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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Alveolar ridge preservation following extraction of multiple anterior teeth with
and without adjunctive enamel matrix derivative: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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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ynamics of bone dimensional change in extraction sockets with alveolar ridge
preservation (ARP) procedure with or without enamel matrix derivatives (EMD). ARP was performed in two patients after extraction
of maxillary central incisors and lateral incisors. Deproteinized bovine bone mineral with 10% collagen covered by two layers of a
native bilayer collagen membrane with adjunctive use of EMD (patient 1) and without EMD (patient 2). Radiological and clinical
findings: adjunctive use of EMD in ARP showed similar horizontal and vertical bone dimensional changes and soft tissue healing
outcomes (spontaneous bleeding, persistent swelling, and ulceration) but the duration of postoperative pain and swelling wa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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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립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며, 이상적인 심미적 보철
물과 임플란트의 기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2-4].

치조골의 모양과 형태는 치아의 형태, 맹출 및 장축의 방향에

치조제 보존술(alveolar ridge preservation, ARP)은 본래의

따라 결정된다. 외상,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등의 다양한 원인으

치조정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치조골의 흡수를 지연시키기

로 초래된 치아의 상실은 치아 주위 경조직 및 연조직의 필연적

위하여 발치 즉시 이식재 및 차폐막 또는 연조직 피개 등을 동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발치와의 생리학적 변화 과정은 발치

하는 술식이다[5,6]. ARP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으

와의 크기, 점막의 두께, 대사 인자, 기능적 부하 등 다양한 변수

며, 이식재로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이 이용되고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 선행 연구들에서 발치 6개월 뒤 수평

있다. 차폐막으로는 비흡수성 polytetrafluoroethylene, 흡수성

골소실은 29%–63%, 수직 골소실은 11%–22% 정도 발생하며,

비가교성 및 가교성 콜라겐 등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7,8].

평균적으로 40%–60%의 골소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최근에는 platelet-rich plasma, platelet-rich fibrin, bone

다. 또한, 발치와의 협측골은 많은 양의 다발골로 이루어져 있기

morphogenetic protein, enamel matrix derivate (EMD) 그리

때문에, 발치 후 기능을 상실하여 설측골에 비해 더 많은 흡수를

고 cell therapy와 같이 다양한 재료들과 술식들이 발치와의 보

보인다. 이러한 치조골의 폭과 높이의 감소는 이후의 임플란트

존 및 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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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MD는 치배로부터 유래된 amelogenin을 비롯한 다양한 단

환자1: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를 발치 후, 발치와에 탈

백질로 구성되며, 여러 임상 연구에서 치주낭 감소, 임상 부착

단백 우골과 10% 콜라겐이 혼합된 이식재(deproteinized

수준의 증가 및 골 내 결손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bovine bone-Collagen [DBBM-C], Geistlich Bio-Oss Col-

[10,11]. 따라서, 골재생 및 연조직 치유 촉진을 목적으로 비외

lagen; Geistlich Pharma AG, Wolhusen, Switzerland)와 EMD

과적 치주치료뿐만 아니라 재생형 치주치료, 연조직 증강술 등

(Straumann Emdogain; Straumann, Basel, Switzerland)

의 다양한 술식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ARP에 추가적인

를 동시에 적용하였다. 그 후 비가교화 흡수성 콜라겐 차폐막

사용으로 인한 이점에 대한 임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non-cross-linked resorbable collagen membrane [NCLM],

본 연구에서는 발치 후 ARP 시행 시 콜라겐이 혼합된 탈단백 우

Geistlich Bio-Gide; Geistlich Pharma AG)을 두 겹으로 적용

골 이식재 및 흡수성 콜라겐 차폐막 단독 사용과 EMD를 추가적

하였다. NCLM은 결손부 변연으로부터 2–3 mm 연장하여 발치

으로 적용한 경우를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와를 피개할 수 있도록 한 후, 비흡수성 polytetrafluoroethylene monofilament (Biotex; Purgo, Seongnam, Korea)를 이

증례보고
술식

용하여 수평누상봉합과 단속봉합을 시행하였다. 6개월 뒤, 임플
란트 식립을 진행하였다(Fig. 1).
환자2: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를 발치한 후, 환자 1과 동
일한 처치를 시행하였으며, 발치와에 EMD 적용 없이 DBBM-C

두 환자의 발치 및 ARP 모두 한 명의 치주 전문의에 의해
서 시행되었다. 각 치아는 국소마취(2% lidocaine HCl with

만을 적용하고 동일한 NCLM을 두 겹 적용 후, 수평누상봉합과
단속봉합을 시행하였다(Fig. 2).

