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결손이 심한 발치와에 즉시 임플란트 식립 후 골이식 없이 골 재생
보성제일치과1, 광양함께하는치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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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주질환으로 발거한 치아를 임플란트로 수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골이식과 차단막 시술, 연조직
재생술 등의 보완 치료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환자의 고통과 비용부담이 크고 감염의 위험성마저도 있고 또 이런 술식들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임상적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치조골 파괴가 심한 경우에도 골 이식재나 차단막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혈액만 이용하여 충
분한 골 재생과 이상적인 연조직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을 보고 하고자 한다.
발치 시 병소 부위의 육아조직이나 염증조직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소파 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매식
체 주위의 공간은 오직 혈액으로만 채운 후 실리캡(1)으로 덮어 보호해 주고 공간을 확보해 주면 혈병
(blood clot)이 잘 유지 되면서 파괴된 골의 변연부와 치근단 부위 에서 골 형성이 시작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치관 부위에 피질골(coronal corticalization)이 생기고(Hard tissue bridge) 내부 골이 성숙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2).
이것은 곧 혈병(blood clot)이 생리학적 뼈 치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생체 재료로 간주 되어
야 하고 뼈의 치유, 성숙, 분화 및 조직화를 유도하고 골 재생이 혈병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3).
Ahn등은(2) 심각한 치주 파괴가 있는 발치와에서 신생골 량은16주 후에 새로 재생된 총 조직의 50%를
초과했고 건강한 발치와에서 신생골량은 8주 후에 전체 조직의 50%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Heberer등은(5) Bio-Oss 콜라겐이 이식된 발치와의 골 형성이 골 이식을 하지 않은 발치와의 골 형성
보다 낮음을 보여주었다. 즉 골 형성은 이식 재료와 무관하게 다양한 성숙도를 가진 모든 표본에서 발생했
으며 치근단 부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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