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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별로 보는 IPS 임상

1. 치조제보존술

최근의	치조제보존술은	경조직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	것과	

연조직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뉜다.	연조직의	보존

을	목적으로	한	연조직보존술은	발치와	주위의	연조직을	보

존하고,	조기	임플란트	식립(발치	후	6~8주)을	시행하기	위한	

술식이며,	임플란트	식립	전의	치주성형술로	생각할	수	있다.

2. 연조직펀치기법

 (Soft tissue punch technique)

연조직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	연조직펀치기법은	우선	치

은펀치를	이용하여	구개의	공여부에서	직경	6~8mm,	두께	

2mm	정도의	상피부착결합조직을	이식편으로	채취한다.	발치

와	내에	골이식재를	이식한	후	내연상피를	삭제한	발치와에	이

식편을	적합시켜	6~10부위	정도를	확대	시야에서	긴밀하게	봉

합한다.	상피부착이식편을	사용하는	이점은	상피의	강도가	이

식편의	안정을	높임과	함께	결합조직부의	괴사를	막고,	발치와

의	봉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조직보존술	방법	중	하나인	발치와폐쇄법(socket	

seal	technique)이나	연조직펀치기법을	시행하는	경우,	발치

와의	혈류	부족	때문에	이식편으로의	신생혈관	혈액공급이	적

어	이식편이	괴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치은이	얇은	증례에

서는	혈류가	부족하므로	주의	깊게	시술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우선	연조직보존술	중에서도	연조직펀치기법을	

해설한다.	현재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기법이지만,	P.21에서	

상세하게	서술하는	온레이개재이식법(onlay	interpositional	

graft)의	기본이	되는	술기이기에,	좀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

해	설명한다.

Ridge Preservation Prior to Implant Placement

임플란트 식립 전: 치조제보존술2장1

성공을 위한 키포인트

1.  순측골이 파괴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발치를 시행하고, 발치 후 골연의 위치, 연조직의 두께를 치주탐침으로 

확인한다.

2.  발치와의 내연상피를 메스 혹은 다이아몬드 버로 한 층 삭제하여 이식편으로의 혈액공급을 확보한다.

3.  발치와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골이식재를 이식하고, 이식편이 움직이지 않도록 봉합으로 긴밀하게 고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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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펀치기법

이 술식의 적응증이 되는 골결

손(01)과 비적응증의 골결손(02).

01

그림 2-1-1a

보존이	불가하여	우측	상악	중절

치를	발치하였다.

02

그림 2-1-1b

순측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

스레	발치하고,	발치	후의	골의	

위치,	연조직의	두께를	치주탐침

으로	파악한다.	혈류의	관점에서	

순측골의	결손이	적은	증례가	적

응증이	된다.

01

02

연조직펀치기법의 술 후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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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제보존술 시행 시 발치와에 위치시킨 골이식
재를 물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감염을 막기 위해서
는 연조직에 의한 봉쇄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연조
직펀치기법을 응용한 발치 후 연조직의 조기 치유
를 평가한 것이다.
그 결과, 술 후 1주에서는 평균적으로 64.3%의 이
식영역이 주위조직과 결합하여 양호한 치유를 보이
고 있었다. 또한 35.6%의 영역이 피브린화된 양호한 
치유 경향을 보인 한편 0.1%이기는 하지만 괴사 징
후도 보였다. 이식편의 완전한 괴사는 하나도 없었
다. 그 후 3주, 6주 경과하면서 양호한 치유를 보이
는 경우가 증가하여, 평균적으로는 경과가 좋은 술
식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술 후 1주의 64.3%의 양호한 치유도 평균치
이며, 그 범위가 21~96%로 폭이 넓어 임상적으로
는 수술 직후의 신중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왼쪽 그림은 참고문헌1에서 인용)

1.  Jung RE, Siegenthaler DW, Hämmerle CH. Postextraction tissue management: a soft tissue punch technique. Int J Periodontics Restorative Dent 2004; 24(6): 
545-553.

전 20증례에서의 이식편의 치유 상황의 평균치

(◆:	주위조직과의	결합,	■:	피브린화,	▲:	괴사	혹은	불완전	치유)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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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그림 2-1-1e

끝이 얇은 미세수술도(microblade). 

플라이어(plier)를 이용해 각자의 

의도에 맞춰 날의 각도를 굽힐 

수 있기 때문에 구개에서 이식편 

채취도 시행하기 쉽다.

04

06

그림 2-1-1f

CK-2로	이식편을	공급	부위에서	

절제한다.	펀치를	시행한	이식편

이	상피에서	2mm	두께임을	확인

하면서	상피부착결합조직만을	공

여부에서	잘라내듯이	메스를	진

행한다.

03

그림 2-1-1c

치주탐침으로	발치와의	직경을	계

측하고,	치은펀치(직경	6~8mm)

를	선택·시적해본다.	

04

그림 2-1-1d

경사부분

치은펀치(생검 트레핀 BP80-F 

(가이스트리히))의 날의 경사 부

분. 약 2~3mm 정도 두께가 있다.

03

 결합조직 채취 부위
결합조직은 제1소구치 원심부터 

제1대구치 원심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구개에서 채취하는 방법과 

상악결절부에서 채취하는 방법

이 있다.

