 과 비교 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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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증진 효과가 확인되었다. Silk fibroin 차단막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형태로의 쉬운 가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절한 용해성을 

갖추는 구조로 제작된다면 발치와 보존술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차단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hiapasco 등은 골이식재 없이 e-PTFE 차단막을 적용한 

실험군과 구내와 전방 장골에서 채취한 자가골을 막사용 없이 

적용한 대조군을 비교한 실험에서 8개월의 치유기간 이후 차단막을 

사용한 골유도재생술에서 약 2.7mm의 치조골 너비증가가 나타나, 

자가골 이식재를 적용한 대조군에서 약 4.0mm의 너비증가보다 

다소 작지만, 골이식재 없이도 골재생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55]. 또한, 이 후 임플란트 적용 시 성공률의 측면에서 

골이식재 사용시 보다 93.3%로 약 2.4%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어, 

e-PTFE 차단막이  발치와 보존술에서 임상적으로 임플란트의 

성공 가능한 골 유도효과를 가지는 재료 임을 알 수 있다. e-PRFE 

차단막은 발치와의 치유과정 동안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빠른 

구강 상피와 결합조직이 발치와 내로 침입 하는 것을 차단하고, 

발치와 내부의 혈병을 보호하며, 골형성능을 가진 세포가 

이주해오도록 하여 발치와 내의 공간이 성장속도가 느린 골재생에 

관여하는 조직으로 서서히 채워지게 한다. 이러한 조직반응의 

차이를 이용하여 골재생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골모세포와 혈류가 공급되는 결손부가 골로 채워질 수 있도록 

공간을 유지시킴으로써 발치와의 치유과정을 돕고 치조골 결손의 

양적 회복을 돕는다[50,56,57]. 그러므로, 충분한 발치와 벽이 

존재하더라도 차단막의 사용시 발치와 내 골재생량이 더 증진될 수 

있다[17].  

 33 



 

비흡수성 막인 고밀도 polytetrafluoroethylene(dPTFE) 차단막은 

일차유합이 요구되지 않고, 매끄러운 표면과 약 0.2㎛의 작은 

구멍의 크기로 인해 제거가 쉽고, 추가적인 외과적 술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세균의 통과를 막아 골보존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58-60].  

Al-Hezaimi 등에 따르면 콜라겐 막 위에 dPTFE를 올리는 

이중막 방식은 막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나, dPTFE 단일막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치조제의 너비 및 높이의 보존효과가 

뛰어났으며, 신생골의 광화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생골 함량이 높았다[50]. 즉, collagen 차단막 위에 

dPTFE 차단막을 올리는 이중막 방식은 collagen 차단막의 연조직 

반응에 대한 장점과 dPTFE 차단막의 견고성과 항균효과의 장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중층으로 인해 치유 과정도안 

비흡수성막이 흡수성막의 견고성 부족을 보완하여 골이식재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각각의 단일막을 사용하는 경우나 차단막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보다 골보존에 효과적이다. 또한, 다른 실험에서 

SEM을 이용한 평가에서 이중막의 바깥층인 비흡수성막에서 안쪽의 

흡수성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의 세균 수가 관찰된 점에서 

비흡수성막의 항균효과가 화학적 안정성과 골모세포 이주능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61]. 그러나, 세균 수가 아닌 

세균 조성의 차이가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중막 방식의 임상적 

적용을 위한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이중막과 단일막을 사용한 

발치와의 세균조성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판되는 흡수성막과 비흡수성막을 임상가가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 이외에 collagen/HA–chitosan–collagen/HA와 같이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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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제작된 삼중막 방식의 차단막도 있다[62]. 중간의 chitosan 

layer는 높은 인장강도와 탄성계수를 가지므로, 기계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collagen/HA layers는 chitosan layer의 취성을 보완하여, 

chitosan layer의 단일막 사용시 보다 막의 유연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준다.    

