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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병호 선생님께 큰 존경
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
어 논문 심사를 해주신 차인호 선생님과 유윤정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아낌없
는 후원을 해주신 정재형 선생님과 김문기 선생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훌륭한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
신 이승호 선생님과 실험실에서 많은 실패와 성공의 희노애락
을 함께한 이경욱 선생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바쁜 외래
와 수술 일정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준 의국 동료들과 치위생
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멀리 고향에서 항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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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성견 하악골 치조제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시행한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의 실험 모형
A.대조측 실험 모형
B.실험측 실험 모형

그림 2.약 6개월 경과 후 임상 소견
A.대조측 임상 소견
B.실험측 임상 소견

그림 3.대조측과 실험측의 광학현미경 소견
A.대조측 광학현미경 소견
B.실험측 광학현미경 소견

표 1.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측정된 골의 높이와 신생골 및 기저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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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성견 하악골 치조제 결손 부위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수직적 치조제 증대
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와 자가골을 혼합하여 골이식술에
사용해 봄으로써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6마리의 잡종견에서 하악골 양측에 치조제 결손 부위를 형성하였다.약 3개월 경
과 후 각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장골에서 채취하여 분쇄한 자가골과 자가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를 혼합하여 하나의 임플란트 주위에만 수직적 치조제
증대를 위한 골이식술을 시행하였고(실험군)다른 하나의 임플란트 주위에는 골이
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대조군).약 6개월 경과 후 성견들을 희생시켜 조직학적
검사 및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결결과과과

대조군에서 결손된 치조제의 높이 증가는 한계를 보였으나(0.6±0.4㎜)실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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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결손된 높이의 63%를 회복하며 치조제의 높이가 뚜렷이 증가하였다(4.2±
1.0㎜).실험군에서 임플란트 주변에 형성된 신생골 부위의 신생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율(40.5%)은 기저골 부위에서의 기저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율(48.4%)과
통계학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결결론론론

결손된 치조제의 높이 회복을 위하여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수직적 치조제 증
대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를 자가골과 혼합하여 골이식술
시 사용하면 뚜렷한 치조제의 높이 증가와 신생골과 임플란트 간 양호한 골유착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자가골,임플란트 식립,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치조제 높이,골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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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현 중

ⅠⅠⅠ...서서서론론론

치아 상실 후 무치악 부위가 장기간 지속되면 잔존골의 지속적인 흡수로 인하
여 악골의 기능적,심미적 변화가 야기되는데1-4그 결과 잔존골의 양과 강도는 점
점 감소하며 이로 인한 안면 수직 고경의 감소와 안모의 변화,저작 기능의 저하
및 식이 섭취의 어려움,발음 장애,그리고 하악골의 병적 골절까지 발생할 수 있
다.5그러므로 적절한 기능적,심미적 회복을 위한 보철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치조제 결손 부위의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은 필수적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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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또는 부분적인 무치악 부위를 가진 환자에서 치조제의 높이가 결손
되었을 때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장치와
재료를 사용하는 치료 방법들이 논의되어 왔다.이 때 사용되는 골 이식재나 대체
물질로는 동종골7-9 및 이종골,10,11 합성골12,13과 자가골이 있으며 이 중 자가골을
사용한 골이식술이 가장 선호되고 있고 그 효과도 가장 추천할만하다고 보고되었
다.14그러나 자가골만 사용하여 골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형성된 신생골의 흡수율
이 높아 증가시킬 수 있는 치조제의 높이는 한계가 있었으며,장기간 유지되는 골
의 양과 높이도 매우 부족하였다.15-18그리하여 형성되는 신생골의 양과 높이를 증
가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어 왔다.19-28이러한 방법들
중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자가골을 이용하여 골 이식술을 시행
한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 때 자가 혈액을 채취하여 만든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를 자가골과 혼합하여 사용해 봄으로써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가 신생골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는 미립자 형태의 이식재와 혼합하여 사용될 경우
함유된 다량의 혈소판에서 유리되는 많은 성장 인자로 인하여 골형성을 증진시킨
다고 보고되었다.29-31게다가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에 함유된 높은 농도의 피
브리노겐은 치밀한 피브린 망을 형성하여 미립자 형태의 골 이식재에 강도를 부
여하게 되며 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 시술시 요구되는 형태를 충분히 유지해
줄 수 있는 접착제로써 기능하게 된다.29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혈소판 농축 피
브린 접착제를 골이식재와 혼합하여 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 사용한 보고가 있
으며 그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32,33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가 치
조제 결손 부위의 높이 회복을 위한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을 시행하는 경우 신생
골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성견의 하악골에 치조제 결손 부
위를 형성한 후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장골에서 채취한 자가골과 자가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를 혼합하여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 시 사용해 봄으로써 신생
골 형성에 의한 치조제의 높이 증가와 더불어 신생골과 임플란트 간의 골유착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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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가가가...실실실험험험 동동동물물물 모모모형형형 제제제작작작 및및및 치치치조조조제제제 결결결손손손 부부부위위위 형형형성성성

