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동종골 SureFuseTM를이용한 골결손부의 치험례
*

한스바이오메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구강외과,
#
청주 다인치과 보철과, ***을지대학교 정형외과,
서 석진*, 김 진**, 임 헌송#, 이 광원***, 김 수용*, 김 태운*, 송석범*,
김진영*, 안재형*, 채지화*, 황호찬*, 강계원*

I. 서론

Fugazzoto 등과 Stentz 등의 연구에서는 DFDBA를
이용하여 차폐막의 붕괴를 막아주기 위한 재료로 이

동종골은 사람의 사체에서 얻어지는 이식재로서 공신

용하였다. Tatum은 방사선 조사된 망상골도 이식재

력이 있는 조직 은행에서 획득되어 관리되며 엄격한

로서 사용 보고하였다. Price 등의 조직 형태학적 연

공정과정을 거쳐 공급되어지고 있다. 동종골 이식재

구에 의하면 상악동 거상술시 irradiated cancellous

에 있어서 안정성의 중요한 이유는 후천성 면역 결핍

bone이 가장 좋은 이식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HIV) 기타 치명적인 병 등의 전파가 문제가 될 수

Manual Chanavaz의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상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내 잔존 및 면역학적 거부

악동 골이식 경험을 정리한 보고에 의하면 이 기간동

반응, 사전에 환자에게 informed consent를 받는 것

안 irradiated cancellous bone을 전체 이식재중 22%

이 필요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공신력 있는 조직은행

를 사용하였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동종골은 공여

의 제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를 위한 수술이 불필요하고 부가적인 수술없이 많은

동종골의 사용 개념은 동종골의 골 유도성과 골 전도

양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성이다. FDBA (Freeze-Dried Bone Allograft)는

차폐막을 지지하는 골이식재로서 또한 골유도 물질로

mineral 성분이 있기 때문에 Scaffold (비계) 역할을

서 사용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로 하여 골전도를 통하여 골형성을 한다. Meffert에

본 증례는 여러 동종골 이식재중 SureFuseTM

의하면 DFDBA (Demineralized Freeze-Dried

(Hansbiomed Corp. Korea)를 이용하여 하악 구치부

Bone Allograft)를 이용하여 상악동에 골이식을 할

발치와의 골 결손부에 사용한 증례에서 시간 경과 후

경우 6개월 후에 연골성 물질이 관찰되었고, 골과 유

이식부의 조직 소견과 함께 동종골로서의 기능 등에

사한 단단한 경조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DFDBA는

관해 살펴보았다.

demineralization 과정을 통하여 bone matrix의

II. 증례보고

BMP(Bone Morphogenetic Protein)를 노출시켜 골
유도를 통하여 골형성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DFDBA는 골 유도성의 이론적 근거하에 개발 초기에
치주 치료에 널리 사용되었다. Pinholt 등과 Nevins &
Mellonig 그리고 Mellonig 등의 초기의 연구들은 주
로 DFDBA의 골유도 능력을 입증하는 결과를 발표하
였고 또 다른 Aspenberg 등과 Buser 등은 DFDBA의
골 유도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 환 자 ; 김 OO (F/52)
2) 주 소 ; 하악 우측 제 2대구치의 동통과 동요
3) 진 단 및 치료계획 ; 하악 우측 제 1대구치 원심부
치근단 농양
개인치과 몇 군데로부터 발치후 보철치료를 권유받고
찾아오신 분으로 발치를 전제로 SureFuseTM 이식에

※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솔∙젤 하이브리드 생체재료 및 응용기술 개발 (10006921)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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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시행하였다.
4) 치료; 거주지 거리상 3~4개월에 한번씩 검사만 시
행하였다. 이후 1년 경과 후 무통, 무동요 등의 개선양
상을 보이고 보철 치료를 원하여 근관치료 중인 상태
이다. SureFuseTM 를 처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X-ray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림 1). 골 결손부를
SureFuseTM gel 0.5cc 로 수복 시행하였다. 처리 부
위의 골 조직을 채취하여 조직검사로 HE와 MT 염색
을 시행하였다(그림 2). 그림 1에서는 SureFuseTM 을
처리전(a)과 후(b)에 따라서 X-ray 결과가 달라짐을
알수 있다. 또한 그림 2의 조직검사에서는 화살표에

(a)

서 보이는 바와 같이 3개월 후에 osteocyte가 형성됨
을 알수 있었다.