1:100,000 epinephrine; Yuhan, Seoul, Korea)하에 페리오톰

두 환자 모두 수술 후 항생제(아목시실린 500 mg, 5일[1일

과 발치기자(Hu-Friedy,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조심스

3회]), 진통제(이부프로펜 200 mg, 5일[1일 3회]), 구강청결제

럽게 발거되었다. 수술도와 골막기자를 이용한 판막 거상은 시

(0.12% 클로르헥시딘, 10일[1일 2회, 1분간])를 처방하였다. 봉

행하지 않았으며, 수술용 큐렛(standard and mini Gracey cu-

합사는 수술 후 2주 뒤에 제거하였다. 발치 직후(baseline), 3

rettes; Hu-Friedy)을 통해 발치와 내의 육아조직 및 염증조직

개월, 6개월 뒤 콘빔 전산화 단층촬영(cone-beam computed

을 제거하였다.

tomography)을 시행하였으며, 술 전 및 ARP 직후, 3개월, 6개

Fig. 1. Representative clinical photos and radiographic images after tooth extraction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with adjunctive use of
enamel matrix derivate at baseline (A, B, E, and F), 3 months (C and G), 6 months (D and 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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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presentative clinical photos and radiographic images after tooth extraction and alveolar ridge preservation without adjunctive use of
enamel matrix derivate at baseline (A, B, E, and F), 3 months (C and G), 6 months (D and H), respectively.

Fig. 3. Schematic presentation of the study protocol. CBCT,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월 뒤 치근단 방사선 사진도 촬영하였다(Fig. 3).

든 방사선학적 측정값은 평균값을 표기하였다. 두 환자의 수평
적, 수직적 골 변화를 baseline을 시점으로 비교하였을 때 3개월

방사선학적 소견

후 두 환자 모두 비슷한 양의 골 소실을 나타내었으며 수평 골소
실의 경우 치조정에 가까울수록 그 양이 더 많았다(HW1 [–1.3

치조정에 수직 방향으로 평행한 세 가지 수직 기준선(협측, 중

mm vs. –1.2 mm]＞HW3 [–0.8 mm vs. –0.7 mm]＞HW5 [–0.4

앙, 구개 측)을 정하였다. 수평 기준선의 경우, 치조정으로부터

mm vs. –0.4 mm]). 수직적으로는 협설 방향으로 약간 더 많

각각 1 mm, 3 mm, 5 mm 위치에 수직 기준선의 직각으로 설정

은 골소실 양상을 보였다(VHB [–1.1 mm vs. –1.2 mm], VHM

하였다. 이러한 기준선들은 수직적 변화량(vertical change of

[–1.0 mm vs. –1.1 mm], VHP [–1.2 mm vs. –1.3 mm]). 이는

the buccal alveolar crest [VHB], vertical change of the mid-

6개월 시점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그 양은 미미하지만 약

alveolar crest [VHM], vertical change of the lingual alveolar

간 더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Table 1).

crest [VHP]), 수평적 변화량(horizontal width in the 1 mm
apically below the ridge crest [HW1], HW3, HW5)을 측정하

임상적 소견

기 위해 사용되었다.
한 환자당 상악 전치부 두 치아에서 ARP를 진행하였으며, 모

수술 후 2주 시점에서 두 환자 모두 잔존하는 부종이나 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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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rizontal and vertical ridge changes from baseline to 3 and 6 months follow-up
3 Months

6 Months

Patient 1

Patient 2

Patient 1

Patient 2

–1.3
–0.8
–0.4

–1.2
–0.7
–0.4

–1.4
–0.9
–0.5

–1.4
–0.8
–0.5

–1.1
–1.0
–1.2

–1.2
–1.1
–1.3

–1.2
–1.1
–1.2

–1.3
–1.1
–1.3

Horizontal changes (mm)
HW1
HW3
HW5
Vertical changes (mm)
VHB
VHM
VHP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HW1/3/5, horizontal width in the 1-, 3-, and 5-mm apically below the ridge crest; VHB, vertical change of the buccal alveolar crest; VHM, vertical change of the mid-alveolar crest; VHP, vertical change of the lingual alveolar crest.
Table 3. Comparison of early postoperative discomfort

Table 2. Early wound healing after 2 weeks follow-up
Spontaneous bleeding
Persistent swelling
Ulceration

Patient 1

Patient 2

No
No
No

Yes
No
No

Patient 1 Patient 2
Severity of subjective pain (VAS scale)
Severity of subjective swelling (VAS scale)
Durations of subjective pain (d)
Durations of subjective swelling (d)

3
4
3
5

4
4
5
7

VAS, visual analog scale.