체중이 약 15㎏～20㎏ 정도인 잡종 성견 6마리를 대상으로 하여 암수 구별 없
이 선택하였고 동일 조건 하에서 사육하였으며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다.
실험 전 Ketamine(KETARAⓇ,유한양행,5㎎/㎏)과 Xylazine(RumpunⓇ,바

이엘 코리아,2㎎/㎏)을 섞어서 근육 주사를 통한 전신 마취를 시행하였으며
1:80000에피네프린이 포함된 2% 리도케인으로 하악의 구강내 전정 부위에 국소
마취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양측 하악 구치부에 협측 점막골막 판막을 형성한 후 모든 소구치를 발거하고

치과용 버를 이용하여 발치와 부위 치간골과 치조골을 삭제하여 약 6㎜ 정도 깊
이의 치조제 결손 부위를 형성하였고 이 때 협설측 사이 거리가 3～5㎜ 정도로
유지되도록 하였다.점막골막 판막을 재위치 시킨 후 일차 봉합을 시행하였고 약
3개월간의 치유기간을 가졌다.

나나나...혈혈혈소소소판판판 농농농축축축 피피피브브브린린린 접접접착착착제제제의의의 제제제작작작

실험견의 양측 하악골 치조제 결손 부위가 완전히 치유된 후 치조제 결손 부
위 회복을 위한 실험을 시행하기 전에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를 제작하였다.

1)자가 혈액의 채취

실험견의 목 부위를 베타딘과 70% 알코올로 소독한 후 멸균된 구멍포로 덮은
뒤 피부와 근육을 박리하고 바깥목정맥을 노출시켰다.항응고제인 sodium citrate
가 약 2㎖ 들어있는 30㏄ 주사기를 사용하여 혈액 20㎖ 채취한 후 4-0Nylon
(EthiconⓇ)으로 봉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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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의 제작은 혈액을 채취한 즉시 Thorn등30이 제시한
에탄올 침전법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2)혈소판 풍부 혈장의 제작

채취한 20㎖의 혈액을 4℃에서 15분간 약 327×g으로 원심분리를 시행하여
약 10～13㎖의 혈소판 풍부 혈장을 얻었다.이들 혈소판 풍부 혈장 내에는 약
1,700,000～2,000,000 /㎕ 범위의 혈소판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평균 수치는
1,850,000/㎕이다.약 2.5㎖의 혈소판 풍부 혈장은 트롬빈의 제작에 그리고 나머
지 혈소판 풍부 혈장은 피브리노겐의 제작에 사용하였다.

3)트롬빈의 제작

약 2.5㎖의 혈소판 풍부 혈장에 22.5㎖의 citricacid를 첨가하여 4℃에서 5
분간 3000×g로 원심분리 한 후 상층부를 버리고,나머지 침전된 부분을 150㎕
CaCl2(0.1㏖/L)로 용해시킨 후 100㎕ NaHCO3를 첨가하여 pH를 중성으로 만들
었다.응고 형성 후 용기를 눕혀 트롬빈을 채취하였다.0.05㏖/LCaCl2로 10% 희
석하여 150～200㎕ 정도의 트롬빈을 얻었다.

4)피브리노겐의 제작

남아있는 약 7.5㎖의 혈소판 풍부 혈장에 240㎕ tranexamicacid와 900㎕
에탄올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0℃ 얼음물에서 약 20～30분간 담가 두었다.침전
된 피브리노겐을 확인한 후 4℃에서 3000×g로 8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부를
버리고 침전된 피브리노겐을 채취하였다.채취한 피브리노겐을 37℃에서 녹인 후
0.9% NaCl로 50% 희석하여 400～600㎕ 정도의 피브리노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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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실실실험험험 과과과정정정

1)장골에서 자가골 채취

앞서 기술한 방법대로 실험견의 장골 능선 부위를 멸균,소독 및 방포한 후 장
골 능선 전방 부위에 약 2～3㎝ 정도의 피부,피하 조직 및 골막 절개를 시행한
후 판막을 거상하여 노출시켰다.치과용 버를 이용하여 1.5～2㎤ 크기의 자가골
을 채취하였고 채취한 자가골은 식염수에 담가 두었으며 절개 부위는 4-0
polydioxanone(VicrylⓇ)과 4-0Nylon(EthiconⓇ)으로 층별 봉합을 시행하였다.

