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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Socket sealing using pedicle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with
tunneling in maxillary esthetic zone: Case reports
Ju-Eun Bae, Yong-Gun Kim, Jin-Woo Park, Jae-Mok Lee, Jo-Young Suh*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Reports have it that horizontal and vertical loss of the ridge happens during 6 months after tooth extraction. So valuable ridge
preservation techniques are often necessary in the maxillary anterior areas. Maintaining and/or increasing blood supply and stability
is essential to graft surviva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n extraction socket seal of pedicle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with tunneling on maxillary esthetic zone through healing state for 8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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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아의 발치는 외상이나 파절, 근단병소, 치주병소 등에 기인

를 막고 이식재를 보존하기 위해 일차피개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으며, 특히 자가조직 이식술을 사용하면 각화조직을 증가
시키고 심미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7-9].

한다. 발치 후 치조돌기는 치아 의존적 조직이므로[1] 하방골의

발치와 일차피개를 위해 자가조직 이식술의 다양한 방법들이

체적변화가 일어나며, 주변 연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게

보고되어 왔다. 구개부 부분층 회전 판막(rotated split palatal

된다. 몇몇 리뷰논문에 따르면 발치 6개월 후 수평적 골소실은

flap)이나 구개부 전층 회전 판막(rotated full-thickness flap)

3.8 mm, 수직적 골소실은 1.24 mm로 보고되었다[2,3].

과 골이식을 사용하여 즉시 임플란트 식립 시 협측골 열개를 처

발치 후 골소실은 특히 치조제 협측에서 일어나며 상악 협측

치하였다[10]. 또한 즉시식립 임플란트의 일차피개를 위해 골

판의 골소실은 임플란트와 최종보철물의 질과 심미에 영향을

이식 시행 여부와 관련 없이 L-모양의 판막을 시행하여 6–8개

미친다. 발치 후 치조제보존술은 골소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

월의 치유기간 후 수여부의 완벽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제 부피와 인접 연조직 높이를 유지하고 임플란트의 심미적

[11]. 근심부는 절개하지 않은 상태로 구개부 상피하 결체조직

인 결과를 증진시킨다고 보고되었다[4]. 발치 후 연조직과 경조

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악 결손부를 처치하기 위해 회전시킨 방

직 체적을 유지하게 되면, 유지된 체적은 임플란트 식립 시 술

법도 사용되었다[12]. 골막이 붙은 채로 젖혀 수직적 연조직 증

식을 단순하게 하며, 심미적인 연조직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대를 이룬 Matthews[13] 방법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유경조직

Lekovic 등[5,6]은 발치와 입구가 상피화되기 전까지 상피 침투

을 이용한 방법은 후방의 구개부 혈관이 잘려도 구개부 점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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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공급이 가능하여 연조직 이식의 활용성이 높고 공여부와

임상적, 방사선학적 소견

수여부의 창상치유가 개선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단점
으로는 술 후 합병증인 부분적 괴사가 1.9%–26.0%까지 보고되
었다는 점이다[10,12,14].

환자 1은 40세 남자로 전신질환은 없었으며, 방사선 촬영 결
과 상악 좌측 측절치의 치주근단 병소가 관찰되어(Fig. 1) 발치

최근 Romanos 등[15]은 유경조직 이식술을 터널과 함께 시

후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다. 해당 치아의 탐침 결과, 탐침

행하여 혈액공급과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보고하였다.

깊이는 협측 근심부터 11, 10, 10 mm였으며 구개측 근심부부

구치부에서 해당치아 원심부에 이르도록 절개하고, 근심부는

터 14, 3, 5 mm로 관찰되었다. 경조직, 연조직 평가 후 협측골

절개를 가하지 않은 채 1.5 mm 두께의 상피하 유경조직을 채득

상실과 연조직 퇴축이 존재하는 발치와 type 3으로 진단되었으

하여 결손부 원심부 치아 구개측 점막에 형성한 터널을 통해 삽

며, 1 mm의 thin biotype으로 발치 후 골흡수와 치은퇴축이 예

입, 발치와를 피개하는 방법으로 결손부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상되었다.

[15].

