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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된 발치와에도 골이식은 유의미한가
기존 발치와 골이식의 이해
최근20년간 임플란트와 관련한 연구와 강연 주제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발치와의
치유와 그에 대한 골이식등의 처치가 아닐까 싶다. 치과임
플란트의 임상적 성공 이후, 임플란트 표면의 발전이나 식
립 및 보철 시기에 대한 학문적 논쟁, 성공적인 골재생을
위한 재료와 방법의 개발에 주력한 그 이전의 ‘인기 주제
들’과 굳이 비교를 한다면 다소 협소한 주제임이 분명하
다. 그러나 임플란트 치료에 필수적인 치조골의 변화를 완
벽히 이해하게 함으로써 임상가의 많은 술식에 대한 갈증
을 해소해 준 점과, 한 편으로는 골이식재 제조사들의 내
적 의도가 완벽히 들어맞으며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관심
을 두는 분야가 되었다.
사실 발치와에 이식을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유
행’ 이전에도 많은 임상가가 제안해온 술식이다. Cohen
은 1994년과 1995년에 결합조직을 동반한 ‘Socket
preservation(이후 Ridge preservation으로 명칭 변
경됨)’에 대한 시리즈 증례를 보고한 바가 있으며, 1999
년 Sclar는 소위 ‘Bio-Col technique’이라는 이름의 발
치와 이식술을 보고했다. 특히 2003년 발간된 동일 저자의
‘Soft tissue and Esthetic considerations in Implant
therapy(국내 번역 제목; 임플란트 연조직과 심미)’라는
책이 발간되며 많은 임상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하더니 되
더라’는 식의 방법으로 치부되며 여전히 주된 치료 방법
으로 제안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Araujo와
Lindhe가 발표한 발치후 치조골의 치유 과정과 발치와
골이식에 대한 동물 실험 연구가 이루어진 2003~2008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두 저자가 함께 연달아 발표한 동
물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많은 임상가와 연구자들이 ‘발
치와 이식’을 통해 발치 후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축(dimensional shrinkage)’을 보상하려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런 발치와 이식은 일반화될 수 없는 맹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저자들의 모든 관련 동물 실험
들은 단일치 발치와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발치와는 파
괴된 부분이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 더구나 골이식
을 통해 ‘보상’하고자 하는 ‘수축’은 협측골이 매우 얇
은 경우 일어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여, 전치부의 가벼운
외상이나 심한 우식으로 치근만 깨끗이 남은 증례 정도
일 것이다.

파괴된 발치와 골이식의 이해
사실 이 정도만으로도 전치부의 심미적 수복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지만, 일상적인 치과의원에서의

그림 1

진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의해 파괴된 발
치와나 구치부의 증례까지 일반화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

겐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골유도재생술이면서 골유도재생

도 비슷한 증례들을 모아 2015년에 발표한 바 있다.) 이 증례에서

다. 그래서 미미하게 파괴된 협측골이 관찰되는 증례에서

술이 아닌 특이한 방법이 여러 임상가들에게 이용되기도

보듯이, 이러한 방법의 결과는 사실 2003년 Sclar가 제안

는, 치은치조점막을 개방하여 발치와 골이식과 함께 콜라

했다. (그림 1; 필자의 증례이나 필자 외에도 이탈리아의 Barone

했던 Bio-Col technique과 매우 유사한 결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