Caffesse 등은 흡수성 막과 비흡수성막의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PLA/PGA와 ePTFE를 사용한 실험에서 흡수성막이 

발치와 치유과정 동안 더 빠른 흡수로 사라졌지만, 치유기간 이후 

결합조직의 부착은 비흡수성보다 우수했으며, 섬유가 포함된 신생 

백악질의 형성은 두 막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관찰하였다[63]. 즉, 흡수성 막의 분해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염증반응은 골형성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흡수성 막과 

비흡수성막은 발치와의 골재생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조직학적 분석에서 흡수성막 사용 시 골밀도가 더 높은 성숙한 

골의 함량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비흡수성막과 흡수성막의 단일 사용은 차단막에 요구되는 

이상적인 특성들인 생체 비활성, 생체적합성, 공간 유지력, 연조직 

세포 차단능, 우수한 조작성 및 흡수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46]. 따라서 단일막의 사용보다는 흡수성, 비흡수성막의 장점을 

조합한 다중막의 사용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차단막 

사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막이 발치와의 골결손부 변연을 지나 

3~4mm정도 더 연장되도록 조정하여 발치와를 완전히 피개하고, 

일정 기간동안 막이 함몰되지 않도록 견고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다[53]. 이를 위해 차단막 고정용 스크류나 

고정핀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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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일차유합의 효과    

발치와의 치유 상태 방식은 발치 직후 발치와 전체를 피개하는 

일차유합과 창상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이차유합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일차유합은 구강전정이나 구강 내의 

판막을 올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판막은 대부분 전층 

판막을 사용하며, 부분층 판막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Weng 등 

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 systematic review에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 일차유합을 얻었을 경우 치조골의 수평적 골소실이 

평균적으로 약 0.62mm일어나, 일차유합을 얻지 않았을 경우 약 

1.18mm의 수평적 골소실이 일어난 것에 비해 수평적 골소실 

감소효과가 있었고, 수직적 골소실 역시 일차유합을 얻었을 경우 약 

0.33mm의 골 흡수가 일어난 데 비해 일차 유합을 얻지 않았을 

경우 약 1.44mm의 골소실이 일어나 수직적 골소실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19]. 창상 치유의 관점에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행 시 발치와의 연조직 일차유합을 얻는 것이 발치와의 

치유기간을 단축시키고, 치유 결과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X-ray로 분석된 수직적 골소실과 

CT를 이용한 수평적 골소실의 분석 시 나타난 결과였으며, cast 

model과 re-entry procedure의 사용을 통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Fickl 등은 bovine HA/collagen적용 

후 유리치은 이식술을 시행한 실험군과 일차유합을 얻지 않고 동일 

이식재만 적용한 대조군과의 평균 협측 수직골 높이와 수평골 

너비를 비교한 성견 실험에서 일차유합시 약 3.3mm로 이차유합시 

약 2.8mm보다 더 많은 치조골 높이소실이 일어났으며, 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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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융선의 1,3,5mm 하방에서 측정한 치조골의 너비는 일차유합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일차유합이 치조골소실 감소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31]. 또한, Engler-Hamm 등은 inorganic 

bovine-derived hydroxyapatite matrix, cell-binding 

peptide(ABM/P-15), DFDBA를 혼합한 동일한 골이식재를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collagen 차단막의 일차유합의 유무를 

달리하여, 6개월의 치유 기간 후 치조골 너비 소실에 대한 임상적 

평가와 환자의 술 후 불편감에 대한 설문지를 통한 비교를 

하였다[64]. 치조골너비 소실은 실험군에서 약 3mm, 대조군에서 

약 3.42mm로 나타나 일차유합의 유무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술 후 불편감에 관한 설문에서 일차유합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치은점막 

연접부가 일차유합한 실험군에서 더욱 치관 측에 위치하였다. 이와 

같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 일차유합의 필요성이 적음을 

지지하는 실험 결과가 최근 많이 발표되었다. 또한, 발치와의 

일차유합을 얻는 것은 어려우며, 치은점막 연접부를 치관 쪽으로 

이동시키고, 골막에 이완 절개 적용으로 인한 출혈과 부종, 혈종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의 술 후 불편감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19]. 이에 반해, 이차유합은 일차유합보다 치은점막 연접부의 

안정성을 얻어 각화치은의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소수의 

연구에서 이차유합이 치조제 보존술에서 생활성의 골형성이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일차유합없이 차단막만 사용한 치조제 보존술의 