환자 2는 56세 남자로 전신질환은 없었으며, 방사선 촬영 결

본 연구에서는 심미 영역에 관여하는 상악 중절치, 측절치, 제

과 상악 우측 제1소구치의 치근파절이 관찰되어(Fig. 2) 발치 후

1소구치를 대상으로 하여, 발치 후 치조제 보존 술식으로 상피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다. 해당 치아의 탐침 결과 탐침 깊이

하 결합조직 이식술과 함께 터널을 형성하여 발치와 폐쇄를 하

는 협측 근심부부터 7, 5, 5 mm였으며 구개측 근심부부터 11,

였을 때 골 높이와 너비의 변화, 환자의 통증 양상에 관하여 살

5, 5 mm로 관찰되었다. 경조직, 연조직 평가 후 협측골 상실

펴보았다.

과 연조직 퇴축이 존재하는 발치와 type 2로 진단되었으며, 1.4
mm의 thin biotype으로 발치 후 골흡수와 치은퇴축이 예상되

증례보고

었다.

술 전 검사와 수술 부위 평가

과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근파절이 관찰되어(Fig. 3) 발치 후 임

환자 3은 47세 남자로 전신질환은 없었으며, 방사선 촬영 결
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다. 해당 치아의 탐침 결과 탐침 깊이는

발치를 시행하기 전 구강 내 사진과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협측 근심부부터 3, 3, 4 mm였으며 구개측 근심부부터 18, 7,

치주낭 탐침 깊이를 측정하였다. Elian 등[16]은 발치와 형태로

3 mm로 관찰되었다. 경조직, 연조직 평가 후 협측골 상실과 연

type 1–3으로 분류하였다. Type 1은 협측 연조직과 골이 발치

조직 퇴축이 존재하는 발치와 type 3로 진단되었으며, 1 mm의

전 백악법랑질 경계 수준이며 발치 후 원상태를 보존하는 경우,

thin biotype으로 발치 후 골흡수와 치은퇴축이 예상되었다.

type 2는 협측 연조직은 존재하나 발치 후 협측골 소실이 관찰

세 증례 모두 후속 조치로 임플란트 식립이 계획되어 있어

되고, type 3은 협측 연조직과 골이 발치 후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 연조직 증대가 필요하였다. 치료는 경조직 처치로 Bio-Oss

경우이다. Type 1은 치료가 쉽고 예지성이 있으며 대부분 임플

(Geistlich Pharma AG, Wolhusen, Switzerland)을 이용한 발

란트 식립 시 가장 훌륭한 심미성을 보이게 되고, type 3은 연조
직 퇴축과 협측골의 상실로 인하여 치료가 어렵고 연조직 증대
가 필요하다. Type 2나 3의 경우 발치 후 협측골 상실이 예측되
기 때문에 경조직과 연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치조제 보존술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조직이나 연조직 상실이 예상되는 Elian
등[16]의 분류 type 2, 3 경우에 한하여 경조직, 연조직 이식술
의 시행이 계획되었다. 또한 치은 biotype이 얇을수록 치은 퇴
축이 더 잘 될 수 있으므로, 치은 biotype도 미리 파악하였다. 이
는 Claffey와 Shanley[17]의 분류에 따라 치은 변연 하방 2 mm
협측 중앙부에서 탐침을 관통시켜 계측하여, 1.5 mm 미만일 경
우 얇은 치은으로, 2 mm 이상일 경우 두꺼운 치은으로 분류하
였다.

A

B

Fig. 1. (A) Initial intraoral radiograph of patient 1, showing severe bone resorption of maxillary left lateral incisor. The tooth was
periodontally hopeless and thus extraction and implantation were
planned. (B) Initial intraoral view of patient 1. After the evaluation
of soft and hard tissue, it was diagnosed as type 3 with buccal bone
loss and soft tissue recession. Soft tissue augmentation was required
because of thin biotype (1 mm gingiva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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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Initial intraoral radiograph of patient 2, showing severe bone resorption and root fracture of maxillary right first premolar. The tooth
was periodontally hopeless and thus extraction and implantation were planned. (B) Initial intraoral view of patient 2. It was diagnosed as type
2 with buccal bone loss but with no soft tissue recession. Soft tissue augmentation was required because of thin biotype (1.4 mm gingival thickness).

surgifit (AILEE Co., Busan, Korea)로 협측 치은와 유경-상피
하 결체조직을 교차누상봉합법으로 봉합하고 안정을 위해 필요
한 경우 부가적으로 단속봉합을 시행하였다. 구개측 부위는 4–0
nylon (AILEE CO.)으로 교차누상봉합과 단속봉합을 시행하였
다(Fig. 4).