 포인트
발치와의 직경보다 1.2~1.5mm 

정도 큰 치은펀치를 선택한다.

치은펀치의	직경이	큰	경우에는	

제1대구치	부위까지	연장한다.

채취	부위는	상악	제2소구치	부위

로	하고,	치은펀치의	경사(bevel)	

부분을	지표로	하여	2~3mm	깊

이의	절개를	가한다.	이것을	통해	

양질의	결합조직을	깊이를	측정

하면서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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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층
결합조직층

지방·선조직 

Zucchelli 등이 보고한 것과 같

이 상피 바로 아래 2~3mm에 질

이 좋은 결합조직이 존재하므로 

펀치를 시행하고 깊이를 확인하

여 채취한다.

05

08

그림 2-1-1h

이식편	채취	후	채취	부위의	압박	

지혈을	시행한다.

09

그림 2-1-1i

콜라겐	스펀지를	2~3장	겹쳐	이

식편	채취에	사용한	치은펀치로	

가공한다(trimming).

07

그림 2-1-1g

이식편을	조직겸자로	부드럽게	잡

고	결합조직을	당기면서	절개를	

가한다.	

10

그림 2-1-1j

창면을	완전히	덮도록	2~3장	겹

친	콜라겐	스펀지를	위치시켜	우

선	단순봉합으로	고정한다.

 단순봉합(외과결찰)
첫 번째 매듭에서 실을 2중으로 

감고, 두 번째 매듭에서 한번을 

첫 번째 매듭의 반대방향으로 결

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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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하여 내연

상피를 삭제한다.

06

12

그림 2-1-1l

채취한	직경	8mm의	이식편.

13

그림 2-1-1m

이식편의	두께가	2mm	정도가	되

도록	결합조직	측을	가공한다.	이	

때	 지방조직·선조직은	 절제하여	

결합조직의	두꺼운	쪽이	순측으

로	오게	하여	사용한다.

11

그림 2-1-1k

이후	 교차매트리스봉합을	 사용

하여	콜라겐	스펀지를	창면에	고

정한다.

14

그림 2-1-1n

발치와	내연의	상피를	메스	또는	

다이어몬드	버로	한	층	삭제한다.

 교차매트리스봉합 
봉합 부위의 상방에서 봉합사를 

교차시키는 방법. 발치와에 콜라

겐 스펀지를 삽입할 때 등에 사

용된다. (자연치 편: P.18 참조)

 치은 삭제의 목적
발치와는 혈액공급이 적다. 그러

므로 내연상피를 한 층 삭제함으

로써 이식편으로의 혈액공급과 

혈병의 유지·안정을 꾀하여 이

식편으로의 신생혈관망의 구축

을 기대할 수 있다.

중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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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림 2-1-1o

치은연	높이까지	골이식재를	긴

밀하게	충전한	다음	거즈로	가볍

게	압박하여	발치와	내에	공간이	

생기지	않게	한다.

16

그림 2-1-1p

이식편의	변연이	발치와의	내연상

피와	만나게	위치시킨다.

17

그림 2-1-1q

이식편을	발치와에	고정하기	위

해	 처음에는	 교차매트리스봉합

을	시행한다.

18

그림 2-1-1r

순측의	근심에서	자입하여	원심

으로	나온다.

 포인트
발치와 내에 공간이 있으면 이

식편이 움직여서 신생혈관형성

이 방해받게 되어 괴사되기 쉬워

진다. 골이식재는 입자의 크기가 

1~2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18

2 장
타이밍별로 보는 IPS 임상

20

그림 2-1-1t

19

그림 2-1-1s

21

그림 2-1-1u

순측에서	나온	봉합사를	구개측

을	향해	경사지게	한다.

구개측근심에서	자입하여	원심으

로	나온다.



19

2장 1 임플란트 식립 전: 치조제보존술 2

22

그림 2-1-1v

23

그림 2-1-1w

24

그림 2-1-1x

교차매트리스	봉합만으로는	완전

히	고정되지	않으므로	단순봉합

으로	이식편을	고정한다.	이	때	

혈액공급을	 고려하여	 치간유두

부를	반드시	피해서	봉합한다.	이

식편측에서	자입하고	발치와의	내

연상피로	운침한다.

순측의	근심에서	결찰하면	발치

와상에서	봉합사가	교차하여	이

식편이	고정된다.

 운침
자출점(刺出点)에서 바늘의 끝

이 조금 밖에 안 나오는 경우 그 

바늘의 끝을 잡고 빼내는 것이 

아니라, 침의 후방부(swage)를 

눌러서 바늘의 형태에 따라 바늘 

끝이 나오도록 하여 바늘의 체

부(body)가 보이게 하고 나서 바

늘의 중앙 부위를 잡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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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y

6-0	또는	7-0	봉합사로	단순봉

합을	시행한다.	단순봉합은	순구

개측을	교차로	근심,	중앙,	원심

의	6부위를	봉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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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z

이식편에	일정한	긴장이	가해지

도록	순측과	구개측을	교차로	단

순봉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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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aa

봉합완료	후,	이식편과	내연상피

가	긴밀하게	밀착해	있는	것과	이

식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

한다.

 포인트
지혈의 확인 후에는 피브린의 효

과를 기대하기 위해 혈병 등을 

강하게 씻어 내지 않도록 한다.

중요 포인트