골형성 결과가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였지만, 어떤 종류의 막을 

사용하는 것이 구강 내로 노출된 채로 남겨두었을 때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고, 결합조직, 연조직 대체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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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의 일차유합을 얻는 여러 가지 방식간의 효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비교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차유합의 

적용의 명확한 효용성은 결론되지 않았으며 최근의 추세는 

치조골흡수 방지를 위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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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생활성 물질의 효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식재의 부족한 예지성과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골의 질, 장기간의 치조골 형태의 유지 측면에서의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인자와 같은 

생활성 물질이 발치와에 적용될 수 있다. 성장인자란 증식, 화학 

주성, 분화, 세포외 기질 단백질의 생산과 같은 광범위한 

세포활동을 자극하는 일종의 polypeptide hormone을 말한다. 

성장인자는 골모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골유도를 통해 발치와 내 

골재생을 도모한다[65]. 발치와에 이식재와 함께 첨가된 생활성 

물질의 생화학적, 구조적 특징은 인접조직의 세포반응을 자극하여 

골재생을 유발하는 생체 모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66]. 이러한 

세포활성의 변화는 골결손의 양적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성장인자의 종류에는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PDGF), 

insulin-like growth factor(IGF),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rhBMP-2),synthetic cell-binding 

peptide(P-15) 등이 있다[66]. 특히, β-TCP 운반체를 이용한 

PDGF-BB는 골과 치주인대 요소의 재생을 위해 조직유도 

재생술에서 사용 가능성을 FDA에 의해 승인 받은 물질이다.  

Howell 등은 collagen sponge에 흡수시킨 rhBMP-2의 적용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이 물질의 안정성과 골재생 효과를 입증하였다. 

콜라겐 운반체와 rhBMP-2의 발치와 내 적용이 골 높이 증가를 

가져왔으며[67], 차 후 재생된 골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시 

안정성과 건전한 임플란트 주위 조직을 얻을 수 있었다[68]. 이 후, 

Fiorelini 등은 collagen carrier와 rhBMP-2의 골재생능을 

평가하기 위해 collagen sponge만을 사용한 비교군과 0.75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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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g/mL의 두 농도의 rhBMP-2/collagen carrier를 실험군으로 

상악 전치부 발치와의 협측 치조골 재생을 비교하였다. 두 실험군은 

비교군에 비해 높은 골재생을 보였으며, 1.50mg/mL의 실험군에서 

더 높은 골재생이 확인되었다. 또, 성장인자의 적용 시 재생된 골은 

조직학적 분석 시 자연적인 골과의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69].  

그러나, 생활성 물질 적용의 유의미한 효과는 골 결손부위의 상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현재의 지식과 기술로는 생활성 물질의 

임상적 적용 시 예지성있는 발치와의 골 조직의 재생 결과를 얻기 

어렵다.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생활성 물질을 고농도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상적인 전달자가 필요하다. 또한, 생활성 

물질의 사용은 비용/이익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종류의 성장인자의 경우 사용 시 높은 비용이 제한점이 된다. 

현재는 생활성 물질을 전달자를 이용해 운반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나, 유전자 치료를 이용하여 특정 성장인자의 생산을 

자극하는 것, 확대된 세포구성물을 전달하는 등이 생활성 물질의 

이용에 새로운 조직공학적 접근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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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초음파의 효과    

발치와의 치유과정을 촉진하여 치조골 보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발치와 내에 초음파의 적용이 있다. 다양한 골 유도 

재생술 실험에서 초음파의 적용이 주는 효과가 보고되어 발치와 

에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형외과 분야에서 정강 골간 

골절에 초음파의 적용이 골의 치유과정을 가속화 시키는 임상적 

효과가 입증되었다[70]. 또한, in vitro 실험에서 초음파의 적용이 

하악의 조골세포의 증식에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성견의 

견치부 치조골 결손에 골유도 재생술과 20분간 30㎽/㎠의 low 

intensity pulsed ultrasound (LIPUS)를 적용한 실험에서 제 1군 : 

LIPUS+collagen 차단막+자가골 이식재, 제 2군 : LIPUS+ 

자가골 이식재, 제 3군 : collagen 차단막+자가골 이식재, 제 4군 : 

아무런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구성에 따른 치조골 결손의 

골회복이 6-8주간의 치유기간 후 micro-CT로 분석되었다. 