A

B

Fig. 3. (A) Initial intraoral radiographic view of patient 3, showing
severe bone resorption of maxillary right central incisor. The tooth
was periodontally hopeless and thus extraction and implantation
were planned. (B) Initial intraoral view of patient 3. It was diagnosed
as Type 3 with buccal bone loss and soft tissue recession. Soft tissue
augmentation was required because of thin biotype (1 mm gingival
thickness).

스텐트 제작 및 치조제 보존술 측정 방법
인상을 채득하고 모델상에서 발치가 필요한 치아를 제거한
후 열중합 acrylic resin을 이용하여 발치 후 폭경과 높이의 변화
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접치아의 근·원심 치아를 최소한 1개씩
포함하여 스텐트를 제작하였다. 발치 후 예상되는 협·설, 근·원
심벽 부근에 카바이드 버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재현성 있는
탐침 참고점을 만들었다(Fig. 5A)[19]. 스텐트의 치관 부위에서

치와 보존술, 연조직 처치로는 터널을 이용한 상피하 결체조직

탐침이 닿는 부위까지를 H로, 발치와의 중심부에 협설측의 너

이식술이 계획되었다.

비를 W로 나타내었다(Fig. 5B, C). 발치 직후, 상피하 결합조직
을 이용한 치조제 보존술 직후, 1주, 2주, 3주, 4주, 8주, 12주에

치아 발거 및 경조직, 연조직 이식술

근심, 원심, 협측, 구개측의 H와 협·설측 너비인 W를 측정하였
다.

세 명의 환자에서 국소마취 후 치조골까지 조직을 절단하기
위해 치주낭 내로 periotome을 이용하여 최대한 발치와에 손상

술 후 관리

이 없도록 비외상적 발치를 시행하고 해당악 제1대구치에서 해
당 치아 원심부에 이르기까지 구개측 상피하 결체조직을 유경

모든 환자에게 통상적으로 amocra 375 mg (Amocla 250

조직으로 채취하였다. Liu와 Weisgold[18]의 분류에 따라 하나

mg/125 mg, Amoxacillin 250 mg/Clavulanate K 125

의 절개선에 원심부 수직절개를 가하여 술식의 편의성을 높였

mg Tab), etodin (Etodin 200 mg), stillen (Stillen 60 mg,

다. 발치와의 구개측 원심부에서 터널을 orban knife로 형성하

Artemisia asiatica ethanol ext. 60 mg)을 삼 일 동안, 하루 세

고 유경-상피하 결체조직을 전진시켜 터널 안으로 삽입한 후,

번 복용하도록 하였고, 통증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자가

협측 치은을 골막과 분리(undermining)한 후 협측 치은 하방 3

통증조절법[20]을 시행하여 etodin을 추가적으로 복용, 최대 복

mm까지 삽입하였다. Bio-Oss를 발치와 벽까지 다 채우고 5–0

용량이 하루 6알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환자분 내원 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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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

F

C

D

G

Fig. 4. Surgical process of patient 1. (A) Buccal intraoral view of #22 after atraumatic extraction using periotome. (B) Occlusal intraoral view of
#22 after atraumatic extraction. (C)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harvested by epithelium elevation and partial thickness flap. (D) Pedicle graft
harvested from #26 mesial to #22 distal side. (E) Bone graft (Bio-Oss) on extraction socket. (F) Tunneling conducted on #22 palatal area by using
orban knife. (G) Insertion of pedicle graft into the tunnel. The buccal gingiva was undermined to allow the graft at 3 mm below the buccal gingiva. And the graft was sutured using cross-mattress and interrupted suture in case of need. Palatal donor site was sutured using cross-mattress
suture and interrupted suture.

H
W

A

B

C

Fig. 5. Fabrication of stent and how to measure the height and width of alveolar ridge on patient 1. (A) Retrievable probing reference points were
made using bur at the mesial, distal, buccal and lingual walls of predicted post-extraction socket. (B) Vertical height is a distance from the reference point of stent to the gingiva. and width is the widest distance of bucco-lingual side. (C) Width is the widest distance of bucco-lingual side of
alveolar ridge.

