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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 치료 시 PermacolTM과 TerudermisTM를
이용한 연조직처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김영균

I. 서론

수평증강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최종 보철물 장착
시점에 평가하여 증강 효과가 있었던 경우는 성공, 그

임프란트 치료 시 심미적 혹은 구강위생관리 목적으

렇지 못한 경우는 실패로 간주하였다(그림 1, 2).

로 비가동성조직증대술, 연조직의 수직 혹은 수평증

III. 성적

강술 등의 술식들이 사용된다. 물론 시술목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확보된
비가동성조직과 증대된 연조직의 장기 예후에 대해서

1. PermacolTM (그림 3-12)

는 밝혀진 논문이 거의 없다1, 2). 비교적 예측 가능한

총 25명의 환자에서 사용되었으며 연령은 19세부터

연조직 처치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개에서 채취한

74세까지로 평균 44.9세였고 남자 12명, 여자 13명

치은조직 혹은 상피하결체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었다. 수술 후부터 경과관찰기간은 4-23개월로 평

좋지만 이차적인 공여부의 필요성과 반복적인 수술에

균 13개월이었다. PermacolTM 적용은 모든 증례들에

대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서 2차수술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사용 부위는 대부분

많다.

상악 전치부에서 순측 연조직 증강 목적으로 사용되

따라서 저자는 콜라겐이 주성분인 2가지 인공재료를

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악소구치 부위 5명, 하악 대

사용하여 다양한 연조직 처치를 시도하였으며 다양한

구치 부위 3명 순이었다. 연조직 증강 목적으로 사용

임상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한 경우는 상악 우측 제1소구치 협측 연조직 증강 목
적으로 사용한 1증례에서 얇은 상방 점막의 일부가

II. 재료 및 방법

천공되면서 PermacolTM이 노출되었고 결국 제거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증례들은 모두 양호한 결과를 얻을

2003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분당서울대학교

수 있었다. 하악 대구치부위에 사용된 3명의 환자들

병원 치과에서 1인의 치과의사에 의해 임프란트 시술

은 각화치은 증대 목적으로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

이 이루어졌던 증례들의 의무기록지, 방사선 사진 및

하였다. (Table 1).

임상사진을 평가하였다. PermacolTM(TSL, UK),

Table 1. Permacol이 사용된 부위.

TerudermisTM (Terumo Co. Ltd. Tokyo, Japan)의

부 위

환자 수

상악 전치

17

상 확보된 경우를 성공(S: Success), 1-2mm 확보된

상악 소구치

5

경우는 수용가능(A: Acceptable), 전혀 확보되지 못

하악 대구치

3

사용목적, 수술시기와 임상적 결과를 주관적으로 평
가하였으며 비가동성 조직 증대술의 결과는 2mm 이

한 경우를 실패(F: Failure)로 간주하였다. 연조직의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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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 erudermisTM (그림 13-17)

밀리면서 cervical volume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9명의 환자들에서 임프란트 협측의 비가동성 조직

즉 골이식에 의해 순측의 골체적 증가가 유지될 것을

확보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환자들의 나이는 30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단지 주위 연조직에 의해서

부터 72세까지로 평균 53.1세였다. 남자가 4명 여자

순측 치은의 형태와 체적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하였

가 5명이었으며 1차 임프란트 식립 시기에 사용한 경

다3, 4). 최근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잘 흡수되지 않고 장

우가 3증례였고 나머지는 이차수술 시 치근단전위피

기간 체적이 유지되는 Bio-Oss� 등의 이식재를 발치

판술을 시행하면서 TerudermisTM를 적용하였다. 사

후 즉시 식립할 때 생기는 순측 간극에 충전하여 순측

용된 부위는 상악 전치부 1증례, 하악 전치부 1증례

체적이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차

였고 나머지는 주로 하악 소구치 및 대구치 부위에서

수술 시 추가로 순측의 연조직 두께를 소량 증가시키

TM

사용되었다. Terudermis 를 사용한 후부터 경과관

기 위해 골이식을 추가하거나 PermacolTM과 같은

찰기간은 평균 20.9개월이었고 최종 관찰 시 성공적

dermal collagen 혹은 자가결체조직이식편을 삽입하

으로 비가동성조직이 확보된 경우는 4명, 수용 가능

기도 한다. PermacolTM은 연조직 결손부의 재건을 위

한 경우는 3명, 실패 2명이었다(Table 2).