조직학적 분석에서 골소주의 수와 두께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제 

1군에서 가장 많은 조직화된 신생골이 형성되었음이 확인되어, 

LIPUS의 적용이 치조골 결손의 재생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며,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행 시 초음파의 부가적인 사용이 

치조골 보존에 상승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71].  

그러나, 발치가 예정된 12명의 환자에서 발치 후 약 7-10일 

후부터 piezoelectric transducer를 사용하여 20분간 초음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4주간 진행된 무작위 비교연구에서 

Standardized cone-beam volumetric tomography를 이용해 발치 

후 7-10일 후인 초음파 적용 전을 baseline으로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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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3개월 후의 협측과 설측 골판의 변화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미한 절대적 골변화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적은 

표본의 수와 짧은 관찰기간의 한계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즉, 발치와에 초음파의 적용이 발치와 보존술 및 치조제 보존술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혈관형성과 골모세포의 유도를 증진시키는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 되었지만, 함께 사용하는 재료 고유의 

성질에 따라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72]. 이에 대한 

결론이 얻어지지 않은 상태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 시행 시 

초음파의 사용은 임상적 추천에 충분한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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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저출력 레이저의 효과    

Korany 등은 방사선요법을 시행한 백서의 발치와에 저출력 

레이저 요법(low-level laser therapy, LLLT)를 적용하여 

레이저의 골재생 촉진 효과를 평가했다[73]. 방사선 요법은 무기질 

대사를 저해하여 뼈의 구조적인 약화와 함께 혈관을 감소시켜 

골재생을 저해한다. 따라서, 악안면 영역의 악성 종양 등의 

병력으로 방사선 조사를 받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 요법 시행 전 구강 평가를 통해 수복할 수 없는 

감염이나 심한 우식 치아의 경우 미리 발치를 시행해야 한다[74]. 

방사선 요법을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발치와의 

치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시행에 더불어, 

LLLT를 부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LLLT는 발치와 내 성숙한 

콜라겐 섬유 다발의 형성과 배열, 조골세포의 증식을 통해 골형성의 

초기단계를 촉진하여 해면질 골의 비율을 증가시키고[73,75],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 등의 물질이 순환계에 방출되는 양을 

증가시켜, 레이저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부위에도 골재생의 증진 

효과가 나타난다[76,77]. 또한, 발치와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발치 

후 발생 가능한 점막염, 신경 손상, 감각이상을 감소시키는 

부가적인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78,79]. 그러나, LLLT의 골 

재생 효과에 대해 입증한 많은 동물 실험에서, 발치 후 경과시간에 

따른 효과적인 레이저 적용 시점에 대한 입증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Kasem 등은 가토를 이용한 실험에서 골재생의 치유 

초기단계의 증진효과를 확인하였으나[80], Pipi 등은 발치 후 13일, 

25일 후에 적용하여 치유 중기, 말기단계의 골재생 증진효과를 

확인하였다[81]. LLLT가 치조제의 골재생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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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생 메커니즘의 혈관신생[82], 콜라겐 생성[83], 조골세포의 

증식과 분화[84]등의 여러 요인에 관여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의 효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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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이 발치 후 

발치와의 치유과정을 돕고, 치조골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효과는 치조골의 협설측 높이나 치조 융선 아래의 기준점에서의 

너비의 측정을 통한 비교로 확인하였는데, 자가골 이식재와 

탈회동종골 이식재를 적용한 소수의 실험에서 치조제의 높이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 때에도 치조골의 너비는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은 대체적으로 치조골의 소실을 

감소시킬 뿐,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조제의 높이 및 너비의 증가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에 사용된 다양한 

골이식재와 차단막은 각 실험의 발치와의 위치, 발치와 잔존 벽의 

수나 인접치의 유무와 같은 발치와의 상태, 치유기간, 치조골 

높이와 너비 측정의 기준점과 같은 평가방식 등의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에 따른 직접적인 우위에 대한 비교는 