다 visualized analogue scale (VAS)를 0–10까지 수치 중 표현

에 완전한 연조직의 치유양상을 보였고 이는 8주 이후에도 지속

하도록 하였고, 추가적으로 복용한 알약 개수를 파악하였다.

되었다(Fig. 6). 세 명 환자 모두 수술 후 1주차에 수술 부위에 치

또한 발치 부위의 심미성 향상과 인접치의 기울어짐을 방지
하기 위해 술식 4주 이후 해당 부위 flipper를 제작하였으며, 술
부의 연조직이 눌리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다.

은 부종이 관찰되며, 점차 신생 혈관이 형성되어 조직재생이 일
어났으며 부피변화도 안정화되었다(Fig. 7).
세 명 환자 모두에서 스텐트의 수치값 변화를 1주, 2주, 3주,
4주, 8주, 12주에 걸쳐 측정한 결과, 그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결 과

H는 스텐트의 치관 부위에서 탐침이 닿는 부위까지를 의미하므
로, 값이 커질수록 치조제 높이가 감소함을 의미, W는 전체 너

수술 부위는 염증 소견 없이 발치와가 치유되었으며, 다른 부

비를 의미하므로 적어질수록 치조제 너비가 감소함을 의미한

위와 조화로운 색조를 유지하였다. 환자 1에서 1주, 2주, 3주, 4

다. Baseline과 12주차의 높이와 너비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주, 8주에 걸쳐서 협측 연조직 치유 상태를 관찰한 결과 4주경

(Table 1). 발치 직후와 치조제 보존술 12주 후를 비교하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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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A

C

E

B

D

F

Table 1. Changes of height and width of alveolar ridge between 0 and
12 weeks
Location

Patient I

Patient II Patient III

Mean

Height (mm)

Fig. 6. Changes of soft tissue of patient
1 for 8 weeks. (A) Buccal intraoral view
of #22 after cross-mattress and interrupted suture. (B) A 1 week after operation. (C) A 2 weeks postoperation. (D)
A 3 weeks postoperation, anastomosed
blood vessels. (E) A 4 weeks postoperation. (F) A 8 weeks postoperation, color
and texture of pedicle graft in harmony
with adjacent tissue.

Fig. 7. Healing state of the patients on
8 weeks after surgery. (A, B) Occlusal
views of postoperation. (A) and 8 weeks
postoperation. (B) of patient 1. (C, D)
Occlusal views of postoperation. (C) and
8 weeks postoperation. (D) of patient 2.
(E, F) Occlusal views of postoperation. (E)
and 8 weeks postoperation. (F) of patient
3.

측골에서는 환자 1에서는 협측 2 mm, 구개측 0 mm, 근심측 1
mm, 그리고 원심측 0 mm 증가되었으며, 환자 2에서는 협측
과 근심측은 발치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구개측과 원
심측은 1 mm 정도의 증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환자 3에서는 협

Buccal

–2.0

0.0

–1.0

–1.0

측, 구개측, 근심측은 1 mm 증가하였으나 원심측에는 변화가

Palatal

0.0

–1.0

–1.0

–0.7

없었다. 각 경우에 Elian 등[16]의 분류 중 type 2, 3 정도로 협

Mesial

–1.0

0.0

–1.0

–0.7

distal

0.0

–1.0

0.0

–0.3

0.5

1.5

0.0

0.7

Width (mm)

Vertical height is a distance from the reference point of stent to the
gingiva and width is the widest distance of bucco-lingual side. Patient
I showed the increase of height on buccal and mesial side, 2 mm and
1 mm, respectively. Patient II showed the increase of height on palatal
and distal side, 1 mm and 1 mm, respectively. And patient III showed
the increase of height on buccal, palatal and mesial side, 1 mm respectively. The mean values of increased height were 1 mm on buccal,
0.7 mm on palatal and mesial, 0.3 mm on distal side. The increased
value of width was 0.5, 1.5, and 0 mm on each patient I-III, so the
mean value was 0.7 mm.