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EMD를 적용하지 않은 환자에서만 자
발적 출혈 양상이 관찰되었다(Table 2).

여 55% 가량 협설측 폭경의 흡수가 감소하였으며, 90% 가량 수
직골 흡수가 예방됨을 보고하였다. Cardaropoli 등[15] 또한 발

술 후 불편감

치 4개월 후 비처치군이 4.48±0.65 mm의 협설폭 감소를 보인
것에 비해 ARP 처치군에서는 1.04±1.08 mm의 감소를 보였으

환자들은 각각 술 후 불편감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며, mid-buccal 높이는 비처치군에서 1.54±0.33 mm, ARP 처

상처 치유 양상(술 후 부종, 자발적 출혈 양상, 궤양 여부)에 대

치군은 0.46±0.46 mm의 감소를 보고하여 ARP의 유용성을 보

해 봉합사를 제거(ARP 후 2주)할 때 평가되었다. 주관적인 통증

고하였다.

과 부종의 정도는 통증평가지수(visual analog scale, VAS; 범위

EMD는 골모세포의 증식, 이동, 분화를 촉진하고 생존 능력을

0–10)를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통증과 부종의 지속기간 또한 조

향상시켜 골수 및 골 형성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사하였다. 술 후 불편감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통증 강도와 부종

었다[17]. 또한, 실험실 연구에서 골 재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도는 두 환자가 비슷하게 응답하였으나(VAS scale 3–4), 통증

한 전사인자, 시토카인, 성장인자들의 발현 및 조절에 영향을 미

과 부종의 기간에 대해서는 EMD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가 각각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11,18].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EMD가 치

5일, 7일로 EMD를 사용한 환자가 답변한 3일, 5일보다 2일 정

주치료의 결과를 향상시킨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지만, 토

도 더 오래 지속되었다고 응답하였다(Table 3).

끼 두개부 결손, 임플란트 주위 결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
양한 이식재료들과의 조합 연구에서 신생골의 형성에 이점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는 실패하였다[19-21].

고 찰

이번 연구에서도 ARP에 추가적인 EMD의 적용이 골재생을

발치 후 치조골의 흡수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으나, ARP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와 방사선학적으

통하여 치조골의 폭과 높이의 감소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

로 비교하였을 때, 수평 및 수직골 흡수량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

음이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12-

다. 이는 EMD의 적용이 ARP 시행 후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골

16]. Barone 등[14]의 연구에서는 이종골과 콜라겐 흡수성 차폐

흡수, 특히 협측골의 흡수를 보상할 정도로 골재생 능력이 크지

막을 사용하여 ARP를 시행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사선학적 결과는 과거 선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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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22,23].
EMD는 초기 각화 치은의 증식을 두 배 정도 빠르게 진행시
키고, 초기 연조직의 치유에 도움을 준다[24]. Maymon-Gil 등
[25]의 연구에서 EMD의 사용이 혈관 수와 콜라겐 함량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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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Tonetti 등[27]도 치주 수술에 있어
EMD의 추가적인 사용이 초기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ARP에 EMD를 추가 적용한 경우, 환자가 느끼
는 통증 및 부종의 정도와 기간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치주 수술 진행 시 EMD를 추가 적용한 경우, 환자의 주관
적 통증 및 부종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과거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8].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골재생 능력은 EMD를 사용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사이에 통계
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치주 및 임플란트 영역의 수술
을 진행할 때 EMD의 사용이 골재생 효과보다는 초기 연조직 치
유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두 명으로 한정된 증례보고로 매우 제한적
인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학적 계
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EMD의 추가적인 적용이 발치와에서 신
생골의 형성에 효과적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
한다. 또한, 고가의 재료를 추가 사용하는 것이 ARP 후 동통이
나 부종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는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필
요가 있다. 차후 다양한 골이식재 및 술식과의 조합을 통하여 골
재생 효과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ARP에서 추가
적으로 EMD가 사용된 임상 연구는 부족한 만큼 분할구강모형
(split mouth design)이나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를 통한 임
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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