어려우나,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재의 적용은 모두 

발치와의 치유과정을 돕고, 치조골의 높이 및 너비 소실을 감소시켜 

치조제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골소주의 구조를 

통한 신생골의 광화 정도와 신생골 함량을 확인하는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정성적인 분석도 시행되었는데, 골이식재의 적용으로 

치조골의 높이 및 너비소실의 정량적인 감소효과가 있더라도 골 

함량이나 구조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골 이식재의 경우 골 형성의 비계로만 

작용할 뿐, 직접적으로 신생골 형성을 자극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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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치조골의 높이를 협, 설측으로 구별하여 측정한 몇 몇의 

연구들에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이 치조골 증대시키거나 

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협측보다는 설측에서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다발골 함량이 높은 협측골이 설측에 비해 

현저한 골흡수를 겪기 때문으로, 발치 당시 협측골의 형태와 높이가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적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치조골의 너비를 설측 

치조융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구별하여 측정한 몇 몇의 

연구들에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에 의한 치조골의 너비 

보존효과는 설측 치조융선 내 약 1mm근처의 상방 위치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골 전도효과만을 가지는 이식재보다 골유도나 골형성의 효과를 

함께 가지는 이식재가 치조골소실 감소효과가 뛰어나나, 이러한 

골이식재 자체의 특성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이식재가 치유 

기간동안 발치와 내에서 흡수되고, 유지되는 정도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자가골과 동종골의 비교, 탈회골과 

비탈회골의 비교 시 재료 자체의 특성은 골유도능과 골형성능을 

함께 가지는 자가골과 탈회골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발치와 

내에서 더 빠른 흡수가 일어나 골이식재의 기계적인 지지효과 및 

비계로서의 골형성 공간제공, 창상의 수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이 

예지성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 그러나, 골이식재가 발치와 내에 

잔존하는 기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신생골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임플란트 이차수술 시까지 잔존할 수 있다. 따라서, 

발치 직후부터 임플란트 이차 수술 시까지 적절한 치유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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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효과적인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Collagen, PLA/PGA, silk fibroin, e-PTFE, d-PTFE과 같은 

흡수성, 비흡수성막의 적용은 신생골 함량을 증가시키고, 치조골의 

높이와 너비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흡수성막과 비흡수성막 

사이에 골형성량의 차이는 없으나, 조직학적 분석에서 흡수성막이 

더 광화되고 구조화된 고밀도의 성숙한 골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수성막은 분해되어 유지기간이 짧고, 견고성이 

부족하며 일차유합을 얻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는 반면, 

비흡수성막은 견고하고, 일차유합을 얻지 않아도 되지만, 흡수성에 

비해 지혈성, 화학주성, 세포부착성 등의 성질이 떨어진다. 이상적인 

차단막의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재료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흡수성, 비흡수성막의 장단점을 결합시켜 사용하는 

다중막 방식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생활성 물질이나 초음파, 레이저 등의 부가적인 요법은 임상적 

적용을 추천하기 위한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러한 현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은 

경조직과 연조직의 외형을 보존하여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임플란트 

수복을 가능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골이식술의 필요성을 

없애거나 줄여, 전체 치료과정의 복잡함과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치 당일 술식 시행 시 제거될 수 없는 감염이나, 

방사선 치료계획이 있는 환자,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중인 환자 

이외에 일반적인 외과적 술식의 비적응증을 제외하고,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서 발치 직후 간단히 적용시킬 수 있어 그 

적용범위와 효용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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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전정이나 구강내 전층 판막을 이용하여 발치 시 완전한 

유합을 얻는 일차유합이 일부 혹은 전체를 노출시키는 이차유합과 

비교 시 치조제의 높이와 너비의 소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존재하였으나, 이는 분석 방법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며, 일차유합이 치조골 보존에 대조군과 어떠한 차이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상반된 실험 결과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또한, 

일차유합은 수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치은점막연접부를 

치관측으로 이동시켜 비심미적인 외형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골막에의 이완절개로 인한 출혈, 부종, 혈종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환자의 술 후 불편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차유합을 