2)수직적 치조제 증대술 시행

실험견의 구내 점막 및 잔존 치아 부위는 베타딘과 물에 희석된 0.1%
chlorhexidinedigluconate로 소독 및 세척한 후 방포되었다.하악 구강내 전정 부
위에 리도케인 국소 마취를 한 후 수평 절개와 수직 절개를 가하고 점막골막 판
막을 거상하여 길이 약 3㎝ 정도의 치조제 결손 부위를 노출시켰다.그런 다음
한 악당 치과용 임플란트 (길이 13mm, 직경 4.1mm, RBM 처리된 internal type, 

AVANA
Ⓡ 

SS II, Seoul, Korea) 2개를 치조제 결손 부위에 식립하였고 이 때 두
개 임플란트 간 거리는 약 1㎝ 정도로 유지하였으며 각 임플란트는 약 6～7㎜
정도만 식립하여 결손된 치조제 상방으로 임플란트 상부가 6㎜ 정도 노출되도록
하였다.
장골에서 채취한 자가골은 골 절삭기 (LeibingerⓇ,Germany)를 이용하여 분쇄

한 후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와 혼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한 치조제 결손 부
위에 적용하였다.이 때 두 개 임플란트 중 하나의 임플란트의 노출된 상부 주위
에만 분쇄된 자가골과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를 혼합하여 골 이식술을 시행
하였으며(실험측)다른 하나의 임플란트 식립 부위는 임플란트 식립 외의 다른 처
치는 시행하지 않았다(대조측)(((그그그림림림 111))).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는 미리 각각 준비되어 있는 피브리노겐과 트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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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 주사기를 이용하여 3:1(vol/vol)비율로 분쇄된 자가골에 혼합하여 골이
식술에 사용하였다.이 때의 응고 반응은 트롬빈 주입 후 수초 내에 일어났으며
곧 반응하여 젤(gel)형태로 굳어졌다.이러한 물리적인 성질로 인하여 시술시 실
험측 골 이식 부위에서 요구되는 해부학적인 형태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고
대조측과 분리된 상태로 잘 유지되었다.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을 완료한 후 점막 골막 판막에 골막 연장 절개를 가하

여 판막의 길이 증가를 얻은 후 4-0polydioxanone(VicrylⓇ)을 이용하여 일차 봉
합을 시행하였다.모든 실험견은 시술 한시간 전 항생제 술전 투약을 시행받았으
며 술 후 감염 예방을 위하여 2일간 Gentamycin(20㎎/㎏)을 근육 주사 하였다.

그림 1    A. 대조측 실험 모형                       B. 실험측 실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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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실실실험험험 평평평가가가

1)동물 시료 채취와 조직 절편의 제작

실험 6개월 후에 6마리의 실험견을 희생시켜 하악골 내 실험 부위를 인접 골
조직을 포함하여 블럭 형태로 채취하였다.탈회 표본 제작을 위하여 채취한 임플
란트 식립부 검체를 10% 중성 포르말린에 3일간 일차 고정한 후 흐르는 물에서
세척하고 5% 포름산과 구연산 나트륨을 동량으로 희석한 탈회액에서 5일간 탈회
를 하였다.그 후 시료를 조직 캡슐에 넣어 흐르는 물에 12시간 동안 수세한 다음
methylmethacrylate레진 포매를 시행하였다.얻어진 시료를 골 절단 및 연마 장
치를 이용하여 협설측 방향으로 임플란트 축과 평행하게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두께 40㎛의 표본을 만들었다.제작된 조직 절편은 절단 및 연마 방법으로 제작
되었고 톨루이딘 블루 염색을 시행하였다.

2)조직형태학적 검사

준비된 조직 절편의 형태학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미지 분석 시스템 (IBAS,
Contron,Erching,Germany)을 이용하였으며 각 수치는 임플란트의 협설측에서
각각 측정되었다.치조제 결손 부위의 높이는 결손된 치조제 상단에서 식립된 임
플란트 첨단까지의 거리로 측정하였으며,치조제의 증가된 높이는 실험시 노출시
켰던 임플란트의 주위에 형성된 신생골의 수직적인 높이로 하였다.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 정도는 신생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율과 기저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
착율로 계산하였다.