(b)
(a)

Fig. 2 Histological pictures at three months after
treatment with SureFuseTM ;
(a) H&E and (b) MT staining.

III. 총괄 및 고찰
implant 주위 골 결손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골 재생 술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
인 결과는 장기간의 임상 연구와 막이 흡수성인지 비
흡수성인지 그리고 막의 사용여부,그리고 막의 흡수
(b)
Fig. 1 Radiographic finding of
(a) before and (b) after treatment with SureFuseTM.

성 혹은 비흡수성에 따라 확실히 결정된다.
발치 후 골 결손부에 식립시 골 결손을 치료하기 위해
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자가골 혹은
DFDBA의 사용시에는 합성 생체재료막 혹은 천연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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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겐이 혼합되거나 흡수성 혹은 비흡수성 막을 같이

는 여러 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환상형 혹은 3벽성 골내 결손은 골

osteoactive 란 말을 쓰게 되었다.

재생이 가장 잘 일어나며 작은 특별한 골 재생 술식이

골유도능은 약리적인 작용으로 이식재료에 포함된

필요하지 않다. implant와 골벽 사이의 거리가

BMP의 농도에 의존하다. BMP를 포함한 재료로는

1.5~2mm 보다 큰 경우에는 생체재료(bio material)

자가골, 동종골, rhBMP-2, rhBMP-7이 있다.

나 자가골을 빈 공간에 채워 넣는 것을 추천한다. 자

rhBMP-2와 rhBMP-7은 그 자신에 의해 골형성을

가골의 사용시에는 200~400rpm 의 저속으로 큰 회

일으키지만, 특히 BMP-2를 콜라겐에 포함시켜 사용

전(45NCm)을 사용하여 implant 부위에서 골 삭제를

한 경우에는 신속한 골 형성이 생긴다. 골유도능을 갖

시행하는 동안에 쉽게 얻을 수 있다. 선택된 골 재생

는 이식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속한 골 형성이 생

물질과 그와 관련된 재료들은 다음에 쉽게 다루기 위

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식재료가 어떻게 혈관신생

해 dappen dish에 올려 놓고 증류수를 몇 방울 떨어

과 골신생, 화골, osseointegration, remodeling에 관

뜨려서 수화시킨다. 열개(dehisences)와 천공

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앞으로의 연구

(fenestration)은 자가골 치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명확한 연구가 치유기

하고 골 재생 술식이 필요하다. 3벽성 골 결손에서 이

전과 최적의 이식재료를 결정할 수 있고 치유의 판정

미 언급한 자가골과 생체 재료(biomaterial)를 혼합한

에도 도움된다. 다른 이식재료라도 성공률에 차이는

섬유소 봉합제(fibrin sealant)를 골결손과 임플란트

없고 또 많은 요인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한종류의 이

계면 사이에서 안정성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큰 결

식재료와 수술방법이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손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1차 연조직 치유를 얻은 후
다양한 골 이식재를 이용한 이식법이 추천되나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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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Case of Alveolar Bone defect using Allograft SureFuse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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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icacy of allograft SureFuseTM which is an allograft product applicable for
alveolar bone defect. SureFuseTM is composed mainly of demineralized human bone matrix that has several
advantageous properties compared with other products in biocompatibility and bone inductions. Repair process was
examined by radiograph and histological sections. After 3 months of treatments, SureFuseTM showed regenerative effect
for alveolar bone defect. We assume the results by release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s which may play a role of
osteoinduction.

Key words ; alveolar, bone defect, demineralized bone matrix, allogra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