한 영구 이식재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무세포성
porcine dermal collagen으로서 주성분은 elastin
fibers이다. 흰색을 띠는 견고하면서도 유연성이 있는

Table 2. Terudermis 사용 증례 요약.
증례 나이 성별

부위

적용시기

상부보철

F/U 각화치은
확보
S

급되며 실온에서 보관한다. 결손부의 크기에 맞게 잘

1

65

F 32-42

1차

2

30

M 43-44

2차

FP

24

F

수복해 줄 수 있으며 의과 분야에서 안와재건술, 협부

3

52

F 45-47

1차

Single

30

A

증강술, 구순 및 구개열, 비증강술 등에 사용되어 왔

4

38

M 22-25

2차

FP

18

A

다5). 본 연구에서는 부족한 협측 연조직 증대술과 이

5

61

M 36-37

2차

FP

23

F

차수술 시 각화치은 증대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협

6

65

F

47

1차

FP

16

A

측 연조직 증대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대부분 소

7

48

F

35-37

2차

FP

18

S

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각화치은 증대 목적

8

72

M 36-37

2차

FP

11

S

으로 3명의 환자에서 PermacolTM을 사용한 경우는

9

47

F

2차

FP

12

S

전혀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추정되는 이유는

46-47

Overdenture 36

fibrous flat sheet 형태로 멸균된 상태로 포장되어 공

S: 각화치은 확보: 2mm 이상인 경우, A: 1mm 내외
F: < 1mm 이하
FP: Fixed prosthesis, Single: Single implant

라서 사용하며 겹으로 쌓아 조직 함몰부를 풍융하게

PermacolTM의 강도가 세고 유연성이 없어 수술 부위
에 잘 유지되지 않고 조기에 탈락되었기 때문으로 생
각되었다.
TerudermisTM는 소의 인대에서 추출된 미세섬유성

IV. 고찰

콜라겐과 젤라틴이 복합된 스폰지층과 얇은 실리콘막
의 두 층으로 구성된 인공진피로서 이식 후 주위 조직

Jemt 등은 치조골 수평증강을 위해 블록골이식을 한

으로부터 섬유아세포의 이주와 모세혈관의 침투 등으

경우에도 임프란트를 식립하고 6개월이 경과하는 동

로 신생진피가 형성되고 콜라겐층은 분해되어 흡수된

안 대부분의 골이 흡수되어 없어지며, 보철물을 연결

다6). 오정환은 전완피판 공여부 수복을 위해 Teru

할 때의 순측 외형 증가에 의해서 연조직이 순측으로

dermisTM를 이용하였으며 3주 후에 육아조직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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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부위에 이차적으로 부분층피부이식을 시행

고 깊숙한 상처(뼈, 근육,건 등의 노출 부위)에 사용

한 결과 신생진피가 형성되어 이식된 피부의 수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임프란트

최소화되고 인대의 노출이 없었으며 공여부의 함몰이

주변의 비가동성 연조직 증대 목적으로 9증례에서

감소되었고, 이식된 피부의 변색도 최소화되어 기능

TerudermisTM를 적용해 보았으나 2mm 이상 성공적

적, 심미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으로 확보된 경우는 4증례에 불과하였고 3증례는

7)

. 1980년 Yannas와 Burke에 의해 처음으로 교원질

1mm 정도가 유지되는 정도에 그쳤고 전혀 효과가 없

을 기저막으로 하는 2층으로 이루어진 막이 개발되었

는 경우가 2증례였다. 따라서 이 재료는 비가동성 연

데, 그 하방은 불용성의 교원질과 GAG와의 혼합체를

조직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무치

동결건조시키고, 그 상방에 100um 두께의 silastic을

악 부위 치조능에 아주 소량으로 존재하는 비가동성

부착시켜 만든 것이었다. 이 구조물이 창상에 이식되

조직을 보존하거나 극소량 증대시킬 경우에 적용하는

면 섬유아세포와 모세혈관의 세포가 하방의 collagen

것이 바람직하며 많은 양의 비가동성조직 확보를 위

-GAG 층으로 침투하고 점차 생분해된 진피와 유사

해서는 구개치은 혹은 유리결체조직이식술이 더 나은

한 결체조직이 된다. 그리고 창상의 변연부에 있는 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피는 silicone 하방으로 이동하여 상피화가 완성되면