2)통계 분석

연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Wilcoxon'ssignedranktest와 pairedstudent
t-test를 통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평가하였고 유의 수준은 9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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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가가가...육육육안안안적적적 소소소견견견

실험 6개월 후 총 6마리의 실험견은 모두 건강히 생존하였고 육안적 소견 상
실험한 부위의 감염 및 열개 현상,매식재의 노출 등 특이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모든 임플란트는 동요도 없이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각 검체에서
자가골과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를 혼합하여 사용한 실험군에서는 거의 완벽
하게 재건된 치조제가 관찰되었으며 대조군에서는 실험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그그그림림림 222))).

그림 2        A. 대조측 임상 소견             B. 실험측 임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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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광광광학학학현현현미미미경경경 소소소견견견

대조군과 비교시 실험군에서 형성된 신생골의 양이 훨씬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험군에서는 치조제의 높이 증가가 뚜렷하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대조군과 실험군의 모든 임플란트는 기저골 뿐만 아니라 신생골에서
도 양호한 골유착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임플란트 나사산은 주변골과 충분한 접
촉을 이루고 있었다(((그그그림림림 333))).

그림 3  A. 대조측 광학현미경 소견          B. 실험측 광학현미경 소견

실험 당시 하악 무치악 부위에서 평균적인 치조제의 골결손 깊이는 실험군에
서 6.7±0.4㎜,대조군에서 6.5±0.3㎜ 이었다.실험 6개월 후 형성된 신생골에
의해 증가된 치조제의 평균적인 높이는 실험군에서 4.2±1.0㎜ 로 뚜렷한 치조
제의 높이 증가를 보였고 대조군에서는 0.6±0.4㎜ 로 제한적이었다.이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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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실험군에서 신생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
착율은 40.5±17.3%로 기저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율(48.4±10.7%)과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조군에서는 신생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율은 34.3
±14.5%로 기저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율(53.8±7.9%)보다 비교적 낮은 수치
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표표표 111))).

표 1.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측정된 골 높이(㎜)와 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율(%)

Fibrin glue Control P-value

Defect height(㎜) 6.7±0.4 6.5±0.3 NS

New bone height(㎜) 4.2±1.0 0.6±0.4 >0.05

New bone-implant contact(%) 40.5±17.3 34.3±14.5 NS

Resident bone-implant contact(%) 48.4±10.7 53.8±7.9 NS

NS=not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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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완전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치과용 임플란트는 다양한 보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34,35특히 골이식술과 동반하여 사용되는 경우 골
이식술을 먼저 시행한 후에 식립하거나7,36,37골이식술 시행시 동시에 식립하는 방
법20,22으로 제안되었다.이 때 사용되는 골이식재로는 자가골이 가장 추천할만하나
이의 단독 사용시 이식된 골의 50% 이상이 흡수되기도 하며38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골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이식된 골의 흡수율이 여전히 높고 임플란트
주위에 형성된 신생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9

본 실험에서는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자가골과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
를 혼합하여 골이식술 시 사용함으로써 치조제의 높이를 수직으로 증가시켰다.이
경우 뚜렷한 치조제의 높이 증가를 보였으며 또한 임플란트 주위에 형성된 신생
골과 임플란트 간 양호한 골유착 소견도 관찰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자가골에 혼
합하여 사용한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가 골이식재의 골치유 과정과 골재생을
촉진시켜 신생골의 형성을 증진시켰고 이로 인하여 치조제 결손 부위의 수직적인
증가를 이루었으며 또한 골이식술과 동시에 식립한 임플란트에서 주위에 형성된
신생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 정도를 기저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 정도와 비슷
한 수준으로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미립자 형태의 골이식재가 사용될 때 수여부에서 안정된 해부학적인 형태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어져 왔다.주로 비흡수성 차폐막40,41과 타이타
늄 망42-44등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비흡수성
차폐막이나 타이타늄 망 등은 구강내 노출로 인한 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수
여부에서 완전한 치유를 이루기도 어렵다.40,41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를 분쇄 형태의 자가골과 혼합하여 사용함으
로써 차폐막과 같은 추가적인 장치를 요하지 않고 골이식술 시 필요한 물리적인
지지와 해부학적인 형태를 얻을 수 있었다.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는 분쇄 형태의 골이식재를 요구되는 형태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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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브린 접착제 내에 함유된 다량의 혈소판에서 유리
되는 수많은 성장 인자로 인해 트롬빈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골치유 과정을 촉진시
킨다.29,30 Thorn등30은 높은 농도의 혈소판과 피브리노겐을 포함한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혈소판 농
축 피브린 접착제는 혈소판 풍부 혈장 보다 약 8배 많은 성장 인자와 약 12배 많
은 피브리노겐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혈소판에서 유리되는 성장인자로는
PDGF,IGF,FGF,TGF-β,EGF,ECGF,PDAF 등이 있으며 이 중 PDGF와
TGF-β가 가장 중요한 인자들로 알려져 있는데45-47이 두 가지 인자는 육아조직
의 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치유 과정을 촉진시킨다고 보고되었다.48