지지하는 입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PDGF, rhBMP-2, P-15등의 생활성 물질의 발치와에의 적용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골 재생효과를 증진시켜 치조제의 

높이와 너비의 소실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여러 실험결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생활성 물질의 임상적인 적용은 해당 물질을 

고농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전달자를 필요로 하고, 그 

효과가 치조골 결손부위가 극심하지 않을 때는 미미하여, 높은 

비용으로 인해 비용/이익 관점의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면,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시 골이식재와 차단막과 더불어 

부가적인 첨가가 발치와 치유 및 치조제 보존의 임상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치와에 초음파의 적용이 다수의 정형외과학적 연구에서 

혈관형성과 골모세포의 유도를 증진하여 골재생을 도모하는 효과가 

확인되었고, 골이식재와 차단막과 함께 사용하는 발치와 보존술 

시행 시 골이식재와 차단막만 사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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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적은 표본수와 짧은 관찰기간을 

가지는 실험에서는 초음파의 적용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실험 결과도 존재한다. 초음파의 적절한 강도와 적용 시간 및 

기간에 대한 프로토콜이 확립과 임상적 적용에서 발치와 및 치조제 

보존술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예지성있는 결과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발치와에 저출력 레이저의 적용 역시, 다수의 정형외과학적 

연구에서 혈관형성과 골모세포의 유도, 콜라겐 섬유 다발의 형성과 

배열을 유도하여 골재생을 도모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 등의 물질을 순환계에 방출하여 레이저가 

직접 조사되지 않은 부위에서의 증진 효과도 보고되었으며, 

발치와에 적용 시 점막염, 신경손상, 감각이상을 감소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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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Summa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on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methods 

Author 

(Year)  

Test 

group 

  

Control 

group 

Position  Tissue 

closure 

period 

(months) 

Results 

 Test 

Group 

Control 

Group 

Lekovic 

et al. 

(1998) 

No socket  

Filling 

+Poly lactic 

acid/Poly 

glycolic  

Acid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Bimaxillar 

anteriors 

premolars 

Primary 

closure 

6 External 

bone 

height loss 

Internal 

bone  

heigh loss 

Bone  

width loss 

0.38(mm) 

 

 

5.81(mm) 

 

 

1.31(mm) 

1.50(mm) 

 

 

3.94(mm) 

 

 

4.56(mm) 

Chiapasco  

et al. 

(1999) 

expanded-

Polytetrafluoro

ethylene 

membrane 

 

Autologous 

bone   

Bimaxillar 

any tooth 

No 

primary 

closure 

8 Bone width 

loss  

Implant 

success 

rate 

 

 

 

 

-2.7(mm) 

 

93.3(%) 

-4.0(mm)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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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Summa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on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methods (continues) 

Author 

(Year)  

Test 

group 

Control 

group 

Position  Tissue 

closure 

period 

(months) 

Results 

 Test 

Group 

Control 

Group 

Iasella 

et al. 

(2003) 

Freezed dried 

Bone allograft 

+ collagen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Bimaxillar 

anteriors 

premolars 

No 

primary 

closure 

4 Bone 

width loss  

Bone 

height loss 

2.0(mm) 

 

-1.3(mm) 

3.2(mm) 

 

0.9(mm) 

Serino 

et al. 

(2003) 

Synthetic 

polymer 

+ No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Bimaxillar 

any tooth  

Primary 

closure 

6 Bone 

height loss 

 

 

 

Bone width 

loss  

0.2(mm) 

(mesial) 

0.1(mm) 

(distal) 

 

-1.3(mm) 

0.6(mm) 

 

0.8(mm) 

 

 

0.8(mm) 

Barone 

et al. 

(2008) 

Porcine 

Bone  

Mineral 

+Collagen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Bimaxillar 

anteriors 

,premolas 

Primary 

closure 

7-9 Bone width 

loss 

Bone 

height loss 

2.5(mm) 

 

0.7(mm) 

4.5(mm) 

 

3.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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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Summa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on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methods (continues) 

Author 

(Year)  

Test 

group 

Control 

group 

Position  Tissue 

closure 

period 

(months) 

Results 

 Test 

Group 

Control 

Group 

Aimetti 

et al. 