258

www.chosunobr.org

측골 소실이 심했지만, 높이가 증대되거나 유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환자 1, 2에서 너비는 각각 0.5, 1.5 mm로 증가하였으
며, 환자 3에서는 0 mm로 발치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세 명 환자에서 평균적으로 협측 1 mm, 구개측 0.7 mm, 근심
측 0.7 mm, 원심측 0.3 mm 증가했으며, 너비는 0.7 mm 증가
하였다.
VAS 평가에서 환자들은 부은 느낌이나 팩으로 인한 발음의
불편감을 호소하며 2주까지는 10점 만점에 최대 3점을 나타내
었으며, 3주째에는 최대 1점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후 불편감을
0점으로 표현하였다. 자가통증조절법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통상적인 3일의 약 복용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etodin을 복용한
환자는 없었다(Table 2).

Ju-Eun Bae, et al.
Table 2. VAS and self-medication with analgesics during 12 weeks
Patient I
Period

Patient II

Patient III

VAS

Additional medication
(each)

VAS

Additional medication
(each)

VAS

Additional medication
(each)

0 da

3

0

0

0

3

0

1 wk

3

0

0

0

0

0

2 wk

1

0

0

0

0

0

3 wk

1

0

0

0

0

0

4 wk

0

0

0

0

0

0

8 wk

0

0

0

0

0

0

12 wk

0

0

0

0

0

0

VAS, visualized analogue scale.
The tendency of VAS reporting gradually decreased and no VAS was reported after 4 weeks. Patients self-managed their pain and controlled the
consumption of drugs (self-medication with analgesics), and did not take any additional medication other than the routinely prescribed 3 times a
day medicine. All patients complained of discomfort such as difficulty in pronunciation and swelling, but no pain.
a
On the day of surgery.

고 찰

세웠다. Zubillaga 등[23]은 현존하는 치조정 수준까지 이식재
를 채울 것을 주장하고, Simon 등[24]은 골이식량이 클수록 치

발치와 치유과정은 하방골의 체적변화와 주변 연조직 구조적

유된 후 총 증대량이 커지므로 발치와를 초과하여 골이식할 것

변화를 가져오므로, 발치 시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하면 골소실

을 주장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조직 피개량과 일차피개를 고

을 줄이고 발치 후 재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발치와의 신생 골

려하여 발치와 내부를 채우는 것으로 시행하였다.

은 발치 후 치조골에 남은 치주인대세포가 발치와 내로 이주하

Bio-Oss을 사용 시 흡수율이 낮아 수직적 골소실량이 적

여 조골세포로 분화되거나, 인접 치조골 내에 조골세포가 직접

으며[7,22], 동종골이식, 합성골이식, 자연치유와 비교 시 이

이주해오거나 미분화 중배엽세포가 이주하여 조골세포로 분화

종골이식에서 가장 적은 골소실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하여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치조제 보존술은 인접

Jambhekar 등[25]의 기존 연구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Bio-

연조직 높이를 유지하고, 임플란트 식립 시 연조직의 좋은 체적

Oss를 사용하여, 1주, 2주, 3주, 4주, 8주, 12주 동안의 연조직

을 생성하여 임플란트 술식을 단순화하며 심미적인 결과를 증

변화를 살폈다. 1–3주 동안 생착 과정이 이루어지며 조직 부종

진시킨다고 보고되었다[4]. 치조제 보존술 시 치유 기간 동안 이

도 점점 감소되었다. 그 후 5–8주까지의 변화나 9–12주까지의

식재를 보존하기 위해 일차피개가 필요하며, 완전한 일차피개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의 성공은 치조제 보존술의 성공률을 증가시킨다. 피개된 판막

Aimetti 등[19]이 자발적 치유 시 발치 3개월 후 치조제의 높

의 미세움직임이나 불충분한 혈류, 느린 재혈관화 등은 골증대

이는 1.2 mm, 너비는 3.2 mm가량 감소하였으나 치조제 보존

술이나 치조제 보존술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21]. 일차피개

술 후에는 유지되거나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Jung 등

를 위해 자가조직 이식술이나 막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7]의 연구에서 발치 후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협측, 구

번 연구에서는 Romanas 등[15]에 따라 상피하 결체조직을 터

개측 골소실이 0.5, 0.6 mm를 보였지만, Bio-Oss과 Mucograft

널을 이용하여 일차피개를 시도하였다.