V. 결론

상방의 silicone 층이 제거된다. 이는 진피와 유사한
조직층을 유도함으로써 이전에 사용해왔던 일시적인
피부 대체물질 보다 우수한 성질을 가졌으며 광범위

Collagen이 주성분인 PermacolTM과 TerudermisTM를

한 전층 화상의 치료를 위한 인공피부로서 성공적으

임프란트 주변 연조직 처치에 이용한 결과 다음과 같

8)

로 사용되어 왔다 . 그 후 Matsuda, Matsui 등이 불용

은 결론을 얻었다.

성의 교원질 대신에 atelocollagen을 사용한 인공진피

1. PermacolTM은 임프란트 주변의 함몰된 연조직을

를 개발하여 동물 실험 및 임상 적용을 통해 좋은 결

소량 증대시킬 경우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9,10)

. 2002년 윤옥병은 구개부의 양성

2. TeurdermisTM는 일시적인 창상보호 목적이나 무

종양 적출술 후, 치조열 재건술 후 및 전정성형술 후

치악 치조능에 존재하고 있는 소량의 비가동성연조직

과를 보고하였다

TM

에 생긴 점막 결손부에 Terudermis 를 이용하여 골

보존 및 소량 증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조직이 노출된 점막의 광범위한 창상부를 피개해 줌

다.

으로써, 부가적인 공여부의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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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Fig. 1. PermacolTM (TSL, UK)을 순측 점막 하방에 삽입하
는 모습.

Fig. 2. TerudermisTM (Terumo Co. Ltd.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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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0세 여자환자의 초진 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진행성 치주염에 이환된 상하악 전치부를 발치하고 임프란
트를 식립하기로 계획하였다.

Fig. 7. 임프란트 식립 4.5개월 후 상악 교합면 사진.

Fig. 4. 초진 시 구강사진.

Fig. 8. 이차수술을 시행하면서 임프란트 순측 연조직 두께
증가 목적으로 PermacolTM 을 적용하는 모습.

Fig. 5. 임프란트 식립 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31-42,
#14-22 치아들을 발치한 후 즉시 임프란트를 식립하고
골유도재생술을 시행하였다.

Fig. 9. 이차수술을 시행하여 지대주를 장착하고 봉합한 모
습.

Fig. 6. 임프란트 식립 4.5개월 후 구강 정면 사진. 순측의
점막 두께가 얇아서 임프란트 금속이 비춰보이는 상태이다.

Fig. 10. 상부 보철물 장착 4개월 후 구강 정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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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상부 보철물 장착 4개월 후 상악 교합면 사진.

Fig. 15. 부분층으로 치근단전위피판술을 시행하고
TerudermisTM를 피개한 후 봉합한 모습.

Fig. 12. 상부 보철물 장착 8개월 후 치근단 방사선 사진.

Fig. 16. 상부 보철물 장착 3개월 후 구강 사진. 협측에 적
절한 비가동성 연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Fig. 13. 47세 여자환자에서 하악 우측 구치부에 3개의 임
프란트가 식립된 후 치근단 방사선 사진.

Fig. 17. 상부 보철물 장착 3개월 후 치근단 방사선 사진.

Fig. 14. 이차수술을 시행하면서 협측에 부분층 점막피판
을 거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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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ft tissue management using PermacolTM and TerudermisTM
during implant therapy
Young-Kyun Kim
Dep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Section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I used Permacol

TM

and Terudermis

TM

for the soft tissue management around endosseous implant and got the following

conclusion.
1. Permacol TM can be used to increase small amount of soft tissue around the endosseous implants.
2. It is desirable Teurdermis
tissue in the edentulous ridge.

TM

is used for temporary wound dressing, preservation or small increase of nonmobile so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