(2009) 

Medical grade 

calcium 

sulfate  

hemihydrate  

+No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Maxillar 

premolars

molars 

No 

primary 

closure 

3 Bone width 

loss  

Bone 

height loss 

 

2.0(mm) 

 

0.5(mm) 

3.2(mm) 

 

1.2(mm) 

Engler-

Hamm 

et al. 

(2010) 

Bovine 

hydroxyapatite 

+Peptide15+ 

Demineralized 

Freeze dried 

bone allograft  

+no 

membrane 

+Free gingival 

graft 

Bovine 

hydroxyl 

apatite+ 

Peptide15+ 

Demineralized 

Freeze 

dried bone 

allograft  

+no 

membrane 

+no soft 

 tissue graft 

Maxillar 

anteriors 

Test 

group: 

primary 

closure 

Control 

group : 

No 

primary 

closure 

6 

 

Bone  

width loss  

 

Post 

operation 

discomfort 

Mucogingival 

junction 

3(mm) 

 

 

High 

 

 

Coronal 

3.42(mm) 

 

 

Low 

 

 

A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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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Summa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on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methods (continues) 

Author 

(Year)  

Test 

group 

Control 

group 

Position  Tissue 

closure 

period 

(months) 

Results 

 Test 

Group 

Control  

Group 

Pelegrine 

et al. 

(2010) 

Autogeneous 

bone marrow  

+No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Maxillar 

anteriors 

Primary 

closure 

6 

 

Bone width 

loss 

Bone 

height loss 

Vital bone 

rate 

1.14(mm) 

 

0.62(mm) 

 

45.47(%) 

2.46(mm) 

 

1.17(mm) 

 

42.87(%) 

 

 

Brkovic 

et al. 

(2012) 

ß-Tricalcium 

phosphate 

+Collagen 

membrane 

ß-Tricalcium 

phosphate 

+No 

membrane 

Bimaxillar 

Canine 

premolars

molars 

Primary 

closure 

9 Vital bone 

rate  

Buccal 

height loss 

Lingual 

height loss 

Bone width 

loss 

45.3(%) 

 

 

-0.12(mm) 

 

-0.38(mm) 

 

0.86(mm) 

42.4(%) 

 

 

-0.5(mm) 

 

-0.22(mm) 

 

1.2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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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Summa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on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methods (continues) 

Author 

(Year)  

Test 

group 

Control 

group 

Position  Tissue 

closure 

period 

(months) 

Results 

 Test 

Group 

Control  

Group 

Cardaropoli 

et al. 

(2012) 

Bovine  

bone  

mineral 

+Porcine 

collagen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Bimaxillar 

premolars

,molars 

No 

primary 

closure 

4 Bone width 

loss 

Bone 

height loss  

pocket 

depth 

Gingival 

recession 

Clinical 

attachment 

loss 

 

 

 

 

 

1.04(mm) 

 

0.46(mm) 

 

2.43(mm) 

 

1.20(mm) 

 

3.63(mm) 

4.48(mm) 

 

1.54(mm) 

 

2.54(mm) 

 

1.11(mm) 

 

3.65(mm) 

61 

 



Table . Summa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on tooth extraction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methods 

Author 

(Year)  

Test 

group 

Control 

group 

Position  Tissue 

closure 

period 

(months) 

Results 

 Test 

Group 

Control  

Group 

Kutkut 

et al. 

(2012) 

Medical grade 

Calcium 

sulfate 

hemihydrate 

+Platelet rich 

protein 

+No 

membrane 

collagen 

plug 

+No 

membrane 

Bimaxillar 

non-

restorable 

tooth 

No 

primary 

closure 

3 Vital bone 

rate 

66.5(%) 38.3(%) 

Moghaddas 

et al. 