(Geistlich Pharma AG)를 시행한 군은 각각 0, 0.4 mm의 골소

치조제 보존술은 발치 시점에 존재하는 치조제 부피를 유지

실을 보였다. 또한 Bio-Oss과 유리치은이식술을 함께 시행한 군

하기 위해 시행하며, 치조제 증대술은 발치 시점의 골격을 넘도

에서는 차례로 1.2, 0.3 mm의 증대가 관찰되어 유리치은이식술

록 치조제 부피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한다[22]. 이 연구에서

을 시행한 경우 막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치조제 보존술의 효

는 Elian 등[16]의 분류 type 2, 3 환자에서 발치 후 연조직, 경

과가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1.0, 0.7 mm 정

조직이 부족하여 발치 시 골유도재생술을 시행한다면 일차피개

도로 높이 변화는 이전에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와 유

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하기로 치료계획을

사함을 알 수 있었다.

259

Evaluation of pedicle SCTG with tunneling

이번 연구에서 치조제 너비 변화는 환자 별로 0.5, 1.5, 0 mm
의 증대가 이루어졌다. Aimetti 등[19]의 연구에서 발치 후 자

과 골표본 채취를 통해 조직학적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발적 치유 시 치조제의 너비가 3.2 mm 감소가 이루어진 수치

결론적으로 터널을 이용한 유경조직 이식술은 혈행 공급과

와 대조적이다. 마찬가지로 Jung 등[7]도 자발적 치유에서 치조

안정성을 높여 치조제 보존술에 시행되었을 경우, 치조제의 높

제 너비의 3.3 mm 감소를 보였으며, Bio-Oss과 Mucograft군

이와 너비 유지로 연조직 증대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술기 민

이 1.2 mm 감소, Bio-Oss와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1.4

감성을 가지는 단점이 있지만, 치유양상이 양호하며 상악 심미

mm의 감소를 보여 자발적 치유 시보다 너비 감소가 더 적다고

영역의 발치와 관리에 추천이 되는 술식으로 생각된다.

보고되었다. 터널을 통한 유경-상피하 결체조직 이식술을 이용
한 이번 연구에서는 너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약 1.5 mm의 증
대를 보여, 자연 치유되는 경우나 다른 유리치은이식술을 한 경
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경조직을 통해 혈액 공급이 이
루어져 치주제 흡수율이 적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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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연구에 비해 기간이 짧은 한계를 가진다.
그 동안 다양한 치조제 보존술에 관해 직접적인 비교 고찰을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Iasella 등[26]의 연구에서
발치 후 자연치유 시 연조직 두께는 6개월 후 0.4–0.5 mm 증진
이 일어났지만, 이식재로 인해 혈류 공급이 방해 받았기 때문에
이식한 실험군에서는 오히려 감소를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 또한 Tan 등[3]은 경조직과 연조직이 6 개월 후 감소된 양이
경조직만 감소된 양보다 더 크다고 보고했다. 이번 연구에서도
12주 동안의 추적 기간 동안 stent를 이용하여 치은을 포함한
측정한 결과 높이와 너비의 증대가 이루어졌으며, Iasella 등[26]
과 Tan 등[3]의 논문에 따라 골이식술 이후 연조직이 감소함을
고려했을 때 경조직 증대가 이루어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
만 정확한 측정을 위해 추후 re-entry 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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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평가를 위해 VAS 지수와 통증자가 조절법을 이용하
여 진행하였다. VAS 지수는 1주 후 10점 만점에 평균 2점을 보
였으며 점차 감소하였다. 환자들은 주로 통증보다는 치주포대
로 인한 발음의 어려움, 부은 느낌 등의 불편감을 호소했으며, 4
주가 지난 후에는 불편감을 보고하지 않았다. 통증자가조절법
에서도 통상적으로 처방된 3일치 하루 세 번 복용하는 약을 제
외하고 추가적으로 복용한 환자는 없었으며 환자 반응평가에서
도 통증은 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유경조직이식술을 통해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고, 터널을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환자 2의 경우 치은퇴축이 관찰되었는데, 경조직의 부족은 치
아 주변의 인접면을 채우는 것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27],
지지 경조직이 부족하여 약간의 치은퇴축이 야기된 것으로 여
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스텐트를 통해 연조직 변화만을 살폈다는 한
계를 갖는다. 임플란트를 식립 시 re-entry 수술이 계획되어 있
어서 관찰 기간 동안에는 골충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못하
였다. 추후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re-entry를 통해 경조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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