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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Dental implant restoration of mandibular bone necrosis defects caused by
use of paraformaldehyde-containing paste: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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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pulpin, is mainly composed of paraformaldehyde, and was widely been used in the past for root canal treatment due to its ease of
use. However, its use was prohibited in Korea after several side effects of paraformaldehyde on periodontal tissue were reported. This
case report demonstrates a successful dental implant restoration using platelet rich fibrin and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for an acute mandibular bone necrosis caused by use of paraformaldehyde-containing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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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관치료 과정에서 통증 조절은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전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치아 상실을 비롯하여 치주 조직이 심
각하게 손상된 경우, 다시 정상적인 저작 기능 및 심미를 회복하
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조건이다[1]. 그러나 근관치료 시 국소마취를 통해 충분한 치수

이에 본 증례 보고에서는 하악 좌측 제1 대구치에 대한 근관

마취효과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2]. 특히 하치조신경 전

치료 과정에서 디펄핀을 사용한 후 급성 하악골 괴사가 발생하

달마취의 경우, 실패율이 30%–45%까지 보고될 정도로 적절한

여 발치 후 혈장풍부피브린(platelet rich fibrin, PRF) 및 재조

심도의 마취 효과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3]. 파라포름알데히

합 골형성 단백질(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드를 함유하는 디펄핀(Voco GmbH, Cuxhaven, Germany)은

protein-2, rhBMP-2)을 사용하여 골유도 재생술(guided bone

이미 파라포름알데히드의 세포독성과 발암성이 알려졌음에도

regeneration, GBR) 및 성공적인 임플란트 보철수복을 시행한

불구하고, 치수 실활을 유도하여 통증 조절을 쉽게 해주고 이후

증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관치료 과정을 용이하게 하므로[4] 치과의사들로부터 널리 사
용되어 왔다. 그동안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는 약제를 잘
못 사용하여 치아 상실을 비롯해 치은 및 치주조직에 심각한 부
작용이 발생한 증례들이 종종 보고되었다[5-10]. 특히 이러한

증례보고
48세 여성 환자가 하악 좌측 제 1 대구치 부위의 저작통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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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을 주소로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였다. 전신질환은

상 2주 후 #36 치아를 발거하였다.

없었고 약 2개월 전부터 개인치과에서 #36 치아에 대한 근관치

#36 치아 발거 전, 환자의 정맥혈 10 mL를 채혈 후 원심분리

료를 받았으며, 이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재근관치료를 위해

기(MF550; Hanil Science Industrial Co., Incheon, Korea)를

본원 보존과로 의뢰되었다. 초진 당시 해당 치아의 근관은 거타

사용하여 PRF를 제조하였다. 국소마취 하에서 발거 및 발치와

퍼챠 콘으로 충전되어 있었고 근관 와동은 임시 충전된 상태였

소파를 시행하였다. 소파 시 발치와 협측 치조골 중격 부위에서

으며 타진 및 저작검사 시 양성 반응을 보였고 동요도는 없었다.

부골 등이 제거되었다. 소파 후, PRF를 충전하여 발치와 치유 촉

설측 치주낭 깊이는 정상 범위였으나, 협측 치근이개부 치주낭

진을 도모하였다(Fig. 2). 이후 환자의 통증 등의 불편감이 해결

깊이는 10 mm였다. 또한, 협측 치은열구를 통해 배농이 관찰되

되었으며, 양호한 발치와 연조직 치유양상이 관찰되어 #36 부

었다. 당일 근관 내 기존 충전물을 제거하고 통상적인 근관성형

위에 대한 임플란트 보철수복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및 세정 후 수산화칼슘제제를 근관 내에 첨약하였고, 협측 치은

발거 6개월 후 촬영된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의 배농에 대한 처치를 위해 치주과로 의뢰되었다. 국소마취 하

및 수술 시 판막 거상 후 관찰된 발치와에서 치유부전 양상이 관

에서 큐렛을 사용하여 소파 및 #36 협측 치은을 통해 배농, 항

찰되었다(Fig. 3A, B). 국소마취 후, 발치와 일부 부위에 대한 재

생제 국소도포(Minocline; Dongkook Pharm. Co., Seoul, Ko-

소파 및 병소 협측 치조골 부위의 피질골 천공을 시행한 후, 임

rea) 실시 및 전신 항생제(625 mg, Augmentin; Ilsung Pharm.

플란트 fixture 5×12 mm (Superline; Dentium, Seoul, Ko-

Co., Seoul, Korea)를 하루에 세 번씩 일주일 동안 처방하였다.

rea)를 식립하였다(Fig. 3C). 수평적 GBR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

그러나 응급 근관치료 및 치주처치를 한 지 2주일이 지났음에도

해 동종골(Dobone; CGBio, Seongnam, Korea)에 rhBMP-2

환자는 지속적인 통증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Novosis; CGBio)를 혼합하였으며(Fig. 3D), 3차원적으로 미

이후 환자가 가져온 개인치과에서 촬영된 치근단방사선사진

리 제작된 티타늄 차폐막(Oss-builder; Osstem Implant Co.,

을 본원에서 촬영한 초진 치근단방사선사진과 비교 및 협측 판

Seoul, Korea)으로 피개하였다(Fig. 3E). 판막의 일차 치유를 도

막 거상 후 임상적으로 관찰한 결과, 2개월 사이에 급성 하악골

모하기 위해 골막 감장절개 후 비흡수성봉합사(Happylon; Shi-

괴사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이후, 본원으로

rakawa Co., Takayama, Japan)로 봉합하였다(Fig. 3F). 술 후,

의뢰한 개인치과 의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근관치료 시 디펄핀

일주일 동안 하루에 세 번씩 항생제(Augmentin 625 mg) 및 하

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협측 판막 거

루에 두 번씩 진통제(Aclofen Tab.; Dong-A Pham. Co.,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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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eriapical image 2 months
before first visit. (B) Periapical image
at first visit. (C) Buccal view 2 weeks
after first visit. Acute mandibular bone
necrosis was observed.