(2012) 

Demineralized 

freeze 

dried bone 

allograft 

+ autogenous 

palatal 

connective 

tissue 

membrane 

No socket  

filling  

+No 

membrane 

Maxillar 

anteriors 

premolars  

Primary 

closure 

4 Bone  

width loss 

Bone 

height loss  

Keratinized 

Gingival 

loss 

Gingival 

height loss 

1.16(mm)  

 

0.72(mm) 

 

3.58(mm) 

 

 

1.27(mm) 

2.08(mm) 

 

0.86(mm) 

 

4.52(mm) 

 

 

1.5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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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 : Socket preservations are the techniques that 

use of graft materials and scaffolds in the extraction socket for 

following prosthetic treatmen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s 

are the techniques for the minimal alveolar bone resorption and 

the maximal new bone formation when buccal wall is insufficient 

at extraction. This review describes the methods and effects of 

techniques and determines the important factors by screening 

previous studies of socket and alveolar preservation.  

 

Methods : The techniques and effects of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were collected by screening previous 

studies from 1991 to 2012 through electronic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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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using keywords of ‘alveolar ridge preservation, 

barrier membrane , bioactive agent, bone substitute, growth 

factor, guided bone regeneration, socket preservation’ 

 

Results : During healing period following extraction, the 

extraction sockets and alveolar ridge undergo structural 

changes. The extraction socket filled coagulum had been 

replaced by granulation tissues, formed new blood vessels and 

the bundle bone resorption and remodeling were taken placed. 

The buccal bone made up exclusively of bundle bone underwent 

marked bone resorption.  

The preservation methods for reduction of alveolar bone 

resorption are minimizing trauma at extraction time, adaptation 

of barrier membranes, bone graft materials, primary closure, 

bioactive materials, ultrasonic and lasers. The effects of 

autografts on alveolar ridge preservation were investigated with 

less excellent results than allograft when maintenance period 

were short by rapid resorption. The demineralized allografts 

have osteoinductive and osteoconductive potential but lower 

preservation capacities than mineralized allografts due to rapid 

resorption properties. It is understood that smaller size of 

allograft is more efficient for new bone formation due to faster 

resorption and wider surface area. But, there has been reports 

that show no difference preservation effects with larger particle 

size. It is reported that the alloplasts show more alveolar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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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 preservation effects than xenografts, the possibility exist 

the graft materials disturb normal healing process when 

remains long. It is known that the xenografts reduce alveolar 

bone width resorption but has no effects of new bone induction. 

There is no accordance with the superiority of specific bone 

graft material.  

It is reported that the application of barrier membranes 

preserve the coagulum of extraction sockets and alveolar bon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guided tissue regeneration. The 

resorbable barrier membranes have high hemostatic, 

chemotactic, cellular adherent properties but resorb before 

abundant new bone formation and induce collapse due to lower 

space maintenance capacities. So, the use of non-resorbable 

membrane or dual layer combined resorbable and non-

resorbable membranes have been suggested as alternatives. 

Recently, numerous studies have been reported that oppose 

primary closure at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The 

primary closure has disadvantages of surgical difficulties, 

coronal position of mucogingival junction, bleeding and swelling 

by periosteal releasing incision, hematoma, and increased post 

operation discomfort. It is reported that the secondary closure 

increases the keratinized tissue and has no difference volume of 

new bone formation with primary closure.  

The adaptation of growth factor as bioactive materials has no 

difference of histological bone pattern with natural bon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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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ne preservation effects are limited within severe bone 

defects. The techniques of concentration and ideal carriers are 

necessary for clinical adaptation.  

It is reported that the adaptation of ultrasonic waves to 

extraction socket has synergistic effect of new bone formation. 

Low-level laser therapy facilitates early stage of bone 

formation and increase rate of cancellous bone by increasing 

release of growth factors. And, additional effects that reduce 

mucositis, nerve injury, dysaesthesia have been reported.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review confirmed that 

autografts and 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 are 

effective on new bone formation. It is reported that different 

results of bone width preservation efftects between allografts, 

xenografts and alloplast. But, all of them are effective. The 

adaptions of barrier membranes showed reduced alveolar bone 

resoption than no use of membranes without reference to type. 

The dual layer combined resorbable and non-resorbable 

membranes are more effective than single layer. The 

adaptations of bioactive materials are effective when 

periodontal defects exist. The use of low-level laser therapy 

has effect facilitating new bone formation. The adaptation of 

ultrasonic has additional effects to socket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s.  

Student Number : 2010-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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