본 실험에서는 Thorn등30이 제안한 방법으로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를 제
조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를 자가골과 혼합
하여 결손된 치조제의 높이 증가를 위해 사용하였다.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얻어
진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가 골재생과 골형성을 촉진시킨다는 보고29,30에 기초
하여 Schmitz등49에 의해 고안된 동물 실험 모형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본 실험의 결과는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기존의 차폐막 등을 이용하여 시행한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50의 결과와 비교시 유용할만하다고 판단되며 형성된 신생골
에 의한 결손된 치조제의 높이 증가와 임플란트 주위에 형성된 신생골과 임플란
트 간의 골유착도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혈소
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는 치조제 결손 부위에서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을 시행하
는 경우 골이식재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시 이식
된 재료에 의해 형성된 신생골과 임플란트 간 골유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로
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에서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의 유용한 물리적,생체적 특징을 기초로

하여 무치악 부위에 결손된 치조제의 높이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을 시행하는 경우 자가골과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때 형성된 신생골에 의한 뚜렷한 치조제의 높이 증가와 임
플란트 주위에 형성된 신생골과 임플란트 간 적절한 골유착을 보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임상 적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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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는 높은 농도의 혈소판과 피브리노겐을 함유하고
있으며 골형성 과정을 촉진시키는 많은 성장 인자들을 유리하여 골재생 과정을
촉진시키고 시술시 요구되는 해부학적인 형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물리적인 지
지력도 제공해 준다.이러한 성질을 기초로 하여 무치악 부위에서 결손된 치조제
를 회복하기 위하여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수직적 치조제 증대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소판 농축 피브린 접착제와 자가골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형성된 신생
골에 의한 뚜렷한 치조제의 수직적인 증가와 임플란트 주위에 형성된 신생골과
임플란트 간 적절한 골유착을 얻을 수 있었다.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적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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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ofOral& MaxillofacialSurger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Byung-HoChoiD.D.S.,Ph.D.)

OOObbbjjjeeeccctttiiivvveee

Theaim ofthisstudywastoevaluatethecombineduseofautogenousbone
andplatelet-enrichedfibringlueasgraftingmaterialforverticalalveolarridge
augmentationwithsimultaneousimplantplacementinacaninealveolarridge
defectmodel.

SSStttuuudddyyydddeeesssiiigggnnn

In6mongreldogs,bilateralverticalalveolarridgedefectswerecreatedinthe
mandible.After3monthsofhealing,2dentalimplantswereplacedineach
defectofthemandible,creating6㎜ supra-alveolarperi-implantdefects.The2
implantsperdefectweresubjectedtosurgicaltreatmentsinvolving eithera
combinationofautogenousbonegraftsandplatelet-enrichedfibringlue,ora
conventionalflapprocedureonly(control).Afterahealingperiodof6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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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ogswerehumanelykilledforhistologicalandhistometricanalyses.

RRReeesssuuullltttsss

Implantplacementaloneproducedlimitedverticalalveolarheight(0.6±0.4㎜).
However,alveolaraugmentation including acombination ofautogenousbone
graftsand platelet-enriched fibrin gluewith simultaneousimplantplacement
resultedinalveolarridgeaugmentationamountingto4.2±1.0㎜,comprising
63% ofthedefectheight.New bone-implantcontactwas40.5% inthedefects
treatedwithcombinedautogenousbonegraftsandplatelet-enrichedfibringlue,
and was 48.4% in the residentbone;this difference was notstatistically
significant.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

Thepresentstudydemonstratesthatverticalalveolarridgeaugmentationusing
autogenous bone grafts and platelet-enriched fibrin glue with simultaneous
implantplacementmighteffectivelyincreaseverticalalveolarridgeheightand
allow foranacceptablelevelofosseointegr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KKeeeyyy wwwooorrrdddsss :Platelet-enriched fibrin glue,simultaneous implantplacement,
vertical alveolar ridge augmentation, vertical alveolar ridge height,
osseo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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