Fig. 2. (A) Platelet rich fibrin (PRF).
(B) Buccal view just before #36 tooth
extraction. (C) The extracted #36
tooth. (D) Occlusal view of extraction
socket just before curettage. (E) Occlusal view of extraction socket just after
curettage. (F) Occlusal view of extraction socket after PRF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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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image (A) and occlusal view (B)
6 months after #36 tooth extraction.
(C) Buccal view just after implant fixture placement. (D)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E) Occlusal view after guided bone
regeneration. (F) Occlusal view after
s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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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image (A) and occlusal
view (B) 5 months after first stage implant surgery.

Fig. 5. Panoramic radiograph (A) and buccal view (B) one year after
implant prosthesis restoration.

Korea)를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이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없는 점, 치과치료 시 반드시 필요하지

임플란트 1차 수술 5개월 후 시행한 임플란트 2차 수술 시, 방

않는 등의 이유로 디펄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선학적 및 임상적으로 양호한 GBR 결과가 관찰되었다(Fig.

파라포름알데히드는 치은이나 치조골 조직과 직접 접촉 시

4). ISQ (Osstell Mentor; Osstem Implant Co.) 수치 또한 협측

괴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전에 보고된 증례들에서는 깊은 우

으로 70, 설측으로 72가 측정되어 양호한 임플란트 골유착 양상

식 와동[5,8], 치수저 또는 측방 천공[6,9,10], 임시 수복물 탈락

이 관찰되었다.

[7] 등으로 인해 약제가 치은 및 치조골로 누출되어 괴사가 발생

보철물 장착 1년 후 촬영한 방사선사진 및 임상사진에서 치조

하였다. 이번 증례에서는 근관 와동 내부 및 발거된 치아를 확인

골 높이가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보철물 주위로 건강한 부착치

한 결과 천공 등의 치주조직과의 직접적인 개통 통로는 확인되

은이 형성되어 있었다(Fig. 5).

지 않았다. 하지만, 발거 후 발치와 소파 시 발치와 치조골 중격
에서 부골 등이 제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약제의 누출 통로로

고 찰

는 와동 형성 후 남아 있는 치수저의 두께가 매우 얇아 치수저에
존재하는 분지부 부근관을 통한 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

디펄핀은 49%의 파라포름알데히드, 38%의 리도카인, 5%의

이라고 판단된다[1]. 또한, 치료 과정 중에서 러버댐 등을 이용

clove oil, 3%의 Prussian balsam, 2%의 chlorothymol 및 3%

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임시 수복물의 탈락으로 인해

의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중 파라포름알데히드가 치수

치주조직으로 약제가 누출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의 실활을 유도한다[11]. 이 제제의 알려진 부작용들에도 불구

또한 제조사의 지시에 따르면 생활치수에서만 소량 사용할 것

하고, 근관치료 시 통증 조절을 쉽게 해주기 때문에 치과의사들

을 권고하고 있는데, 실활치에 적용 시 치주조직으로 더 빠르게

로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 대한민국 식품

확산될 수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약제 적용 시 실활 상태였을 가

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치주조직 염증 및 괴사 등의 잠재적 위험

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9].

요인이 있고, 파라포름알데히드 함유 제품을 사용하는 시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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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 치유 향상을 도모하였다. PRF는 환자 자신의 정맥혈로
제조되므로 가격 부담이 없으며 면역반응이 없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수많은 시토카인 및 성장인자들이 농축되어 있어 골재
생 및 연조직 치유를 촉진시킨다[12]. Arunachalam 등[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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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F가 발치와 연조직 치유를 유의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Crisci 등[14]은 최근 연구에서 급성 골괴사를 동반
한 병소 부위 치료에 PRF를 사용하여 연조직 창상치유를 촉진
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번 증례에서도 #36 발치와의 경
우 급성 하악골 괴사가 발생한 병소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적인 연조직 치유과정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GBR을 동반
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36 부위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시행된 GBR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동종골 및 차폐막 외에 rhBMP-2 성장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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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rhBMPs는 1965년 Urist [15]에 의해
처음 소개되고 명명된 이래, 1988년 Wozney 등[16]이 처음으
로 cloning에 성공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rhBMPs는 TGF-β superfamily
로서, 이식되었을 때 신생골 및 신생연골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7], 이 중 rhBMP-2와 rhBMP-7 등의 골유도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8]. 특히, Herford와 Boyne [19]은
골수염에 의해 발생한 하악골 병소 부위에 대한 재건 수술 시에
rhBMP-2를 사용할 경우 골유도 재생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
을 보고하였다. 이번 증례에서도, #36 발거 6개월 이후까지도
발치와 치유부전이 관찰되었지만,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시
행한 GBR 5개월 후에는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으로 임플란트 주
위에 양호한 경조직 증대가 관찰되었다.
디펄핀은 사용의 편의성과 이점으로 인해 그동안 근관치료
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번 증례와 같이 급성 치조골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
다. 부득이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약제를 사용해야 할 경
우,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러버댐을 비롯한 철저한 격리 조치
를 취한 후 단기간으로 사용해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
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펄핀에 의해 발생된 급성 하
악골 괴사 병소 부위에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재건하는 데 있어
PRF 및 rhBMP-2와 같은 성장인자 등의 부가적인 사용이 효과
적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좀 더 규모 있고 장기간의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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